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 과학공룡
내 친구 과학공룡

| 연계독서가이드 |

놀라운 자연 / 내 친구 사회공룡
신 지인지기 / 안녕, 마음아

생활 속 원리과학

초등 과학 교과 연계

[놀라운 자연 ] 04 코알라_잠꾸러기 코알라
18 기린 _나야, 기린

19 원숭이 _아기 원숭이랑 엄마랑
01 동물의 생김새 _동물은 다 달라

20 코끼리 _ 코 코 코 코끼리야!
22 치타_달려라, 치타!

23 나무늘보 _ 느릿느릿 나무늘보
31 개구리 _개구리가 폴짝

02 동물과 환경_사는 곳에 따라 달라요

3－2 동물의 생활
5－2 생물과 환경

32 하마_하마는 물을 좋아해!
37 고래 _나는야 돌고래

50 오리 _꽥꽥꽥 청둥오리

02 난생 태생_ 오리야? 너구리야?

[놀라운 자연 ] 07 농장동물 _동물 농장 친구들
50 오리 _꽥꽥꽥 청둥오리

[놀라운 자연 ] 05 고슴도치 _따끔따끔 고슴도치
03 동물의 방어 _위기 탈출 동물 학교

08 카멜레온_ 또르르 카멜레온

11 무당벌레 _찾아라! 무당벌레
36 거북_ 거북이구나, 거북!

01 동물의 한살이 _ 모두 모두 자라요
12 탄생_엄마랑 아기랑

02 동물과 환경_사는 곳에 따라 달라요
04 보호색 _꼭꼭 숨어라

39 문어 _문어야, 어디 가?

[놀라운 자연 ] 01 호랑이 _앗! 호랑이다
04 동물의 똥_누구 똥일까?

03 토끼 _내 이름은 토끼

07 농장동물 _동물 농장 친구들
30 달팽이 _쭈욱 쭉 달팽이
50 오리 _꽥꽥꽥 청둥오리

재미있는 과학
(동물과 식물)

16 소화_꾸르륵 배 속 여행

29 지층과 화석 _공룡을 본 적 있나요?

3－1 동물의 한살이

3－2 동물의 생활
5－2 생물과 환경

3－2 동물의 생활
5－2 생물과 환경

[놀라운 자연 ] 09 바다동물 _바다에 놀러 와!
37 고래 _나는야 돌고래

05 바다 동물 _바다로 풍덩!

38 상어 _상어를 조심해

39 문어 _문어야, 어디 가?
40 게 _숨어라, 게!

41 해마_돌돌돌 해마

02 동물과 환경_사는 곳에 따라 달라요
27 바다_ 와, 바다다!

3－2 동물의 생활

42 흰동가리 _흰동가리와 말미잘

06 새 _날아라, 루루!

[놀라운 자연] 45 수리 _수리가 간다!

47 타조 _타조는 대단해!

50 오리 _꽥꽥꽥 청둥오리

53 펭귄 _우리는 펭귄 가족

[놀라운 자연 ] 11 무당벌레 _찾아라! 무당벌레
07 곤충의 특징_ 와글와글 곤충 운동회

57 개미_개미가 졸졸졸

60 장수풍뎅이_장수풍뎅이 나가신다
62 풀밭의 곤충_풀밭에서 만나요

[신 지인지기] 19 파브르 _아르마스의 곤충 시인

08 곤충의 한살이 _나는 누구일까요?
09 식물의 한살이 _안녕? 난 사과나무야

10 꽃_봄 여름 가을 겨울, 꽃이 핀다

11 식물의 번식 _나만 남은 거야?
12 생태계 _푸카야, 사냥 가자!

02 동물과 환경_사는 곳에 따라 달라요

05 곤충_곤충일까 아닐까

06 수생 생물 _연못에서 만나요

3－2 동물의 생활

3－2 동물의 생활

[놀라운 자연 ] 10 나비 _나비가 팔랑

01 동물의 한살이 _ 모두 모두 자라요

[놀라운 자연 ] 15 여러 가지 채소 _맛있는 채소 놀이

07 식물의 한살이 _콩 심은 데 콩 나고

4－1 식물의 한살이

09 꽃_꽃가루 옮기기 대작전

4－1 식물의 한살이

[신 지인지기] 22 석주명_ 조선을 누빈 나비 박사
71 사과_맛있는 사과 주세요

[놀라운 자연 ] 14 여러 가지 꽃 _ 꽃, 꽃, 예쁜 꽃
63 해바라기 _해바라기가 활짝
69 길가의 풀꽃 _피어라 풀꽃
[놀라운 자연 ] 64 연꽃 _연꽃이 방긋

66 민들레 _안녕, 민들레야!

05 곤충_곤충일까 아닐까

11 광합성_물 먹고 햇빛 먹고

33 계절과 생활 _계절이 바뀌면
09 꽃_꽃가루 옮기기 대작전

3－1 동물의 한살이

6－1 식물의 구조와 기능

6－1 식물의 구조와 기능
4－1 식물의 한살이

10 열매와 씨 _열려라! 열매 퍼져라! 씨

4－2 식물의 생활

24 생태계 _살 곳을 잃어 가요

5－2 생물과 환경

내 친구 과학공룡
13 아기의 탄생_동생이 생겼어요

놀라운 자연 / 내 친구 사회공룡
신 지인지기 / 안녕, 마음아

17 신경_내 머리는 대단해

15 이 _내 이가 몇 개게?

16 소화_꾸르륵 배 속 여행

16 뼈 _이 뼈는 누구 뼈?

15 뼈와 근육_뼈! 뼈! 무슨 뼈?
13 감각_ 보고 듣고 냠냠

17 뇌 _똑똑! 뭐가 들었지?

17 신경_내 머리는 대단해

18 잠_ 잠이 온다, 잠이 와

17 신경_내 머리는 대단해
18 호흡_헉헉 숨이 차요

19 호흡_꼭꼭 숨어라!
20 소화_송이가 꿀꺽!

21 영양_영양 만점 친구들

40 공기 _공기를 찾아봐!

[안녕, 마음아] 04 식습관_골고루 나라의 왕셰프

24 땀과 털 _땀이 송송, 털이 숭숭

[안녕, 마음아] 02 보건 _ 그까짓 주사 따위

[신 지인지기] 21 아인슈타인 _빛의 비밀을 밝혀라

34 전기_전기가 사라졌어!
35 자동차_달려라 오토!
36 배_뚝딱뚝딱, 배를 만들자

37 비행기_꼬마 조종사 제제

38 컴퓨터_또또, 컴퓨터가 뭐야?

[신 지인지기]

34 에디슨_ 2000번의 실패, 한 번의 성공
[사회공룡] 04 교통수단 _타고, 타고, 타고!
[사회공룡] 04 교통수단 _타고, 타고, 타고!

[신 지인지기] 36 쿠스토 _바다를 지킨 지구의 선장
[사회공룡] 04 교통수단 _타고, 타고, 타고!
[신 지인지기]

35 라이트 형제 _ 자전거 수리공, 하늘을 날다
[사회공룡] 08 미디어 _정말 좋은 걸까?

[신 지인지기] 39 빌 게이츠 _컴퓨터가 제일 좋아
40 스티브 잡스 _새롭게, 완벽하게

39 로봇_다도와 로봇 센터
40 공기_보이지 않아도

놀라운 과학
(지구와 우주)

42 불_불이 나면 파이어맨
43 숲_숲속을 걸어요

6－2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5－1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6－2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5－1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5－1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3－2 물질의 상태 / 4－2 물의 상태 변화

3－2 소리의 성질
3－2 물질의 상태
5－2 물체의 운동

51 도구_ 코끼리도 들 수 있어요

4－1 물체의 무게

47 자석 _찰카닥! 자석의 힘

3－1 자석의 이용

60 전기 _전기가 찌릿찌릿

6－2 전기의 이용 / 에너지와 생활

52 마찰력 _미끌미끌 거칠거칠

62 미래 교통 _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

5－2 물체의 운동

54 부력_물 위에 동동

[중등 과학] 힘과 운동

55 양력 _ 떴다 떴다 비행기

[중등 과학] 힘과 운동

61 사물인터넷_어디에나 컴퓨터가

64 코딩_척척! 기계를 움직이는 코딩

3－1 교통과 통신 수단의 변화

63 로봇_로봇이 궁금해

6－2 전기의 이용

21 대기 오염_숨 쉬기가 힘들어요

3－1 지구의 모습 / 3－2 물질의 상태

22 수질 오염_깨끗한 물 소중한 물

[사회공룡] 13 숲놀이 _나는 숲이 좋아요

6－2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4－2 그림자와 거울 / 6－1 빛과 렌즈

40 공기_공기를 찾아봐!

41 물_물을 찾아봐!

6－2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58 빛 _반짝반짝 요술쟁이 빛

53 관성_갑자기 멈추면?

33 자석 _우리는 자석 경찰

6－2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5－1 온도와 열

52 마찰력 _미끌미끌 거칠거칠

어서 오세요, 민속마을입니다!

6－2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59 열의 이동_ 뜨거웠다 차가웠다

41 물 _ 보이는 물 보이지 않는 물

[사회공룡] 29 우리 옛 생활문화_

6－2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3－1 물질의 성질

39 물질의 상태 _변신! 고체, 액체, 기체

31 여러 가지 힘 _나랑 대결해!

6－2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38 물질의 성질 _무엇으로 만들었을까

57 소리 _ 소리는 어떻게 날까

30 목욕탕에 숨은 과학_아빠, 목욕해요

3－1 동물의 한살이

6－2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13 감각_ 보고 듣고 냠냠

29 소리 _둥둥, 이 소리 들려?

초등 과학 교과 연계

14 피부_땀은 어디에서 나올까

39 물질의 상태 _변신! 고체, 액체, 기체

27 열과 물질의 상태 _북극곰 찻집에 오세요

편리한 과학
(생활과 도구)

20 면역 _힘내라! 백혈구
20 면역 _힘내라! 백혈구

26 여러 가지 물질 _ 코코야, 뭐 하니?

32 생활 도구_ 도구가 필요해

16 소화_꾸르륵 배 속 여행
20 면역 _힘내라! 백혈구

25 응급 처치 _밴드맨 출동!

28 빛과 그림자_ 그림자야, 놀자!

16 소화_꾸르륵 배 속 여행

19 피의 순환 _가슴이 콩닥콩닥

22 피 _앗, 피다!
23 면역 _ 코크니병을 물리쳐라!

12 탄생_엄마랑 아기랑
13 감각_ 보고 듣고 냠냠

14 다섯 가지 감각_눈이 번쩍! 콧구멍이 벌름!

신기한 과학
(우리 몸)

생활 속 원리과학

5－2 날씨와 우리 생활 / 6－1 여러 가지 기체
4－2 물의 상태 변화 / 물의 여행

41 물_보이는 물 보이지 않는 물

5－2 날씨와 우리 생활

46 연소와 소화_불이 번쩍, 불이 활활

6－1 여러 가지 기체 / 6－2 연소와 소화

09 꽃_꽃가루 옮기기 대작전

4－2 식물의 생활

내 친구 과학공룡
44 날씨_오늘 날씨는 어때?

놀라운 자연 / 내 친구 사회공룡
신 지인지기 / 안녕, 마음아
[사회공룡]

09 날씨와 생활 _이런 날씨에는 무얼 할까?

45 계절 _겨울이 제일 좋아!
46 지구_크레삐, 지구가 궁금해?

놀라운 과학
(지구와 우주)

33 계절과 생활_계절이 바뀌면

6－2 계절의 변화

28 지구의 역사_옛날 옛날 지구에서는

3－1 지구의 모습

28 지구의 역사_옛날 옛날 지구에서는
29 지층과 화석_공룡을 본 적 있나요?

49 환경 보호 _지구를 지켜 줘!

[사회공룡] 42 생명과 환경_ 도와줘, 키키!

50 낮과 밤_밤엔 누구랑 놀지?

[신 지인지기] 12 갈릴레이 _그래도 지구는 돈다

52 태양계 _삐로링 왕자의 친구 찾기

[신 지인지기] 12 갈릴레이 _ 그래도 지구는 돈다

53 착시 놀이책 _잘 봐!

5－2 날씨와 우리 생활

30 화산_부글부글 화산이 쾅

48 공룡 _우리는 공룡 특공대

[신 지인지기] 43 닐 암스트롱_아폴로 11호, 달에 가다

초등 과학 교과 연계

32 날씨의 변화_맑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31 지진 _땅이 흔들, 지진이다!

47 지진과 화산_쿠르릉 쾅쾅! 무슨 일일까?

51 달_보름달을 사랑한 부엉이

별책

[사회공룡] 21 세계 지리 _날아서 지구 한 바퀴

생활 속 원리과학

21 대기 오염_숨 쉬기가 힘들어요
23 재활용 _ 쓰레기가 너무 많아

34 공전과 자전 _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34 공전과 자전 _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35 태양계 _빙글빙글 태양계 탐험
37 우주개발 _ 3, 2, 1, 로켓 발사!

4－2 화산과 지진
3－1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4－1 지층과 화석
5－2 생물과 환경

3－1 지구의 모습 / 6－1 지구와 달의 운동
3－1 지구와 달 / 6－1 지구와 달의 운동
5－1 태양계와 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