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학년 권장도서
제  목 지은이 출판사

1 강아지 복실이 (교과서) 한미호 국민서관

2 곰돌이 팬티 (그림책) 투페라 투페라 북극곰

3 곰아, 자니? (그림책) 조리 존 북극곰

4 글자동물원  (교과서) 이안 문학동네어린이

5 꽃 장수 (그림책) 이태준 키즈엠

6 꿀 독에 빠진 여우  (교과서) 안선모 보물창고

7 나 홀로 버스 (그림책) 남강한 북극곰

8 누가 누구를 먹나 (그림책) 알렉산드라 미지엘린스카 보림

9 뛰뛰빵빵 (그림책) 신성희 고래이야기

10 말놀이 동요집 (교과서) 최승호 비룡소

11 문장부호 (그림책) 난주 고래뱃속

12 생각하는 ㄱㄴㄷ (교과서) 이지원 기획 논장

13 수영장에서 영웅이 되는 방법 (그림책) 박종진 키즈엠

14 숨바꼭질 ㄱㄴㄷ (교과서) 김재영 현북수

15 아가 입은 앵두 (교과서) 서정숙 보물창고

16 아이스크림 똥 (그림책) 김윤정 살림어린이

17 안돼! (그림책) 마르타 알테스 북극곰

18 애고, 똥 밟았네! (그림책) 박종진 키즈엠

19 앵무새 해럴드 (그림책) 코트니 딕마스 봄봄출판사

20 엄마 내가 할래요! (그림책) 정선희 장영

21 왜애애애애? (그림책) 부치 한울림어린이

22 요렇게 해봐요 (교과서) 김시영 마루벌

23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요 (교과서) 한규호 받침없는동화

24 이제 너랑 안 놀아! (그림책) 신경아 키즈엠

25 책벌레 (그림책) 권재희 노란상상

26 천천히 도마뱀 (그림책) 유여림 웅진주니어

27 토끼는 귀찮아! (그림책) 시아라 플러드 키즈엠

28 표정으로 배우는 ㄱㄴㄷ (교과서) 솔트앤페퍼 소금과후추

29 학교 가는 날 (교과서) 송언 보림

30 휴, 다행이다! (그림책) 기슬렌 로망 푸른숲주니어



1학년 권장도서Ⅱ
제  목 지은이 출판사

1 가을 (그림책) 소피 쿠샤리에 푸른숲주니어

2 겨울 잠 자니? (동물/정보) 도토리 보리

3 나랑 화장실 갈 사람? (동화/적응) 수지 모건스턴 사계절출판사

4 나무가 된 꼬마 씨앗 (그림책) 크리스티나 발렌티니 사파리

5 나팔꽃 (생태/식물) 아라이 마키 크레용하우스

6 난 네가 부러워 (그림책) 김영민 뜨인돌어린이

7 내일도 눈이 올까요? (환경/겨울) 마사코 야마시타 산하

8 달콤달콤 무시무시 설탕을 조심해 (식생활) 박은호 아이세움

9 도서관에 간 여우 (그림책) 로렌츠 파울리 사파리

10 무당벌레가 들려주는 텃밭이야기 (작물/생태) 노정희 철수와영희

11 민들레 사자 댄디라이언 (그림책) 리지 핀레이 책속물고기

12 반이나 차 있을까 반밖에 없을까 (생각)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논장

13 북적북적 우리 집에 김장하러 오세요 (전통문화) 소중애 푸른숲주니어

14 빨강이 어때서 (그림책) 사토 신 내인생의책

15 사탕공장에 가지 마 (그림책) 손동우 책과콩나무

16 세상에서 가장 큰 가마솥 (그림책) 김규택 느림보

17  시간 도둑과 사라진 방학 (동화/방학) 최형미 키다리

18 시튼 동물기  (그림책) 고은 바우솔

19 아빠의 손 (동화/가족) 마하라 미토 보물창고

20 안녕, 겨울아 (그림책) 이지연 상상의집

21 안녕, 친구야 (그림책) 강풀 웅진주니어

22 양들은 지금 파업중 (그림책) 장 프랑수아 뒤몽 봄봄

23 얘가 먼저 그랬어요! (그림책) 가브리엘라 케셀만 고래이야기

24 언니는 아무것도 몰라 (동화/사랑) 엘렌 꾸뛰리에 크레용하우스

25 옹고집전 (옛이야기) 이상교 장영

26 왕따, 남의 일이 아니야 (그림책) 베키 레이 멕케인 보물창고

27 우리 반 인기스타 나반장 (동화/학교생활) 최형미 키다리

28 좁쌀 한 일로 정승 사위가 된 총각 (옛이야기) 박영만 사파리

29 종이별을 아니? (그림책) 아네스 드 레스트라드 노란상상

30 지갑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림책) 리지 핀레이 책속물고기

31 지구야, 우리가 지켜 줄게 (환경/절약) 제네비브 루소 봄봄

32 진짜 친구 (그림책) 구스노키 시게노리 베틀북

33 책 씻는 날 (그림책) 이영서 학고재

34 책이 꼼지락꼼지락 (그림책) 김성범 미래아이

35 통통이는 똥도 예뻐! (생태/곤충) 이상권 샘터사

36 학교 가는 길을 개척할꺼야 (동화/학교) 박효미 사계절출판사 

37 한밤중의 화장실 (그림책) 마루야마 아야코 한림출판사

38 할아버지의 이야기 나무 (그림책) 레인 스미스 문학동네

39 행복한 책 (그림책) 케이트 베른하이머 국민서관

40 화산이 잠을 깼어요! (지식/정보) 리자 웨스트버그 피터스 논장



된장찌개 (그림책) 천미진 키즈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