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あ

か

さ

た

な

書名さくいん

あかちゃんの ゆりかご　［偕成社］ 9
あかてぬぐいの おくさんと ７にんのなかま　［福音館書店］ 21
あっちゃん あがつく　［リーブル］ 3
あらしの よるに　［講談社］ 7
1ねん１くみ １ばんびじん　［ポプラ社］ 7
いつも ちこくの おとこのこ　［あかね書房］ 8
イヌのいいぶん ネコのいいわけ　［福音館書店］ 11
いわしくん　［文化出版局］ 9
うんぴ・うんにょ・うんち・うんご　［ほるぷ出版］ 10
エルマーのぼうけん　［福音館書店］ 25
おおきな きがほしい　［偕成社］ 5
おかあさんが おかあさんになった日　［童心社］ 9
おこだでませんように［小学館］ 5
おしいれの ぼうけん　［童心社］ 20
おしゃべりな たまごやき　［福音館書店］ 22
おちばの したを のぞいてみたら…　［ポプラ社］ 11
おっぱいの ひみつ　［福音館書店］ 10
おとうさんの手［講談社］ 6
おとなしい めんどり［童話館出版］ 24
おまえうまそうだな　［ポプラ社］ 26
がたごと がたごと　［童心社］ 21
カニ ツンツン　［福音館書店］ 3
かばんうりのガラゴ　［文渓堂］ 21
かまきりっこ　［アリス館］ 9
かみで あそぼう　［ほるぷ出版］ 16
雷の落ちない村　［小学館］ 23
かめきちの おまかせ自由研究　［岩崎書店］ 20
かようびのよる　［徳間書店］ 22
きえた草のなぞ　［大日本図書］ 18
きっときってかってきて　［さ・え・ら書房］ 4
きつねのホイティ　［福音館書店］ 24
ぎゅうぎゅうかぞく［鈴木出版］ 6
きょうりゅうが 学校に やってきた　［金の星社］ 13
きょうりゅうの かいかた［岩波書店］ 13
ぎんのなみ おどる　［朔北社］ 14
くまの子ウーフ　［ポプラ社］ 25
ぐらぐらの歯［福音館書店］ 6
車のいろは 空のいろ 白いぼうし　［ポプラ社］ 25
原寸大 恐竜館［小学館］ 13
ことばがいっぱい 言葉図鑑１～10　［偕成社］ 4
昆虫記　［福音館書店］ 12

さかさことばでうんどうかい　［福音館書店］ 3
さっちゃんの まほうのて　［偕成社］ 5
さる・るるる　［絵本館］ 3
サンタクロースって ほんとに いるの？　［福音館書店］ 15
さんねん峠　［岩崎書店］ 24
さんまいの おふだ　［福音館書店］ 23
視覚ミステリーえほん　［あすなろ書房］ 16
しずくの ぼうけん　［福音館書店］ 14
地面の下の いきもの　［福音館書店］ 11
しゃべる詩 あそぶ詩 きこえる詩　［冨山房］ 3
じゅげむ　［クレヨンハウス］ 4
しりとり あそび えほん　［のら書店］ 4
ずーっと ずっと だいすきだよ　［評論社］ 10
スーホの白い馬　［福音館書店］ 24
ずら～りカエル ならべてみると…　［アリス館］ 11
世界の あいさつ　［福音館書店］ 15
ゼラルダと人喰い鬼　［評論社］ 18
ぞうさん　［国土社］ 4
ぞくぞく村のミイラのラムさん　［あかね書房］ 19
太陽へとぶ矢　［ほるぷ出版］ 24
たまごにいちゃん　［鈴木出版］ 5
たんたの たんてい　［学研］ 18
たんぽぽ　［福音館書店］ 12
たんぼレストラン　［ひかりのくに］ 9
ちびっこ魔女の大パーティー　［評論社］ 19
ちびドラゴンの おくりもの　［国土社］ 7
チムと ゆうかんな せんちょうさん　［福音館書店］ 17
デイビッド がっこうへいく　［評論社］ 8
てじなで だましっこ　［福音館書店］ 16
どうぶつのあしがたずかん　［岩崎書店］ 11
となりのせきの ますだくん　［ポプラ社］ 7
とりになったきょうりゅうのはなし　［福音館書店］ 13
どんぐりノート　［文化出版局］ 12
なぞなぞのすきな女の子　［学研］ 17
なん者ひなた丸 ねことんの術の巻　［あかね書房］ 26
にじいろの さかな　［講談社］ 7
にんきものの ねがい　［童心社］ 8
にんきものの ひけつ　［童心社］ 8
ねえ、どれがいい？　［評論社］ 20
のはらうたⅠ～Ⅳ　［童話屋］ 4
はが ぬけたら どうするの？　［フレーベル館］ 15
博物館の一日　［講談社］ 13
はじめてのキャンプ　［福音館書店］ 17

は

27 28ほんがいっぱい たのしさいっぱい ほんがいっぱい たのしさいっぱ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あ

か

さ

た

な

書名さくいん

あかちゃんの ゆりかご　［偕成社］ 9
あかてぬぐいの おくさんと ７にんのなかま　［福音館書店］ 21
あっちゃん あがつく　［リーブル］ 3
あらしの よるに　［講談社］ 7
1ねん１くみ １ばんびじん　［ポプラ社］ 7
いつも ちこくの おとこのこ　［あかね書房］ 8
イヌのいいぶん ネコのいいわけ　［福音館書店］ 11
いわしくん　［文化出版局］ 9
うんぴ・うんにょ・うんち・うんご　［ほるぷ出版］ 10
エルマーのぼうけん　［福音館書店］ 25
おおきな きがほしい　［偕成社］ 5
おかあさんが おかあさんになった日　［童心社］ 9
おこだでませんように［小学館］ 5
おしいれの ぼうけん　［童心社］ 20
おしゃべりな たまごやき　［福音館書店］ 22
おちばの したを のぞいてみたら…　［ポプラ社］ 11
おっぱいの ひみつ　［福音館書店］ 10
おとうさんの手［講談社］ 6
おとなしい めんどり［童話館出版］ 24
おまえうまそうだな　［ポプラ社］ 26
がたごと がたごと　［童心社］ 21
カニ ツンツン　［福音館書店］ 3
かばんうりのガラゴ　［文渓堂］ 21
かまきりっこ　［アリス館］ 9
かみで あそぼう　［ほるぷ出版］ 16
雷の落ちない村　［小学館］ 23
かめきちの おまかせ自由研究　［岩崎書店］ 20
かようびのよる　［徳間書店］ 22
きえた草のなぞ　［大日本図書］ 18
きっときってかってきて　［さ・え・ら書房］ 4
きつねのホイティ　［福音館書店］ 24
ぎゅうぎゅうかぞく［鈴木出版］ 6
きょうりゅうが 学校に やってきた　［金の星社］ 13
きょうりゅうの かいかた［岩波書店］ 13
ぎんのなみ おどる　［朔北社］ 14
くまの子ウーフ　［ポプラ社］ 25
ぐらぐらの歯［福音館書店］ 6
車のいろは 空のいろ 白いぼうし　［ポプラ社］ 25
原寸大 恐竜館［小学館］ 13
ことばがいっぱい 言葉図鑑１～10　［偕成社］ 4
昆虫記　［福音館書店］ 12

さかさことばでうんどうかい　［福音館書店］ 3
さっちゃんの まほうのて　［偕成社］ 5
さる・るるる　［絵本館］ 3
サンタクロースって ほんとに いるの？　［福音館書店］ 15
さんねん峠　［岩崎書店］ 24
さんまいの おふだ　［福音館書店］ 23
視覚ミステリーえほん　［あすなろ書房］ 16
しずくの ぼうけん　［福音館書店］ 14
地面の下の いきもの　［福音館書店］ 11
しゃべる詩 あそぶ詩 きこえる詩　［冨山房］ 3
じゅげむ　［クレヨンハウス］ 4
しりとり あそび えほん　［のら書店］ 4
ずーっと ずっと だいすきだよ　［評論社］ 10
スーホの白い馬　［福音館書店］ 24
ずら～りカエル ならべてみると…　［アリス館］ 11
世界の あいさつ　［福音館書店］ 15
ゼラルダと人喰い鬼　［評論社］ 18
ぞうさん　［国土社］ 4
ぞくぞく村のミイラのラムさん　［あかね書房］ 19
太陽へとぶ矢　［ほるぷ出版］ 24
たまごにいちゃん　［鈴木出版］ 5
たんたの たんてい　［学研］ 18
たんぽぽ　［福音館書店］ 12
たんぼレストラン　［ひかりのくに］ 9
ちびっこ魔女の大パーティー　［評論社］ 19
ちびドラゴンの おくりもの　［国土社］ 7
チムと ゆうかんな せんちょうさん　［福音館書店］ 17
デイビッド がっこうへいく　［評論社］ 8
てじなで だましっこ　［福音館書店］ 16
どうぶつのあしがたずかん　［岩崎書店］ 11
となりのせきの ますだくん　［ポプラ社］ 7
とりになったきょうりゅうのはなし　［福音館書店］ 13
どんぐりノート　［文化出版局］ 12
なぞなぞのすきな女の子　［学研］ 17
なん者ひなた丸 ねことんの術の巻　［あかね書房］ 26
にじいろの さかな　［講談社］ 7
にんきものの ねがい　［童心社］ 8
にんきものの ひけつ　［童心社］ 8
ねえ、どれがいい？　［評論社］ 20
のはらうたⅠ～Ⅳ　［童話屋］ 4
はが ぬけたら どうするの？　［フレーベル館］ 15
博物館の一日　［講談社］ 13
はじめてのキャンプ　［福音館書店］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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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なのすきな うし　［岩波書店］ 5
パパ、お月さまとって！　［偕成社］ 21
はれ ときどき ぶた　［岩崎書店］ 26
番ねずみの ヤカちゃん　［福音館書店］ 20
１つぶのおこめ　［光村教育図書］ 16
ひらけ！なんきんまめ　［小峰書店］ 20
びゅんびゅんごまが まわったら　［童心社］ 8
ひろしまのピカ　［小峰書店］ 10
琵琶湖の魚　［偕成社］ 11
ふしぎなたいこ　［岩波書店］ 24
プーのはちみつとり　［岩波書店］ 26
ぶたばあちゃん　［あすなろ書房］ 10
ふたりは ともだち　［文化出版局］ 7
ふるやのもり　［福音館書店］ 23
フレデリック　［好学社］ 5
ペちゃんこスタンレー　［あすなろ書房］ 22
ベッドのしたには なにがある？　［評論社］ 14
へびの しっぽ　［草土文化］ 21
ペレの あたらしいふく　［福音館書店］ 17
へんてこもりに いこうよ　［偕成社］ 19
ぼくのコレクション　［福音館書店］ 12
ぼくはチューズデー　［ほるぷ出版］ 6
町の けんきゅう　［福音館書店］ 15
むしばミュータンスの ぼうけん　［童心社］ 10
めざせ！フィールド観察の達人　［偕成社］ 12
めっきらもっきら どおん どん　［福音館書店］ 19
目をさませ トラゴロウ　［理論社］ 21
モチモチの木　［岩崎書店］ 17
もってみよう　［小学館］ 16
もりのえほん　［福音館書店］ 16
森のネズミの たんけん隊　［ポプラ社］ 25
やまから にげてきた・ゴミを ぽいぽい　［童心社］ 14
やまんばの にしき　［ポプラ社］ 23
ゆうかんなアイリーン　［らんか社］ 18
妖怪図鑑　［童心社］ 19
よかったねネッドくん　［偕成社］ 20
よどがわ　［偕成社］ 14
４こうねんのぼく　［そうえん社］ 6
りっぱな犬になる方法　［理論社］ 26
ろうそくいっぽん　［小峰書店］ 22
ろくべえ まってろよ　［文研出版］ 18
わかったさんの クッキー　［あかね書房］ 25

ま

や

ら

わ

子どもと本をつなぐために

●本は心の栄養です
本は、子どもの心の中に宝物を増やし、その子の世界を拡げます。

●本の世界を楽しみましょう
一緒に楽しむ雰囲気を、創り出すことが大事です。
「新しい何かを知る」「考えを深める」「実際にやってみる」「物語の世界に入り込む」…。
楽しみ方にも色々あります。

●ひとりひとりにあった本を選びましょう
「良書」よりも「適書」。子どもの個性や興味にあったものが一番です。

●「自分で読めるでしょ」って言わないで
いくつになっても、読んでもらうことは楽しいものです。
「絵本か」と言わないで、一度手に取ってみてください。大人にも響く深い世界があるものです。

●「読まなければ」よりも「読みたくなる」へ
「始めを少し読んであげる」「挿絵を見せる」など工夫して。
「私は面白かったよ」と、自分の素直な気持ちを伝える方が効くものです。

●本はいろいろなところにあります
まちの図書館、学校図書館、子ども文庫、公民館、児童館…。色々なところで本に出会えます。

　 おはなし会なども、本に親しむきっかけになります。

やっぱり「本を読むのは人間だけ」なん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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