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서  명 저 자 출판사 청구기호 자료실 대상

1 그림책 상상 그림책 여행 천상현 안그라픽스 029.5 2014-1 일반자료실1 부모

2 그림책 365 학교도서관저널그림책
365선정위원회 편 학교도서관저널 029.5 2012-1 보존서고1 부모

3 그림책, 영화를 만나다 김영욱 지음 교보문고 029.1 2012-35 일반자료실1 부모

4 그림책, 세계의 작가들 시공주니어 편집부 엮음 시공사 029.5 2013-1 일반자료실1 부모

5 그림책, 한국의 작가들 김지은 시공사 809.9 2013-1 일반자료실2 부모

6 그림책의 모든 것 마틴 솔즈베리 Sigongart 657.7 2012-2 일반자료실2 부모

7 어린이와 그림책 마쓰이 다다시 지음 샘터사 598.48 2012-10 일반자료실2 부모

8 이수지의 그림책 이수지 지음 비룡소 657.7 2013-2 일반자료실2 부모

9 그림책의 세계 신명호 계몽사 657.7 2014-1 일반자료실2 부모

10 그림책의 힘
가와이 하야오,마츠이 
다다시,야나기다 구니
오 공저

마고북스 구입 진행중 부모

11 괜찮아 최숙희 글·그림 웅진주니어 C 375.1 2012-19 3 일반자료실1 아이

12 이야기 주머니 이야기 이억배 글 보림 C 388.311 2012-28 일반자료실1 아이

13 고라니 텃밭 김병하 글·그림 사계절 C 808.9 2012-12 45 일반자료실1 아이

14 파도야 놀자 이수지 지음 비룡소 C 808.9 2012-2 204 일반자료실1 아이

15 눈물바다 서현 글·그림 사계절 C 808.9 2013-12 31 일반자료실1 아이

16 바가지꽃 정하섭 글 웅진주니어 C 808.91 2012-4 13 일반자료실1 아이

17 세상에서 가장 큰 케이크 안영은 김영사 C 808.91 2014-22 1 일반자료실1 아이

18 넉점반 윤석중 시 창비 C 811.8 2012-18 일반자료실1 아이

19 준치가시 백석 시 창비 C 811.8 2012-20 일반자료실1 아이

20 시리동동 거미동동 권윤덕 그림 창비 C 811.8 2012-22 일반자료실1 아이

21 깜박깜박 도깨비 권문희 글. 그림 사계절 C 813.5 2014-4 일반자료실1 아이

22 진정한 일곱 살 허은미 글 양철북 C 813.7 2012-15 일반자료실1 아이

23 아카시아 파마 이춘희 글 이퍼블릭 C 813.7 2012-6 10 일반자료실1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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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들레는 민들레 김장성 이야기꽃 C 813.7 2014-12 일반자료실1 아이

25 위를 봐요! 정진호 은나팔 C 813.7 2014-35 일반자료실1 아이

26 나의 작은  인형 상자
(My Little Doll's House) 정유미 컬쳐플랫폼 F 813.7 2015-1 세계자료실 아이

27 빨간 끈으로 머리를 묶은 사자 남주현 글·그림 길벗어린이 C 813.8 2012-136 일반자료실1 아이

28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글.그림 시공주니어 C 813.8 2012-199 일반자료실1 아이

29 (마음을 지켜라!) 뿅가맨 윤지회 글·그림 보림 C 813.8 2012-237 일반자료실1 아이

30 은행나무처럼 김소연 글 마루벌 C 813.8 2012-249 일반자료실1 아이

31 똥벼락 김회경 글 사계절 C 813.8 2012-276 일반자료실1 아이

32 야, 비 온다 이상교 글 보림 C 813.8 2012-283 일반자료실1 아이

33 비가 오는 날에… 이혜리 지음 보림 C 813.8 2012-287 일반자료실1 아이

34 라이카는 말했다 이민희 글.그림 느림보 C 813.8 2012-290 일반자료실1 아이

35 도대체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호백 글.그림 재미마주 C 813.8 2012-293 일반자료실1 아이

36 오소리네 집 꽃밭 권정생 글 길벗어린이 C 813.8 2012-300 2 일반자료실1 아이

37 우리는 벌거숭이 화가 문승연 글 길벗어린이 C 813.8 2012-305 일반자료실1 아이

38 아빠와 아들 고대영 글 길벗어린이 C 813.8 2012-323 일반자료실1 아이

39 행복한 우리 가족 한성옥 지음 문학동네 C 813.8 2012-354 일반자료실1 아이

40 달 샤베트 백희나 글·그림 Storybowl C 813.8 2012-669 일반자료실1 아이

41 지하정원 조선경 지음 보림출판사 C 813.8 2012-94 일반자료실1 아이

42 떼루떼루 박연철 시공주니어 C 813.8 2013-748 38 일반자료실1 아이

43 엄마 마중 이태준 글 보림 C 813.8 2014-16 일반자료실1 아이

44 (오늘의 일기) 학교 가는 날 송언 글 보림 C 813.8 2014-606 일반자료실1 아이

45 담 지경애 반달 C 813.8 2014-79 일반자료실1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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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HIBITION INFO

□ 전시명 : 그림책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으면 좋은 책

□ 일  시 : 2015. 06. 02(화) ~ 06. 28(일)

           09:00~21:00(화~금), 09:00~18:00(토~일)

           ※ 휴관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 장  소 : 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1 전시도서 코너

□ 내  용 : 가족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   

            및 그림책 관련 이론서 45권을 선정하여 해제와 함께 도서전시

2015년 6월 도서전시

그림책을 통한 가족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서울도서관과 그림책도시에서 선정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으면 좋은 그림책 45권을 소개합니다.

그림책 도서전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여, 부모를 위한 

그림책 관련 이론서와 아이를 위한 한국그림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월에는 서울도서관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보는 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