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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팥쥐(몽키마마 우리옛이야기 1) 송언 조민경 9788991667518 48 2009.06.25 11,000 225*265 유아그림/전래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호랑이와 곶감(몽키마마 우리옛이야기2) 이미애 박철민 9788991667525 44 2009.08.01 11,000 225*265 유아그림/전래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꾀많은 당나귀(몽키마마 우리옛이야기3) 이상교 김란희 9788991667532 44 2009.08.20 11,000 225*265 유아그림/전래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천하무적 오 형제(몽키마마우리옛이야기4) 노경실 한병호 9788991667549 48 2009.10.16 11,000 225*265 유아그림/전래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게으름뱅이 음매음매(몽키마마우리옛이야기5) 정해왕 윤정주 9788991667556 48 2010.02.02 11,000 225*265 유아그림/전래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내복에살지요(몽키마마우리옛이야기6) 엄혜숙 배현주 9788991667563 48 2010.03.25 11,000 225*265 유아그림/전래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연이와반반버들잎(몽키마마우리옛이야기7) 이성실 김은정 9788991667570 52 2010.11.25 11,000 225*265 유아그림/전래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호랑이 꼬리낚시(몽키마마우리옛이야기8) 김명수 이은천 9788991667587 52 2011.11.25 11,000 225*265 유아그림/전래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방귀쟁이 오삼이(몽키마마우리옛이야기9) 박이진 김천정 9788991667594 48 2012.02.20 11,000 225*265 유아그림/전래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콩 한알과 송아지(몽키마마우리옛이야기10) 한해숙 김주경 9788998482695 48 2015.08.12 11,000 225*265 유아그림/전래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우리는 탐험가 놀라운 몸속 여행 루스 마틴 알란 샌더스 박여진 9788998482732 17 2016.01.29 11,000 207*227 유아그림/과학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우리는 탐험가 신나는 우주 여행 루스 마틴 알란 샌더스 박여진 9788998482725 17 2016.01.20 11,000 207*227 유아그림/과학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우리는 탐험가 떠나요 공룡 탐험 타샤 퍼시 다이나모 박여진 9791187743088 16 2017.07.20 11,000 207*227 유아그림/과학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벌거벗은 임금님(앨리슨 제이의 행복한 그림동화1) 마커스 세지위크앨리슨 제이 박여진 9791187743187 30 2017.09.01 12,000 230*235 유아그림/동화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우리는 탐험가 꿈틀꿈틀 곤충 여행 타샤 퍼시 다이나모 박여진 9791187743200 16 2018.02.26 12,000 207*227 유아그림/자연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우리는 탐험가 신비한 바다 여행 타샤 퍼시 다이나모 박여진 9791187743194 16 2018.01.25 12,000 207*227 유아그림/자연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우리는 탐험가 와글와글 열대 우림 다이나모 아담 알로리 박여진 9791187743521 16 2019.03.25 12,000 207*227 유아그림/자연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우리는 탐험가 호기심 직업 여행 다이나모 아담 알로리 박여진 9791187743514 16 2019.02.25 12,000 207*227 유아그림/생활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우리아이 튼튼한 몸을 위해 데굴데굴 요가버그 사라 제인 힌더사라 제인 힌더 김수민 9791187743569 2018.10.30 12,000 유아그림/생활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사파리 스티커 공룡편 맨디 아처 리아나 루이즈 존 김수민 9791187743613 2019.03.05 6,000 유아/놀이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사파리 스티커 정글편 루스 시몬즈리아나 루이즈 존 김수민 9791187743620 2019.03.05 6,000 유아/놀이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우리는 탐험가 달려요 탈것 여행 루스 마틴 알란 샌더스 박여진 9791187743712 2020.01.20 12,000 207*227 유아그림/생활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사또와 사라진 코 ( 몽키마마우리옛이야기11) 심수영 김세진 9791187743835 48 2020.06.01 13,000 225*265 유아그림/전래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산소를 지키는 호랑이 ( 몽키마마우리옛이야기12) 김성준 이준선 9791187743927 44 2021.03.09 13,000 225*265 유아그림/전래 유아 애플트리태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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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쓰기 싫어요! 스노키 시게노다루이시 마토 전선영 9788998482251 36 2014.07.23 12,000 225*200 해외창작 2학년 애플트리태일즈

위대한 인물들의 결정적 순간(세계편) 정제광 9788998482220 260 2014.04.25 15,000 초등교양/인물 고학년 아주 좋은 날

위인들의 아주 특별한 순간(우리나라편) 정제광 9788998482329 248 2014.11.05 14,000 초등교양/인물 고학년 아주 좋은 날

판소리 명창들의 숨겨진 이야기(큰 생각 작은이야기 1) 이경재 이경화 9788998482343 152 2015.01.23 11,000 170*224 초등교양/인물 3학년 아주 좋은 날

이해력이 쑥쑥 교과서 관용구100 김종상 이예숙 9788998482374 216 2015.02.09 12,000 190*248 초등학습/국어 전학년 아주 좋은 날

이해력이 쑥쑥 교과서 고사성어 사자성어 100 김성준 이예숙 9788998482428 216 2015.04.27 12,000 190*248 초등학습/국어 전학년 아주 좋은 날

이해력이 쑥쑥 교과서 한자말 100 정명숙 이예숙 9788998482688 216 2015.07.06 12,000 190*248 초등학습/국어 전학년 아주 좋은 날

이해력이 쑥쑥 교과서 속담 100 이지연 이예숙 9788998482701 216 2015.09.15 12,000 190*248 초등학습/국어 전학년 아주 좋은 날

난 미련 곰탱이가 아니야! (마음이 쑥쑥 자라는 인성 동화1) 박미진 김영곤 9788998482756 88 2015.09.30 10,000 175*235 초등교양/자기계발 1~2학년 아주 좋은 날

내 잘못이 아니야 (마음이 쑥쑥 자라는 인성 동화2) 김정신 김영곤 9788998482794 84 2015.11.04 10,000 175*235 초등교양/자기계발 1~2학년 아주 좋은 날

네 맘대로는 이제 그만 (마음이 쑥쑥 자라는 인성 동화3) 윤소연 김영곤 9788998482800 84 2015.12.02 10,000 175*235 초등교양/자기계발 1~2학년 아주 좋은 날

남극에서 날아온 펭귄의 모험 (함께 사는 세상 환경 동화1) 유재영 김형근 9788998482824 92 2016.01.08 10,000 175*235 초등문학/창작동화 1~2학년 아주 좋은 날

힘들어도 꼭 해낼거야(마음이 쑥쑥 자라는 인성동화4) 최형미 김주경 9788998482848 88 2016.02.05 10,000 175*235 초등교양/자기계발 1~2학년 아주 좋은 날

엄마도 나만큼 속상해요?(마음이 쑥쑥 자라는 인성동화5) 최형미 이현정 9788998482879 88 2016.04.14 11,000 175*235 초등교양/자기계발 1~2학년 아주 좋은 날

갯벌아 미안해(함께 사는 세상 환경 동화2) 윤소연 이현정 9788998482893 94 2016.05.02 11,000 175*235 초등문학/창작동화 1~2학년 아주 좋은 날

호기심 덩어리 천재 과학자들 댄 그린 데이비드 리틀턴 박여진 9788998482947 80 2016.07.18 14,300 282*210 초등학습/과학 3~4학년 애플트리태일즈

이해력이 쑥쑥 교과서 맞춤법 띄어쓰기 100 한해숙 이예숙 9788998482961 216 2016.07.25 13,000 190*248 초등학습/국어 전학년 아주 좋은 날

에디슨도 부러워활 실험천재 톰 애덤스 토머스 플린덤 배현 9788998482930 20 2016.09.28 18,500 280*260 초등학습/과학 1~3학년 애플트리태일즈

쉿 어른이 되기전에 해봐야할 101가지 로라 도워 브라몰&케이티 박여진 9788998482992 145 2016.10.20 13,500 154*240 초등교양/자기계발 전학년 아주 좋은 날

아슬아슬 신기한 지형 이야기(큰 생각 작은이야기2) 김성준 이현정 9791187743019 187 2016.12.30 12,000 170*224 초등교양/자연 3~4학년 아주 좋은 날

초등생 삐뚤 빼뚤 글씨 고치기 고사성어편 하정주 9791187743033 127 2017.01.26 10,000 210*297 초등학습 전학년 아주 좋은 날

토론왕 아무나 하냐?(큰 생각 작은이야기3) 김성준 김영곤 9791187743095 142 2017.05.25 12,000 170*224 초등교양 3~4학년 아주 좋은 날

호기심 벌레가 꿈틀꿈틀(우리는 모두 특별해1) 바바라 에샴이크고든&칼 고 설윤성 9791187743071 31 2017.04.26 12,000 224*229 초등교양 1~2학년 아주 좋은 날

쉿! 구름머리 방에 놀러와(아주 좋은 그림책1) 문정회 마야 셀리야 9791187743125 30 2017.06.20 12,000 215*242 초등문학/그림책 1~2학년 아주 좋은 날

꼴찌여도 괜찮아(우리는 모두 특별해2) 바바라 에샴이크고든&칼 고 설윤성 9791187743132 31 2017.07.10 12,000 224*229 초등교양 1~2학년 아주 좋은 날

가시뭉치와 뽕뽕 방귀쟁이(아주 좋은 그림책2) 박영옥 조우영 9791187743224 38 2017.09.27 12,000 215*242 초등문학 1~2학년 아주 좋은 날

바다를 꿈꾸는 기형물고기 프린세스(함께 사는 세상 환경 동화3) 최형미 정현진 9791187743248 99 2017.11.15 11,000 175*235 초등교양/환경 1~2학년 아주 좋은 날

내 이름은 플라스틱(함께 사는 세상 환경 동화4) 정명숙 이경국 9791187743255 83 2017.12.15 11,000 175*235 초등교양/환경 1~2학년 아주 좋은 날

책가방을 멘 예똘이 김용삼 김용삼 9791187743323 40 2018.03.27 12,000 225*200 초등문학/창작동화 1~2학년 아주 좋은 날

안녕 꽃님아 김종상 김란희 9791187743330 36 2018.04.05 12,000 215*242 초등문학/그림책 1~2학년 아주 좋은 날

바보 삼이 김용삼 이경국 9791187743378 40 2018.05.14 12,000 215*242 초등문학/그림책 1~2학년 아주 좋은 날

있다! 김현희 김세진 9791187743507 40 2018.08.13 12,000 215*242 초등문학/그림책 1~2학년 아주 좋은 날

아탈란타와 떠나는 그리스 신화 잔니 로다리 마누엘레 루짜 김현주 9791187743637 132 2018.12.03 12,000 170*224 초등문학/고전 5~6학년 아주 좋은 날



오늘도 축구하기 힘든날 - 미세먼지 나쁨( 함께 사는 세상 환경동화 5 ) 김성준 김성영 9791187743361 104 2018.04.25 11,000 175*235 초등교양/환경 3~4학년 아주 좋은 날

강아지도 마음이 있나요? 한해숙 송은선 9791187743491 88 2018.07.18 11,000 175*235 초등교양/자기계발 3~4학년 아주 좋은 날

이해력이 쑥쑥 교과서 역사용어 100 김도연 이용규 9791187743484 2018.07.03 14,000 190*248 초등학습/역사 5~6학년 아주 좋은 날

위대한 모험가들 러스테어 험프리 케빈 워드 박여진 9791187743583 96 2018.12.17 17,000 216*280 초등교양/인물 3~4학년 애플트리태일즈

별빛의 속도 콜린 스튜어트지모 아바디아 박여진 9791187743590 80 2019.01.17 17,000 270*340 초등교양/과학 3~4학년 애플트리태일즈

으스스 된장마을의 비밀 신은영 이경국 9791187743651 128 2019.03.27 12,000 170*224 초등문학 3~4학년 아주 좋은 날

발명왕은 나야 나! 바바라 에샴 마이크고든 김수민 9791187743699 32 2019.05.28 12,000 230*236 초등교양 1~2학년 아주 좋은 날

이해력이 쑥쑥 교과서 사회 경제용어 100 조시영 이경국 9791187743705 216 2019.07.12 14,000 190*248 초등학습/사회경제 전학년 아주 좋은 날

우주의 언어 콜린 스튜어트지모 아바디아 오동원 9791187743682 80 2019.07.23 17,000 270*340 초등교양/과학 3학년~4학년 애플트리태일즈

우리의 지구-행성 루스 시몬스 봄보랜드 박여진 9791187743729 28 2020.01.06 21,000 225*330 초등교양/과학 초등저학년 애플트리태일즈

알바는 100살 라라 호손 라라 호손 박여진 9791187743736 32 2020.02.03 12,000 216*280 초등문학/그림책 초등저학년 애플트리태일즈

딩동!식품은행 입니다 최진우 김태란 9791187743798 100 2020.03.10 12,000 170*224 초등문학/창작동화 3학년~4학년 아주 좋은 날

손을 왜 씻어야 돼요? (우리 모두 함께 좋은습관 1) 김정윤 김성영 9791187743828 44 2020.05.14 13,000 215*242 초등교양/그림책 1학년~2학년 아주 좋은 날

내 동생 오는 날 문정회 문정회 9791187743866 40 2020.08.17 13,000 215*242 초등교양/그림책 1학년~2학년 아주 좋은 날

물대장 오진한 정진 김성영 9791187743873 112 2020.09.09 12,000 175*235 초등문학 3학년~4학년 아주 좋은 날

꿀꿀바와 수상한 택배 엄예현 이경국 9791187743880 128 2020.10.29 12,000 175*235 초등문학 3학년~4학년 아주 좋은 날

백구야,너를 믿고 다려 봐! 최진우 김태란 9791187743897 124 2020.11.27 12,000 175*235 초등문학 3학년~4학년 아주 좋은 날

왜 기다려야 돼요? (우리 모두 함께 좋은습관 2) 김정윤 김영곤 9791187743811 44 2020.12.30 13000 215*242 초등교양/그림책 1학년~2학년 아주 좋은 날

청소년 ( 13세 ~ 이상 )

도서명 저자 그림 번역 ISBN 페이지 출간일 정가 판형 분야 구분 출판사

고미담 고미답 - 가정소설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고전 새로 읽기1)
엄예현 김용현 9791187743767 136 2019.11.15 13,000 170*224 청소년문학/고전 중1~2학년 아주 좋은 날

고미담 고미답 - 우화소설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고전 새로 읽기2)
박윤경 김태란 9791187743774 136 2019.12.19 13,000 170*224 청소년문학/고전 중1~2학년 아주 좋은 날

고미담 고미답 - 설화와 신화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고전 새로 읽기3)
정진 김주경 9791187743781 132 2020.01.16 13,000 170*224 청소년문학/고전 중1~2학년 아주 좋은 날

고미담 고미답 - 호걸소설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고전 새로 읽기4)
정진 김주경 9791187743804 139 2020.03.30 13,000 170*224 청소년문학/고전 중1~2학년 아주 좋은 날

고미담 고미답 - 풍자소설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고전 새로 읽기5)
박윤경 김태란 9791187743842 126 2020.06.29 13,000 170*224 청소년문학/고전 중1~3학년 아주 좋은 날

고미담 고미답 - 애정소설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 고전 새로 읽기6)
엄예현 김주경 9791187743859 134 2020.07.23 13,000 170*224 청소년문학/고전 중1~3학년 아주 좋은 날

자녀교육서 ( 부모 , 교사 )

도서명 저자 그림 번역 ISBN 페이지 출간일 정가 판형 분야 구분 출판사

내 아이의 자신감 자존감 허영림 9788998482442 232 2015.06.15 13,500 170*224 자녀교육서 부모/교사용 아주 좋은 날



좀 더 설레고 좀 더 소중하게 박미진 9788998482855 268 2016.03.08 15,500 170*214 태교동화 부모 아주 좋은 날

집중력을 키우는 엄마의 말 한마디(절판) 도야마 시게히코 장민주 9788998482862 187 2016.03.29 13,500 170*224 자녀교육서 부모 아주 좋은 날

초등 전에 키우는 내 아이의 가능성 전병호 9788998482916 200 2016.05.31 13,500 170*224 자녀교육서 부모 아주 좋은 날

내 아이 고집 이기는 대화법 박혜원 9791187743002 252 2016.12.02 13,800 170*224 자녀교육서 부모 아주 좋은 날

내 아이의 행복할 권리 허영림 9791187743040 202 2017.02.22 13,800 170*224 자녀교육서 부모 아주 좋은 날

초등생 이해력의 비밀(절판) 울초등상담연구회 9791187743057 224 2017.04.19 13,500 170*224 자녀교육서 부모 아주 좋은 날

일등 아이의 특별한 엄마 이명주 9791187743156 233 2017.08.07 13,500 170*224 자녀교육서 부모 아주 좋은 날

인공지능 시대에 아이 마음 읽기 허영림 9791187743576 2018.11.26 14,000 170*224 자녀교육서 부모 아주 좋은 날

워킹맘의 아이들 시간관리(개정판) 박미진 9791187743743 210 2019.09.16 13,500 170*224 자녀교육서 부모 아주 좋은 날

질문 육아 처방전 정명숙 9791187743910 228 2021.01.15 13500 170*224 자녀교육서 부모 아주 좋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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