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짧은 책 소개

새, 비행기, 구름, 바람,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또 무엇이 거기 있을
까?

지은이

김장성 글,
우영 그림

<하늘에>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
면서 같은 모든 아이들
의 이야기
진경과 진주

<멋진 닭이 될
거야!>

관습, 제도, 기만과 유
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간 유쾌
한 신부의 이야기

오소리

<노를 든 신부>

비가 온다. 우산도, 올
사람도 없다.
하지만, 그러면 어때!
달리면 되지.

박현주

<이까짓 거!>

남원, 공주, 안성, 철원,
원산, 나진...장터 찾아
떠나는 봄이와 할아버
지의 평화로운 한반도
여행

이억배

<봄이의 여행>

결코 멈추지 않는 우리
의 달리기, 모두가 일
등인 우리의 달리기!

<달리기>

나혜

교과연계 / 참고 사항

서지사항/참고사항

책값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국어 5~6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 3-1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국어 3-2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사회 4-2 1.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양장 32쪽｜205*264mm
도덕 4-2 4. 힘과 마음을 모아서
ISBN 978-89-98751-46-3
사회 5-1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도덕 5-2 6. 인권을 존중하며 함께 사는 우리
사회 6-1 1.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도덕 6-2 4. 공정한 생활
미술 5~6 체험(자신과 대상), 표현(소재와 주제)

13000원

국어 1-1 7. 생각을 나타내요
국어 1-1 8. 소리 내어 또박또박 읽어요
봄 1-1 1. 학교에 가면
국어 1-2 5.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요
봄 2-1 1. 알쏭달쏭 나
국어 2-2 10. 칭찬하는 말을 주고받아요
국어 3-2 2. 중심 생각을 찾아요

12000원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국어 5~6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 4-1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도덕 4-1 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국어 4-2 4. 이야기 속 세상
사회 4-2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도덕 4-2 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
사회 5-1 2.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도덕 5-1 1. 바르고 떳떳하게
국어 5-2 6.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국어 6-1 1. 비유하는 표현
국어 6-1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도덕 6-1 1.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국어 6-2 1. 작품 속 인물과 나
미술 5~6 체험(이미지와 의미), 표현(발상 방법)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여름 1-1 2. 여름 나라
국어 1-2 1.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국어 1-2 5.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요
국어 1-2 9. 겪은 일을 글로 써요
국어 2-1 6. 차례대로 말해요
국어 2-1 8. 마음을 짐작해요
국어 2-2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도덕 3-1 2.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생활
국어 3-2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국어 3-2 3.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국어 3-2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국어 4-1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국어 4-1 5. 내가 만든 이야기
미술 3~4 표현(조형 요소)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국어 3-1 10. 문학의 향기
국어 3-2 3.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국어 4-2 4. 이야기 속 세상
도덕 4-2 5. 하나 되는 우리
국어 5-1 7. 기행문을 써요
사회 5-2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사회 6-2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도덕 6-2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미술 5~6 체험(이미지와 의미), 감상(작품과 배경)
국어 1-1 7. 생각을 나타내요
봄 2-1 1. 알쏭달쏭 나
국어 2-2 1. 장면을 떠올리며
국어 2-2 7.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요
도덕 3-1 2.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생활
국어 3-2 2. 중심 생각을 찾아요
국어 5-1 2. 작품을 감상해요
도덕 5-1 3. 긍정적인 생활
국어 5-2 5. 여러 가지 매체 자료
미술 3~4 표현(상상과 관찰, 조형 요소)
미술 5~6 체험(이미지와 의미)
체육 3~4 도전(끈기, 자신감)
체육 5~6 도전(적극성)
체육 3~4 표현(움직임 표현의 의미)

양장 48쪽｜212*205mm
ISBN 978-89-98751-45-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우
수출판콘텐츠

양장 32쪽｜210*293mm
ISBN 978-89-98751-44-9
15000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도서
선정작

양장44쪽｜207*224mm
ISBN 978-89-98751-43-2
13000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도서
선정작

양장 32쪽｜275*224mm
ISBN 978-89-98751-42-5

15000원

세종도서 선정작

양장 48쪽｜246*215mm
ISBN 978-89-98751-41-8

14000원

이 멋진 할매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시라!

정희선

<막두>

녹두밭을 둘러싼 영감
님과 토끼들의 한바탕
꾀다툼, 묘하게 신명나
는 탈놀이 굿판!

강미애

<녹두영감과 토끼>

눈 오는 날, 어린 오누
이의 겨울나들이에서
만난, 이토록 다정한
토끼 이야기!

윤순정

<눈 오는 날, 토끼를
만났어요>

저어새가 칫솔을 물고
도시로 날아간 까닭은?

<저어새는 왜?>

김대규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국어 5~6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 3-1 5.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국어 3-1 9. 어떤 내용일까
도덕 3-1 2.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생활
국어 3-2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국어 4-1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국어 4-2 4. 이야기 속 세상
국어 4-2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국어 5-1 2. 작품을 감상해요
국어 5-1 10. 주인공이 되어
도덕 5-1 3. 긍정적인 생활
국어 5-2 7.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사회 5-2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국어 6-1 2. 이야기를 간추려요
국어 6-1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국어 6-2 1. 작품 속 인물과 나
도덕 6-2 5. 우리가 꿈꾸는 통일 한국
미술 5~6 체험(이미지와 의미), 감상(작품과 배경)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국어 5~6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 1-2 2.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내요
국어 1-2 5.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요
국어 1-2 10.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상상해요
겨울 1-2 1. 여기는 우리나라
국어 2-2 3. 말의 재미를 찾아서
국어 2-2 7.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요
국어 2-2 11. 실감 나게 표현해요
국어 3-1 1. 재미가 톡톡톡
사회 3-1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국어 3-2 1. 작품을 보고 느낌을 나누어요
국어 3-2 9. 작품 속 인물이 되어
사회 3-2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국어 4-2 4. 이야기 속 세상
국어 5-2 [연극] 함께 연극을 즐겨요
국어 6-1 [연극] 함께 연극을 즐겨요
국어 6-2 [연극] 함께 연극을 즐겨요
미술 3~4 체험(미술과 생활)
음악 3~4 감상(상황이나 이야기 등을 표현한 음악)
음악 3~4 생활화(음악과 놀이, 생활 속의 국악)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국어 1-2 3. 문장으로 표현해요
겨울 1-2 2. 우리의 겨울
국어 2-1 1. 장면을 떠올리며
국어 2-1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국어 2-1 7.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요
국어 2-2 11. 실감 나게 표현해요
겨울 2-2 2. 겨울 탐정대의 친구 찾기
도덕 3-1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국어 3-2 4. 감동을 나타내요
미술 3~4 표현(상상과 관찰)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국어 1-1 8. 소리 내어 또박또박 읽어요
국어 1-2 3. 문장으로 표현해요
국어 1-2 5.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요
국어 1-2 7.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름 2-1 2. 초록이의 여름 여행
겨울 2-2 2. 겨울 탐정대의 친구 찾기
국어 2-2 1. 장면을 떠올리며
국어 3-1 5.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국어 3-1 8. 의견이 있어요
국어 3-2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사회 4-1 3. 지역의 공공기관과 주민 참여
사회 4-2 1.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과학 5-2 2. 생물과 환경
미술 3~4 감상(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양장 40쪽｜220*286mm
ISBN 978-89-98751-39-5

16000원

세종도서 선정작

양장44쪽｜255*231mm
ISBN 978-89-98751-38-8
16500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우
수출판콘텐츠

양장 36쪽｜255*230mm
ISBN 978-89-98751-37-1
14500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우
수출판콘텐츠

양장 36쪽｜186*260mm
ISBN 978-89-98751-36-4
13500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우
수출판콘텐츠

돌아갈 수 없는 도시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김민지

<나의 둔촌 아파트>

옹이박인 손들이 들려
주는 곰삭은 인생

<손이 들려준
이야기들>

상상을 자극하는 기상
천외한 집과 사람들,
이상한 집들이 모여사
는 재미난 마을을 만나
보세요!

최승훈 그림,
김혜원 글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국어 5~6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 3-1 6. 일이 일어난 까닭
국어 3-1 10. 문학의 향기
도덕 3-1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국어 3-2 4. 감동을 나타내요
국어 3-2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국어 4-1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국어 4-1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국어 5-1 10. 주인공이 되어
국어 5-2 4. 겪은 일을 써요
국어 6-1 6. 내용을 추론해요
국어 6-2 1. 작품 속 인물과 나
미술 5~6 체험(이미지와 의미), 감상(작품과 배경)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국어 5~6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사회 3-2 3. 가족의 형태와 역할 변화
국어 4-1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국어 4-1 3. 느낌을 살려 말해요
도덕 4-1 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국어 4-2 2.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
국어 4-2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사회 4-2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국어 5-1 9.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국어 5-2 1. 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
국어 6-1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국어 6-2 1. 작품 속 인물과 나
미술 3~4 표현(상상과 관찰, 표현재료와 용구)
미술 5~6 표현(발상 방법, 표현 방법)

이지현

여름 2-1 1. 이런 집 저런 집
미술 3~4 표현(다양한 주제, 상상과 관찰)

문인혜

국어 5~6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 5-1 10. 주인공이 되어
국어 6-1 1. 비유하는 표현
사회 6-1 2.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국어 6-2 1. 작품 속 인물과 나
도덕 6-2 4. 공정한 생활
실과 5~6 기술시스템(일과 직업의 세계)

양장 48쪽｜188*260mm
ISBN 978-89-98751-35-7 |
16000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우
수출판콘텐츠

양장 48쪽｜242*230mm
ISBN 978-89-98751-34-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우
수출판콘텐츠
부산인디고서점 청소년이 뽑은 올
해의 책

양장 48쪽｜205*255mm
ISBN 978-89-98751-32-6

15000원

13500원

<이상한 집>

불안한 시대, 우리모두
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
일까요?

<선아>

수박 한 덩이에 담긴
한 시절의 이야기

<수박이 먹고
싶으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
나요?

<아빠 얼굴>

김장성 글,
유리 그림

황K

국어 5~6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 4-1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국어 4-1 5. 내가 만든 이야기
국어 4-2 4. 이야기 속 세상
국어 4-2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국어 5-1 2. 작품을 감상해요
국어 5-1 4. 글쓰기의 과정
국어 5-1 9.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국어 5-2 7.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국어 6-1 2. 이야기를 간추려요
국어 6-2 5. 글에 담긴 생각과 비교해요
실과 5~6 기술 활용(친환경 미래농업)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여름 1-1 1. 우리는 가족입니다
국어 1-2 5.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요
국어 1-2 9. 겪은 일을 글로 써요
국어 2-1 2. 자신 있게 말해요
국어 2-1 7. 친구들에게 알려요
국어 2-1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여름 2-1 1. 이런 집 저런 집
국어 2-2 1. 장면을 떠올리며
국어 2-2 6. 자세하게 소개해요
국어 3-1 1. 재미가 톡톡톡
도덕 3-1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반양장 48쪽｜195*254mm
ISBN 978-89-98751-28-9
13000원
영국 일러스트레이션협회 선정 올
해의 그림책

양장 48쪽｜215*260mm
ISBN 978-89-98751-23-4
북스타트 선정작 / 한국출판문화산
업진흥원 선정 '읽을만한 책' / 2018
올해의 환경책 / 문화예술위원회 문
학나눔 선정작
타이완, 캄보디아, 베트남 번역출판

양장 36쪽 | 210*275mm
ISBN 978-89-98751-22-7
세종도서 선정작 / 북스타트 선정작

16500원

12000원

진짜로 중요한 것은 무
엇일까?

조원희

<중요한 문제>

굳게 닫힌 문 저편에
무엇이 있을까?

이지현

국어 1-1 7. 생각을 나타내요
가을 1-2 1. 내 이웃 이야기
가을 2-2 1. 동네 한 바퀴
도덕 3-1 1. 나와 너, 우리 함께
국어 4-1 5. 내가 만든 이야기
도덕 4-2 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
미술 3~4 표현(상상과 관찰)
미술 5~6 감상(작품의 내용과 형식)

송경화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가을 1-2 1. 내 이웃 이야기
국어 2-1 6. 차례대로 말해요
국어 2-2 2. 인상 깊었던 일을 써요
국어 2-2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국어 2-2 7.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요
가을 2-2 1. 동네 한 바퀴
국어 3-1 1. 재미가 톡톡톡
국어 3-2 3.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요
국어 4-1 10.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문>

오해가 풀리고 상처가
아물려면? 멍멍이 춘
심이와 아이가 맺은 우
정 이야기

<옆집 춘심이>

고립된 섬과 섬을 잇는
어린 마음들의 대화

박현주

<비밀이야>

누구도 우리의 여행을
막을 수 없다! 좀비 같
은 조랑말과 함께하는
파란만장 여행기

홍그림

<조랑말과 나 >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
낸, 아픈 이들에게 전
하는 위로의 달빛

전주영

<노란 달이 뜰 거야>

자연의 축복과 사람의
정성을 담은 우리 음식
이야기

<바람의 맛>

국어 5~6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 4-1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국어 4-2 4. 이야기 속 세상
국어 5-1 2. 작품을 감상해요
국어 5-1 10. 주인공이 되어
도덕 5-1 3. 긍정적인 생활
국어 6-1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도덕 6-1 1.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국어 6-2 1. 작품 속 인물과 나

김유경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여름 1-1 1. 우리는 가족입니다
국어 1-2 1.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국어 1-2 3. 문장으로 표현해요
국어 1-2 10. 인물의 말과 행동을 상상해요
국어 2-1 8. 마음을 짐작해요
여름 2-1 1. 이런 집 저런 집
국어 2-2 1. 장면을 떠올리며
국어 2-2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국어 3-1 1. 재미가 톡톡톡
도덕 3-1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국어 3-2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국어 4-1 3. 느낌을 살려 말해요
미술 3~4 표현(상상과 관찰)

국어 2-1 4. 말놀이를 해요
봄 2-1 1. 알쏭달쏭 나
국어 2-2 7.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요
도덕 3-1 2.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생활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여름 1-1 1.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름 2-1 1. 이런 집 저런 집
국어 2-2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국어 4-1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국어 6-1 1. 비유하는 표현
미술 3~4 표현(다양한 주제)
미술 3~4 감상(작품에 대한 느낌과 생각)

가을 1-2 2. 현규의 추석
겨울 1-2 1. 여기는 우리나라
가을 2-2 2. 가을아 어디 있니
국어 3-1 7. 반갑다, 국어사전
사회 3-2 1.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과학 4-1 5. 혼합물의 분리
국어 5-1 9.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실과 5~6 가정생활과 안전(식재료의 특성과 음식의 맛)

반양장 48쪽｜195*270mm
ISBN 978-89-98751-21-0
12000원
세종도서 선정작 / 볼로냐도서전 올
해의 일러스트레이션 선정작

양장 48쪽｜225*302mm
ISBN 978-89-98751-20-3
북스타트 선정작
미국, 이탈리아, 그리스, 중국, 프랑
스, 스웨덴 번역출판

16000원

양장 32쪽｜220*240mm
ISBN 978-89-98751-19-7
10000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우수출
판콘텐츠

양장 36쪽｜215*226mm
ISBN 978-89-98751-18-0
11000원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우수출
판콘텐츠
프랑스, 대만 번역출판

양장 44쪽｜200*220mm
ISBN 978-89-98751-17-3

12000원

북스타트 선정작

양장 32쪽｜190*255mm
ISBN 978-89-98751-15-9
10000원
세종도서 선정작
북스타트 선정작

양장 44쪽｜245*310mm
ISBN 978-89-98751-14-2
14500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선정 우
수출판콘텐츠

저게 저절로 붉어졌을
리 있을까?

장석주 시,
유리 그림

<대추 한 알>

호랑이도 탄복한 정성
이야기

백성민 그림,
김장성 글

<호랑이와 효자>

두근두근, 꽃 피는 봄
날의 인연 만들기

천유주

<팔랑팔랑>

누군가에겐 그냥 이상
한 꿈이겠지만 누군가
에겐 지독한 현실인 이
야기

<책 만드는 책, 책책>

국어 1-1 5. 다정하게 인사해요
봄 1-1 2. 도란도란 봄 동산
국어 1-2 2.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내요
가을 1-2 1. 내 이웃 이야기
봄 2-1 2. 봄이 오면
도덕 3-1 1. 나와 너, 우리 함께
미술 3~4 체험(대상의 탐색)
미술 3~4 표현(상상과 관찰)

조원희

유지연

국어 5~6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 3-1 10. 문학의 향기
국어 4-2 4. 이야기 속 세상
국어 6-1 6. 내용을 추론해요
국어 6-1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국어 6-2 1. 작품 속 인물과 나
실과 5~6 인간발달과 가족(나와 가족의 관계)

<엄마의 초상화>

나만의 책을 만들어 보
자. 모두가 함게하는
책 만들기 교과서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국어 5~6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국어 3-1 10. 문학의 향기
사회 3-1 2.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
도덕 3-1 2.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생활
사회 3-2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사회 3-2 3. 가족의 형태와 역할 변화
국어 4-1 2. 내용을 간추려요
국어 4-2 4. 이야기 속 세상
사회 4-2 3. 사회 변화와 문화의 다양성
사회 5-2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국어 6-1 8. 인물의 삶을 찾아서
국어 6-2 1. 작품 속 인물과 나
실과 5~6 인간발달과 가족(나와 가족의 관계)
미술 5~6 감상(작품의 내용과 형식)

과학 3-1 1. 동물의 한살이
도덕 3-2 6.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국어 4-1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국어 4-1 4. 일에 대한 의견
국어 4-1 8. 이런 제안 어때요
국어 4-2 8. 생각하며 읽어요
사회 4-2 1.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국어 5-1 5. 글쓴이의 주장
국어 5-1 6. 토의하여 해결해요
과학 5-1 5.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국어 5-2 6.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과학 5-2 2. 생물과 환경
국어 6-1 6. 내용을 추론해요
사회 6-1 2.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국어 6-2 3.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미술 5~6 표현(소재와 주제, 발상 방법)
미술 5~6 감상(작품의 내용과 형식)

<이빨 사냥꾼>

엄마는 그냥 엄마이기
만 할까? 우리가 모르
는, 엄마라는 이름 뒤
에 가려진 ○○○씨의
이야기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국어 5~6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과학 4-1 3. 식물의 한살이
국어 4-2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국어 5-1 2. 작품을 감상해요
국어 6-1 1. 비유하는 표현
미술 5~6 체험(이미지와 의미)

소피 베니니
피에트로마치

국어 1-2 1.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국어 3-1 9. 어떤 내용일까
국어 4-2 4. 이야기 속 세상
국어 5-1 4. 글쓰기의 과정
국어 5-2 5. 여러 가지 매체 자료
미술 3~4 표현(표현 재료와 용구)
미술 5~6 표현(소재와 주제, 표현 방법, 제작 발표)

양장 32쪽｜245*240mm
ISBN 978-89-98751-13-5
12000원
한국출판문화상 수상작
북스타트 선정작

양장 32쪽｜250*250mm
ISBN 978-89-98751-12-8

12000원

북스타트 선정작

양장 36쪽｜220*250mm
ISBN 978-89-98751-11-1
12000원
북스타트 선정작
영국, 스페인 번역출판

양장 36쪽｜221*295mm
ISBN 978-89-98751-10-4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
북스타트 선정작
프랑스, 스페인, 타이완 번역출판

13000원

양장 32쪽｜225*297mm
ISBN 978-89-98751-09-8
12000원
세종도서 선정작
타이완 번역출판

양장 132쪽｜175*256mm
ISBN 978-89-98751-08-1
17500원
곰곰이, 기획회의, 아침독서 추천도
서

언제든 어디서든, 누가
뭐래든

김장성 글,
오현경 그림

<민들레는 민들레>

엄마 아빠, 우리 마음
을 알아 주세요!

박현주

<나 때문에>

아이들의 손끝으로 불
러온 옛 도자기들

<이야기가 담긴
도자기>

우리는 다른 생명을 어
떻게 대해야 할까?

윤진초

유리 지음,
김장성 글

<돼지 이야기>

봄 1-1 2. 도란도란 봄 동산
국어 1-2 5.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요
국어 2-1 1. 시를 즐겨요
봄 2-1 2. 봄이 오면
국어 3-1 1. 재미가 톡톡톡
과학 4-1 3. 식물의 한 살이
도덕 4-1 3.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
미술 3~4 체험(대상의 탐색)
국어 3~4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어요
여름 1-1 1. 우리는 가족입니다
국어 1-2 7. 무엇이 중요할까요
국어 1-2 9. 겪은 일을 글로 써요
국어 2-1 3. 마음을 나누어요
국어 2-1 6. 차례대로 말해요
여름 2-1 1. 이런 집 저런 집
국어 2-2 2. 인상 깊었던 일을 써요
국어 2-2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국어 2-2 7. 일이 일어난 차례를 살펴요
국어 3-1 6. 일이 일어난 까닭
도덕 3-1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미술 3~4 표현(상상과 관찰)

1-1 입학 초기 적응활동(색칠하기)
겨울 1-2 1. 여기는 우리나라
사회 5-2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미술 3~4 표현(조형 요소)
미술 5~6 감상(작품과 배경)

국어 5~6 [독서]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과학 3-1 1. 동물의 한살이
도덕 3-2 6.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국어 4-1 1.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
국어 4-1 4. 일에 대한 의견
국어 4-1 8. 이런 제안 어때요
국어 4-2 8. 생각하며 읽어요
사회 4-2 1.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국어 5-1 5. 글쓴이의 주장
국어 5-1 6. 토의하여 해결해요
과학 5-1 5.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국어 5-2 6. 타당성을 생각하며 토론해요
과학 5-2 2. 생물과 환경
국어 6-1 6. 내용을 추론해요
사회 6-1 2.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국어 6-2 3. 타당한 근거로 글을 써요
실과 5~6 기술 시스템(동물 돌보기)
미술 5~6 감상(작품의 내용과 형식)

양장 32쪽｜220*190mm
ISBN 978-89-98751-07-4
볼로냐 라가치상 수상작, 세종도서
선정작, 북스타트 선정작
스페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번
역출판

양장 32쪽｜213*227mm
ISBN 978-89-98751-06-7

10000원

10000원

세종도서 선정작

28쪽｜250*350mm
ISBN 978-89-98751-05-0
8000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스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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