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사회공룡
영역

내 친구 사회공룡
01 유치원 _우리, 유치원 가자!

02 친구 관계 _사이좋게 지내는 법

03 우리 동네 _우리 동네가 좋아요!

04 교통수단 _타고, 타고, 타고!

즐거운
사회생활

| 연계독서가이드 |

이야기 세상

07 공공 규칙 _규칙을 지켜요

08 미디어 _정말 좋은 걸까?

[도레미곰] 18 유치원에 간 악어

[버니의 세계책방] 02 처음 학교에 간 날
[안녕, 마음아] 40 나랑 같이 놀자
4
 5 화해 한 줌

[버니의 세계책방] 18 언제나 친구

27 내가 먼저 고마워

11 생활 안전 _안전을 지켜라!

[버니의 세계책방] 40 아주 특별한 선물

04 산지촌_산골 마을 외갓집에서

05 도시 _ 고래잡이 마을, 도시가 되다
[과학공룡] 35 자동차_달려라 오토!

36 배 _뚝딱뚝딱, 배를 만들자

37 비행기_ 꼬마 조종사 제제

[버니의 세계책방] 32 내 책 어디 있어?

[과학공룡] 38 컴퓨터_ 또또, 컴퓨터가 뭐야?

[과학공룡] 44 날씨 _ 오늘 날씨는 어때?
45 계절 _겨울이 제일 좋아!

[버니의 세계책방] 46 놀이터의 대장 플로스

[안녕, 마음아] 08 쌍코피가 팡

[과학공룡] 25 응급처치_밴드맨 출동!
[수학공룡] 17 위치 알기_까미야, 어디 가?

18 왼쪽 오른쪽_우리 같이 춤출래?
40 길 찾기_티라노를 찾습니다

[과학공룡] 43 숲_숲속을 걸어요
[안녕, 마음아] 33 꿈을 담은 그림

22 신문_나는야 우리 집 신문 기자
23 방송_두근두근 생방송 10초 전
25 통신수단 _더 멀리 더 빠르게

26 정보사회 _황정보 아저씨의 하루
01 계절 _감나무 삼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13 자연재해 _비구름, 비켜!

17 여가생활 _뭘 하고 놀까?

06 지도 _해적 선장의 보물 지도

59 지도 읽기 _선생님의 집을 찾아라
01 계절 _감나무 삼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
38 기업 _수민이의 과자 회사

[술술이 책방] 35 루다 아줌마의 마카롱 가게

40 산업 _사람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요

38 꿈꾸는 구두

15 돈 _돈이 뭐야?

[수학공룡] 37 돈 계산하기_다 있어 자판기

16 가격 _멋진 선물을 살 거야

[수학공룡] 37 돈 계산하기_다 있어 자판기

17 시장_시장에는 다 있어!

[수학공룡] 37 돈 계산하기_다 있어 자판기

18 소비와 저축_ 자전거 사 주세요

11 인구_인구씨, 문제가 뭐예요?

44 법 _법이 생긴 원숭이 마을

54 엉덩이 별에서 온 친구

[술술이 책방] 24 오방매 씨의 스마트폰

06 지도 _해적 선장의 보물 지도

48 공공 기관 _ 소방서가 없으면

[안녕, 마음아] 53 젤리 공장의 까모

[안녕, 마음아] 07 엄마, 이제 그만!

24 교통수단 _바퀴가 굴러 굴러

42 세금_ 도서관은 누가 지었을까?

39 토끼의 독서 클럽

13 숲놀이 _나는 숲이 좋아요

똑똑한
경제생활

03 어촌_바다에 가면 바다만 있을까?

[과학공룡] 35 자동차_달려라 오토!

12 그림지도 _단이의 길 찾기

14 일과 직업 _곰 아저씨, 직업이 뭐예요?

02 농촌_하늘이의 시골 일기

[술술이 책방] 37 루비옹 마을에서 생긴 일

09 날씨와 생활 _이런 날씨에는 무얼 할까?
10 신나는 놀이 _ 놀 준비 됐어?

생활 속 사회탐구

[베베코알라] 37 처음 유치원에 간 날

05 기호와 표지판 _기호로 말해 봐
06 공공 기관 _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

수학공룡 / 과학공룡

35 가격 _이거 얼마예요?
36 소비 _ 로봇을 살 거야

35 가격 _이거 얼마예요?
36 소비 _로봇을 살 거야

34 시장_시끌시끌 시장 구경

43 무역 _세계는 커다란 시장
36 소비 _ 로봇을 살 거야

[안녕, 마음아] 28 모두 다 주세요

41 은행_내 통장이 생겼어요
34 시장_시끌시끌 시장 구경

19 생산과 유통_우리가 어디서 왔게?

37 생산 _연필이 만들어지기까지

40 산업 _사람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요
02 농촌_하늘이의 시골 일기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20 우리 지리 _신나는 우리 땅 여행

[과학공룡] 46 지구_크레삐, 지구가 궁금해?

03 어촌_바다에 가면 바다만 있을까?
04 산지촌_산골 마을 외갓집에서

05 도시 _ 고래잡이 마을, 도시가 되다

07 우리나라_우리나라를 소개합니다

08 지형_우리 땅 동서남북

영역

내 친구 사회공룡

이야기 세상

21 세계 지리 _날아서 지구 한 바퀴

[과학공룡] 46 지구_크레삐, 지구가 궁금해?

22 세계 여러 나라_세계로 가는 여행사

23 세계의 음식 _세계의 맛을 보여 줄게!

24 우리 음식 _특별한 밥이 될 거야

수학공룡 / 과학공룡

[과학공룡] 46 지구_크레삐, 지구가 궁금해?

[안녕, 마음아] 04 골고루 나라의 왕셰프

[안녕, 마음아] 04 골고루 나라의 왕셰프

25 명절 _추석에 또 만나!

[과학공룡] 21 영양_영양 만점 친구들

[과학공룡] 21 영양_영양 만점 친구들

[과학공룡] 51 달_ 보름달을 사랑한 부엉이

나와 세상,
함께 사는 우리

[이야기 꽃할망] 09 방귀 시합

26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31 전통도구_맷돌 쓸까 믹서 쓸까
08 지형_우리 땅 동서남북

10 특산물 _부릉부릉! 우리 땅 보물찾기

32 전통과학 _세계 최고! 역사 속 우리 과학
33 문화유산 _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

[과학공룡] 46 지구_크레삐, 지구가 궁금해?

[버니의 세계책방] 12 네가 엄마 배 속에 있었을 때

[과학공룡] 13 아기의 탄생 _ 동생이 생겼어요

41 대화와 협의 _우리 대화하자

42 생명과 환경_ 도와줘, 키키!

56 세계의 명절 _다른 나라에도 추석이 있을까?

27 전통의례 _금줄은 왜 걸어요?

34 가족_우리는 가족이야

40 건강_막아라! 감기

28 세시풍속_계절 따라 흥겨운 우리 명절

56 세계의 명절 _다른 나라에도 추석이 있을까?

[수학공룡] 36 생활 속 수_내 이름은 이오영

39 배려와 나눔_꼭 나눠야 해요?

18 의생활 _내 옷장은 타임머신

55 세계의 의식주_유리와 함께 세계 한 바퀴

[안녕, 마음아] 12 나는 내가 좋아

38 삶과 죽음_다시는 볼 수 없어요?

19 식생활 _아삭아삭, 김치가 좋아

54 세계의 국가_가까운 이웃 먼 이웃

32 나_나야, 나

37 차이와 존중_달라서 참 좋아!

55 세계의 의식주_유리와 함께 세계 한 바퀴

16 다문화_방글라데시에서 온 내 짝꿍

31 세계 지도책 _지도로 보는 세계의 일곱 대륙

36 반려동물 _삐삐와 친구가 되는 법

54 세계의 국가_가까운 이웃 먼 이웃

54 세계의 국가_가까운 이웃 먼 이웃

_지도로 보는 우리 땅 우리 문화

35 몸과 성_내 몸은 소중해

53 국기 _나라가 보이는 국기의 비밀

53 국기 _나라가 보이는 국기의 비밀

30 우리나라 지도책

33 감정 표현 _지금 내 기분은?

52 세계 지리 _ 그림지도로 본 일곱 대륙

52 세계 지리 _ 그림지도로 본 일곱 대륙

28 세계의 문화_ 와글와글 세계의 친구들

_어서 오세요, 민속마을입니다!

55 세계의 의식주_유리와 함께 세계 한 바퀴

33 문화유산 _세계 속 우리 문화유산

27 세계의 자랑거리 _거기 어디야?

29 우리 옛 생활문화

52 세계 지리_그림지도로 본 일곱 대륙

20 주생활 _구석구석 한옥 구경

26 우리 궁궐 _궁궐에 왔어요

넓은 세상
다양한 문화

생활 속 사회탐구

[안녕, 마음아] 15 이건 공룡이라고!

[안녕, 마음아] 11 남자일까 여자일까?
[술술이 책방] 20 나도 분홍이 좋아

52 세계 지리 _ 그림지도로 본 일곱 대륙
53 국기 _나라가 보이는 국기의 비밀

54 세계의 국가_가까운 이웃 먼 이웃

14 가족_다 우리 가족이야

[과학공룡] 13 아기의 탄생_동생이 생겼어요

[안녕, 마음아] 26 내가 책임질게
[안녕, 마음아] 49 잠자지 마, 플람

[버니의 세계책방] 45 우리 학교는 이상해!

[과학공룡] 01 동물의 생김새 _동물은 다 달라

15 가정의례 _할아버지의 사진

[안녕, 마음아] 20 내 동생 복실이

27 전통의례 _금줄은 왜 걸어요?

[안녕, 마음아] 56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이야기꽃할망] 40 저승에 있는 곳간

57 국제 인권 _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술술이 책방] 40 덜컹덜컹 바닷가 마을 빵차

[안녕, 마음아] 01 아주 특별한 목욕탕
02 그까짓 주사 따위

[과학공룡] 18 잠_잠이 온다, 잠이 와

21 영양_영양 만점 친구들

23 면역_ 코크니병을 물리쳐라!

[안녕, 마음아] 55 슈퍼 주먹과 마법의 주문

50 선거 _학생회장 후보 기호 2번 김민국

58 오늘 반장은 누구?

[안녕, 마음아] 23 개구리가 된 티티

[술술이 책방] 29 수집가 재재와 나뭇조각

16 다문화_방글라데시에서 온 내 짝꿍

[과학공룡] 49 환경 보호 _지구를 지켜 줘!

12 환경오염 _되살아난 대포천

58 지구환경_지구가 더 더워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