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신청자
개인/단

체
행사명 개최지역 참여주체 구분

45 강정규(차율이) 개인 이야기는 춤이 되고 몸짓이 되고 서울 작가 동인(서울 동작구)

12
고전낭독모임

(김나월)
단체

향파 이주홍과 어린이-근대 아동

문학의 선구자 '이주홍' 문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부산 문학관(부산 동래구)

37 그레타책방(김민지) 단체
어린이를 위한 D,L,E 인형극-방

정환을 찾아라!
대구시 전문책방(대구시 북구)

62 극단 상상이상(오연주) 단체
어린이 선포의 날 퍼레이드 오늘

도 어린이날
인천 작가 동인(인천시 중구)

53 금천문화재단(김두성) 단체 100명의 어린이와 방정환 서울 도서관(서울 금천구)

56 김은미 개인
어린이들의 창의적 과정 드라마

<우리, 나무>
인천 작가 동인(인천 남동구)

48 김현진 개인 집게네 네 형제 경기 작가 동인(경기 안양시)

49
꿈꾸는 고래도서관

(박순모)
단체 콩닥콩닥 동시나라 울산 도서관(울산시 남구)

39 다문초등학교(김혜련) 단체
100번째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

님을 만나요
경기 도서관(경기도 양평)

68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박순선) 단체 이야기 한마당 서울 도서관(서울 은평구)

50 더불어숲작은도서관(이귀연) 단체 마을도서관에서 자라는 우리들 울산 도서관(울산 동구)

58 도봉문화재단 무수골도서관(금준규) 단체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문학의

날
서울 도서관(서울 도봉구)

74
도서관을 사랑하는책마루동무들(김경

희)
단체 어린이 넌 누구니? 전북 도서관(전북 전주시)

11 따오기아동문화진흥회(김윤환) 단체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아동문

학 작가를 꿈꾸는 모든 이를 위

한 "한국 아동문학 3인 3색 톡톡

콘서트"

경기 도서관(경기 시흥시)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문학 주간 <아동문학스테이지> 프로그램 제안 공모 선정 발표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사)한국아동문학인협회

협력: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46 문화예술교육공동체(추말숙) 단체
말랑이 할머니의 이야기극장 "윗

도리"
광주시

작가 동인

(광주시 북구)

20 박현주 개인
방정환 문학, 학교도서관에서 꽃

피우다
경기 작가 동인(경기 의정부시)

59
버들눈도서관

(책마을 해리, 이영남)
단체

어린이가 앞으로 살 100년, 건강

한 세상을 만드는 비치코밍 책만

들기

전북 도서관(전북 고창군)

21 성성푸른도서관(박민주) 단체

어린이날 100회 기념 도서관 큰

잔치-북(book)을 두드리면 열리

는 이야기세상

충남 도서관(충남 천안시)

32
세린문학회

(문선희)
단체

신난다! 울산에 오신 방정환 선

생 만나러 가자!
울산시 작가 동인(울산 중구)

14
소년만년

(안미란)
단체

잔물결에서 큰 파도로! 방정환

탐구생활
부산 작가 동인(부산 북구)

16 숲속동화마을도서관(함영연) 개인 동화로 만나는 푸른 어린이 세상 인천 작가 동인(인천 남동구)

70 신새별 개인
과천 장수철 동요 노래비를 찾아

서
경기 작가 동인(경기 과천시)

51
신현득동시교실

(정선혜)
단체

신현득 동시 할아버지와 어린이

날 동시 잔치
경기 작가 동인(경기 광명시)

69 아차산아래작은도서관놀자(이지인) 단체 영상기록 '어린이': 내가 주인공 서울 도서관(서울 광진구)

5 안면도 소나무문학의집(문영숙) 단체
가족과 함께 하는 논두렁 밭두렁

시 보물찾기
충남 문학관(충남 태안군)

18 안성시공도도서관 단체
가족이 함께 즐기는 방정환의 이

야기마당극 또두락 노래주머니
경기 도서관(경기 안성시)

42 양정화 개인
동화작가와 함꼐 하는 재밌는 신

화, 동화여행
서울 작가 동인(서울 도봉구)

60
여우네도서관

(김명희)
단체 여기에 어린이가 있어요 충남

도서관

(충남 서천군)

29 이오자 개인
동시에 동시 접속! 동시로 노는

101가지 방법
서울 작가 동인(서울 성북구)

10
이원수문학관

(김일태)
단체 동시 동화 놀이터로 오세요 창원시 문학관(경남 창원시)



23
일산도서관

(박미숙)
단체

어린이극장-지하철을 타고서 북

극성을 찾아라
경기 도서관(경기 고양시)

67 임경희(경기 수원) 개인 동요와 그림책을 잇다 전남
작가 동인

(전남 강진군)

22 장수명 개인
그림책에 숨을 더하다(어린이날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제주도 작가 동인(제주 서귀포시)

26 전은희 개인
방정환의 나비의 꿈과 함께 하는

5월
전주 전문책방(전주 완산구)

57 조은이책(조은희) 단체 세대를 잇는 릴레이 동시쓰기 서울 전문책방(서울 마포구)

73 참새방앗간 작은도서관(홍은미) 단체 빛나는 모래 이야기 경기 도서관(경기 시흥시)

8
책과아이들

(강정아)
단체

방정환의 '노래주머니 옛이야기

판
부산 전문책방(부산 연제구)

72 터득골북샵(유화양) 단체
그림책 오냐나무 꼭두인형극 공

연
강원 작가 동인(강원도 원주시)

4 토함산아래 작은도서관(김용진) 단체 방정환의 일생을 랩으로 경북 도서관(경주시)

66
하소아동복지관 내보물1호도서관

(백영숙)
단체

어린이날 책잔치 방정환 선생님

이 오신다
충북 도서관(충북 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