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중학생(7,8,9) 학년별 교과서 목록

학년 교과명 발행처/출판사 저자

7

국어① (주)비상교육 김진수

국어② (주)비상교육 김진수

수학① (주)천재교육 이준열

사회① (주)미래엔 김진수

사회과부도 (주)미래엔 문대영

도덕① (주)비상교육 박병기

과학① (주)비상교육 임태훈

8

국어③ (주)비상교육 김태철

국어④ (주)비상교육 김태철

수학② (주)천재교육 이준열외 7

도덕② 동아출판 노영준

역사① (주)미래엔 정선영

과학② (주)미래엔 이규석

체육 (주)금성출판사 정철수

음악 세광음악출판사 허화병

미술 동아출판 장선화

9

국어⑤ (주)비상교육 김태철

국어⑥ (주)비상교육 김태철

수학③ (주)천재교육 이준열외 7

사회② (주)미래엔 조영달

역사② (주)미래엔 정선영

과학③ (주)미래엔 이규석

체육 (주)금성출판사 정철수

음악 세광음악출판사 허화병

미술 동아출판 장선화



2018학년도 고등학생(10,11,12) 학년별 교과서 목록

학년 필수/선택 교과명 발행처/출판사 저자

10

10 국어 (주)창비 최원식

10 수학 (주)미래엔 황선욱

10 통합사회 (주)비상교육 박병기

10 한국사 (주)미래엔 한철호  외

10 통합과학 (주)비상교육 심규철

10 과학탐구실험 (주)비상교육 심규철

11(문과)

11 화법과 작문 (주)지학사 이삼형

11 문학 (주)비상교육 한철우

11 미적분Ⅰ (주)천재교육 이준열외 9

11(문-선) 한국지리 (주)미래엔 박희두

11(문-선) 세계사 (주)금성출판사 김형종 외

11(문-선) 지리부도 (주)금성출판사 서태열

11 사회문화 (주)금성출판사 박선웅

11 운동과 건강생활 (주)미래엔 김택천

11(선택)  음악과 진로 (주)천재교육 민은기

11(선택) 미술창작 씨마스 조익환

11(이과)

11 화법과 작문 (주)지학사 이삼형

11 문학 (주)비상교육 한철우

11 미적분Ⅰ (주)천재교육 이준열외 9

11 미적분Ⅱ (주)천재교육 이준열외 9

11 확률과 통계 (주)천재교육 이준열외 9

11 기하와 벡터 (주)천재교육 이준열외 9

11 물리Ⅰ (주)천재교육 곽성일

11 화학Ⅰ (주)천재교육 노태희

11 생명과학Ⅰ (주)교학사 박희송

11 운동과 건강생활 (주)미래엔 김택천

11(선택)  음악과 진로 (주)천재교육 민은기

11(선택) 미술창작 씨마스 조익환

12(문과)

12 독서와 문법 (주)지학사 이삼형

12(문-선) 확률과 통계 (주)천재교육 이준열외 9

12(문-선) 세계지리 (주)천재교육 권동희

12 동아시아사 (주)교학사 손승철 외

12(문-선) 경제 (주)교학사 오영수 외

12(문-선) 지리부도 (주)금성출판사 서태열

12 스포츠문화 (주)금성출판사 정철수

12(선택) 음악과 진로 (주)천재교육 민은기

12(선택) 미술창작 씨마스 조익환

12(이과)

12 독서와 문법 (주)지학사 이삼형

12(이-선) 고급수학Ⅰ (주)천재교과서 류희찬외 17

12(이-선) 고급수학Ⅱ (주)천재교과서 류희찬외 17

12(이-선) 물리Ⅱ (주)천재교육 곽성일

12 화학Ⅱ (주)천재교육 노태희

12(이-선) 생명과학Ⅱ (주)교학사 박희송

12 스포츠문화 (주)금성출판사 정철수

12(선택) 음악과 진로 (주)천재교육 민은기

12(선택) 미술창작 씨마스 조익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