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화 선택 가이드

“4,600여 편의 동화가 있다고? 많은 건 좋은데, 뭘 보여 줘야 하는 거지?”
폭넓은 난이도와 주제에 걸친 수많은 애니메이션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동화를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리틀팍스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보는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화 선택 1순위는 바로 아이의 흥미!

아이와 함께 동화 선택 가이드를 보며 추천하고 있는 동화 중에 어떤 것을 먼저 보고 싶은지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 스스로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스토리를 찾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연령별 추천 동화의 해시태그를 참고해 주세요.

✽충분한 동화 보기가 진행된 후, 영역(말하기, 읽기, 쓰기)을 확장하여 영어 학습을 진행하고 싶다면 학습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율동 동요 #신나는 멜로디 #따라하기

귀여운 캐릭터가 보여 주는 쉬운 율동을 신나게

따라 하며 영어 동요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세계 유명 동요 #마더구스 #친숙한

친숙한 멜로디의 유명 동요를 

다양한 캐릭터와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요. 

#ABC송 #파닉스송 #알파벳

신나는 멜로디와 귀여운 캐릭터들을 보며 알파벳의 

모양, 이름, 소리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어요.

#학습 동요 #주제별 단어 & 표현

숫자, 색깔, 인사 등 다양한 주제의 단어와 표현을 

동요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1

#공룡 #티렉스 #우정 #모험 

겁쟁이 T-rex인 렉스가 알록달록 공룡들과 

친구가 되며 벌어지는 모험담이에요.   

1

#잔잔한 #우정 #동물 #개성 넘치는

박쥐 배트가 우연히 찾은 헛간에서 다른 동물들과 

친구가 되며 벌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1

#자동차 #덤프트럭 #우정 #꿈

빨리 달리고 싶은 트럭 에디가 학교에서 규칙을 

배우며 친구와 우정을 쌓는 이야기예요. 

2

#가족 #남매 #우애 #일상 #말썽꾸러기

개구쟁이 리키, 동생 레이첼이 엄마,아빠, 

친구들과 겪는 일상 이야기예요. 

                #해시태그를 참고하여 좋아하는 주제의 동화(동요)를 선택해 보세요! 

#동요 부르기 #선생님과 함께 #한 소절씩

멜로디에 맞춰 선생님의 율동을 보며 

한 소절씩 따라 부르기에 안성맞춤이에요. 

유아 



#율동 동요 #신나는 멜로디 #따라하기

귀여운 캐릭터가 보여 주는 쉬운 율동을 신나게

따라 하며 영어 동요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1

#자동차 #덤프트럭 #우정 #꿈

빨리 달리고 싶은 트럭 에디가 학교에서 규칙을 

배우며 친구와 우정을 쌓는 이야기예요.  

1

#공룡 #티렉스 #우정 #모험

겁쟁이 T-rex인 렉스가 알록달록 공룡들과 

친구가 되며 벌어지는 모험담이에요.   

1

#잔잔한 #우정 #동물 #개성 넘치는

박쥐 배트가 우연히 찾은 헛간에서 다른 동물들과 

친구가 되며 벌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2

#우주 #로봇 #외계인 #미션

멋진 우주 순찰대원이 되고 싶은 초록색 외계인 

링고와 봇이 미션을 수행하는 이야기예요.  

2

#사고뭉치 #다람쥐 #우정

세심한 버드와 귀여운 사고뭉치 키프의 

도심 공원 속 좌충우돌 일상의 이야기예요.

2

#야생동물 #자연관찰 #사진

생생한 사진들과 함께 야생 동물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예요.  

3

#신데렐라 #공주 #명작 #요정

착한 마음을 가진 신데렐라가 새엄마의 구박에서 

벗어나 왕자님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해시태그를 참고하여 좋아하는 주제의 동화(동요)를 선택해 보세요! 

유치~초등1

#세계 유명 동요 #마더구스 #친숙한

친숙한 멜로디의 유명 동요를 

다양한 캐릭터와 영상으로 만날 수 있어요. 



#피터래빗 #예쁜 그림 #모험과 우정

아름다운 배경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장난꾸러기 토끼 피터와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2

#우주 #로봇 #외계인 #미션

멋진 우주 순찰대원이 되고 싶은 초록색 외계인 

링고와 봇이 미션을 수행하는 이야기예요.  

3

#일상 #가족 #소소한 재미

장보기부터 병원 가기 등 카터씨네 가족 6명의 

소소한 일상과 가족애가 보여지는 이야기예요.   

3

2

#장화신은 고양이 #판타지 #오거

말하는 고양이 푸스가 착하지만 가난한 주인 

카라바스의 운명을 바꾸는 모험담이에요.   

3

#마법사 #실수투성이 #악당

어쩌다 궁중 마법사가 된 실수투성이 마법사 

톰의 아슬아슬 궁중 모험담이에요.   

3

#무중력 #공주 #마법 #사랑

마녀의 저주로 중력을 읽고 둥둥 떠다니게 된 

엘렌 공주의 이야기예요.   

4

#슈퍼히어로 #악당 #초능력

8살 소녀 슈퍼히어로 로켓걸이 악당들로부터 

메트로시티를 지키는 이야기예요.  

4

#방과후학교 #만들기 #개성있는 캐릭터

친구들과 함께 공예품, 게임, 색다른 운동, 

요리 등의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이야기예요.  

                #해시태그를 참고하여 좋아하는 주제의 동화를 선택해 보세요! 

초등 저학년

3

#생일 선물 #요정 #소원 #좌충우돌 임무

아이들의 생일 소원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주어야 하는 

생일 요정의 활약을 그린 이야기예요.



#슈퍼히어로 #악당 #초능력

8살 소녀 슈퍼히어로 로켓걸이 악당들로부터

메트로시티를 지키는 이야기예요.  

4

#세계 역사 #시간 여행 #흥미진진

사진첩을 통해 이집트, 로마 등 다양한 나라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5 5

#서유기 #손오공 #요괴

손오공이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천축으로 가는 

삼장법사를 호위하며 요괴를 물리치는 이야기예요.

43

#앨리스 #판타지 #명작 #환상의 나라

앨리스가 호기심에 이끌려 토끼굴 속으로 

뛰어든 뒤 겪는 신비하고 이상한 모험담이에요. 

6

#키다리아저씨 #명작 #고아 #비밀 후원자

글쓰기에 재능 있는 고아 주디가 비밀에 쌓인 

후원자에게 편지를 쓰며 꿈을 키우는 이야기예요. 

6

#몬스터 #미스터리 #우정 #유령 #마녀 

유령 벤과 괴물 친구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를 풀어 나가는 이야기예요. 

7

#마법 #악당 #우정 #용 #판타지

레드족 젠과 친구 펄다 등이 악당 모브로부터 

마법의 나라 매직카를 지키는 모험담이에요. 

7

#그리스 신화 #판타지 #시간 여행

고대 그리스로 강제 시간 여행을 하게 된 주인공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올림픽에 참여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해시태그를 참고하여 좋아하는 주제의 동화를 선택해 보세요! 

#잭과 콩나무 #마법 #오거

가난한 소년 잭이 마법의 콩을 얻게 되면서 

시작되는 모험 이야기예요.

초등 고학년



#파닉스송 #귀여운 캐릭터 #알파벳

알파벳의 모양, 이름, 소리를 신나는 노래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1

#ABC북 #알파벳 동화 #알파벳 단어

알파벳의 소리와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배울 수 있어요. 

1

#왕기초 #라임 #단모음 #소리 조합

Sam, Ham, Jam처럼 ‘자음+단모음+자음(CVC)’을 

조합하여 단어를 읽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2

#기초 #알파벳 대표 음가 #단어

알파벳의 대표 음가와 해당 음가로 

이루어진 단어를 배울 수 있어요. 

3

#심화 #장모음, 이중자음, 이중모음 

심화된 파닉스 규칙을 배워 다양한 철자를 

조합하여 단어와 문장을 읽을 수 있어요.

1

#기초 리딩 동화 #Sight Words

I, is, the처럼 자주 사용되는 

어휘(sight words)를 배우기 좋아요. 

 추천 대상

동화 보기를 최소 하루 30분씩 2년 이상 진행한 8살 이상의 아이에게 추천해요!

 기초 리딩 동화 학습 방법

Phonics Songs와 1단계 동화 ABC Books로 알파벳을 학습한 뒤, Word Families로 ‘자음+단모음+자음(CVC)’ 단어 읽기를 연습해요. 

그 다음 The Big Green Forest로 sight words를 익힌 뒤, 2단계와 3단계 동화 Phonics로 문장 읽기를 연습합니다. 자세한 학습 방법은 

[학습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파닉스/기초 리딩 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