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책가요 이동도서관 대출현황
그룹 대출도서명 청구기호

1초등1 엄마 까투리 초등(권장1) 813.8/권681ㅇ;7
2초등1 이가 빠졌어요! 초등(권장1) 833.6/히958ㅇ=8
3초등1 양초귀신 초등(권장1) 813.6/글796ㅇ=2
4초등1 깜빡하고 수도꼭지 안 잠근 날 초등(권장1) 873/세278ㄲ
5초등1 똥 똥 귀한 똥:똥의 순환과 쓰임새 초등(권장1) 539/도724ㄸ=9
6초등1 지하철을 타고서 초등(권장1) 813.6/고356ㅈ
7초등1 사과나무 위의 죽음 초등(권장1) 853/글796ㅅ
8초등1 숲 속 사진관 초등(권장1) 813.7/글796ㅅ
9초등1 수학은 너무 어려워 초등(권장1) 410/루742ㅅ
10초등1 소금이 온다:서해 염전에서 나는 소금 초등(권장1) 529/도724ㅅ=9
11초등1 틀려도 괜찮아 초등(권장1) 833.6/신757ㅌ
12초등1 아무도 모를거야 내가 누군지 초등(권장1) 380/김93ㅇ;3
13초등1 무지개 물고기 C 853/피932ㅁ;1
14초등1 책 먹는 여우 초등(권장1) 853/비944ㅊ
15초등1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 초등(권장1) 813.8/이795ㅅ;1
16초등1 고로야, 힘내 초등(권장1) 833.6/이489ㄱ=8
17초등1 밤똥 참기 C 813.8/이725ㅂ;5
18초등1 처음 친구 집에서 자는 날 초등(권장1) 843/와871ㅊ=10
19초등1 엉덩이가 집을 나갔어요 초등(권장1) 873/코297ㅇ
20초등1 난 형이니까 초등(권장1) 833.6/이489ㄴ=9
21초등1 강아지 똥 초등(권장1) 813.8/권681ㄱ;12
22초등1 양초귀신 초등(권장1) 813.6/글796ㅇ=1
23초등1 치과의사 드소토선생님 초등(권장1) 813.8/윌298ㅊ=2
24초등1 소금아 고마워! 초등(권장1) 454/토626ㅅ
25초등1 갯벌에 뭐가 사나 볼래요 초등(권장1) 408/보292ㄱ;1
26초등1 도서관의 비밀 초등(저) 823/통798ㄷ
27초등1 벽장 속의 모험 초등(권장1) 833.8/타146ㅂ;8
28초등1 밤똥 참기 초등(권장1) 813.8/이725ㅂ;7
29초등1 소방관 고양이 초이 초등(권장1) 813.7/글796ㅅ
30초등1 팽이나무에 팽이 열렸네 초등(권장1) 813.8/홍452ㅍ;1
31초등1 숨은 쥐를 잡아라:집에 숨은 과학 초등(권장1) 400/보435ㅅ=9
32초등1 할머니 집에 가는 길;s house=Along the road to grandma&apos초등(권장1) 811.8/김712ㅎ
33초등1 (동물 나라의) 디자이너 여우 초등(권장1) 658/글796ㄷ
34초등1 사랑이 꽃피는 통합교실 초등(권장1) 853/후823ㅅ=3
35초등1 줄어드는 아이 트리혼 초등(권장1) 843/하68ㅈ;3
36초등1 올통볼통 화가 나 초등(권장1) 180/허156ㅇ;2
37초등1 방귀 만세 초등(권장1) 833.8/후857ㅂ
38초등1 올통볼통 화가 나 초등(권장1) 180/허156ㅇ;4
39초등1 책 먹는 여우 초등(권장1) 843/비64ㅊ=2
40초등1 지하철을 타고서 초등(권장1) 813.6/고356ㅈ;5
41초등1 강아지 똥 C 813.8/권681ㄱ;2
42초등1 우리 가족입니다 초등(권장1) 813.8/이94우
43초등1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 초등(권장1) 497/이54ㄱ;8
44초등2 모모의 동전 초등(권장2) 823.7/위353ㅁ
45초등2 선생님이 내 이를 빼앗아 간대요 초등(권장2) 843/맥316ㅅ
46초등2 강아지 똥 C 813.8/권681ㄱ;13
47초등2 불량 식품이 왜 나빠? 초등(권장2) 843/갠922ㅂ
48초등2 투표하는 날 초등(권장2) 344/로598ㅌ



49초등2 풍선 바이러스:이용포 창작동화 초등(권장2) 813.7/이516ㅍ
50초등2 아빠랑 나랑 비밀 하나 초등(권장2) 853/글796ㅇ
51초등2 엄마 고마워요! 초등(권장2) 813.6/정515ㅇ
52초등2 화가 날 때도 있는 거야 초등(권장2) 853/크562ㅎ
53초등2 친구를 사귀는 아주 특별한 방법 초등(권장2) 843/저659ㅊ
54초등2 신통방통 일기쓰기 초등(권장2) 710/박745ㅅ
55초등2 조지 할아버지의 6·25=Korean War of George초등(권장2) 813.7/이178ㅈ
56초등2 끝나지 않은 겨울 초등(권장2) 813.7/강848ㄲ
57초등2 (시끌벅적) 변장 파티 초등(권장2) 843/인851ㅂ
58초등2 지하세계를 탈출하라! 초등(권장2) 813.7/김145ㅈ
59초등2 키가 120킬로그램?:투덜 마녀의 수학 속 단위 이야기초등(권장2) 410/권713ㅋ
60초등2 이건 내가 최고! 초등(권장2) 843/글796ㅇ
61초등2 기다릴까? 말까?:이솝 할아버지 이야기 극장초등(권장2) 813.7/이393ㄱ
62초등2 급식 먹고 슈퍼스타 초등(권장2) 372/신779ㄱ
63초등2 선생님이 내 이를 빼앗아 간대요 초등(저) 843/맥316ㅅ
64초등2 말로만 사과쟁이 초등(권장2) 813.7/박757ㅁ
65초등2 내 꿈이 제일 좋아!(학교는 즐거워 08) 초등(권장2) 813.8/김677ㄴ;8
66초등2 내 꿈이 제일 좋아!(학교는 즐거워 08) 초등(권장2) 813.8/김677ㄴ;8
67초등2 외아들 구출 소동 초등(권장2) 813.7/송634ㅇ
68초등2 먹구렁이 기차 초등(권장2) 813.8/권681ㅁ
69초등2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어요 초등(권장2) 813.7/박742ㄷ
70초등2 선생님도 한번 봐 봐요 초등(권장2) 813.7/이419ㅅ
71초등2 (시끌벅적) 변장 파티 초등(권장2) 843/인851ㅂ
72초등2 일기 쓰고 싶은 날 초등(권장2) 833.6/글796ㅇ
73초등2 여름이네 병아리 부화일기 초등(권장2) 498.41/최661ㅇ
74초등2 신통방통 일기쓰기 초등(권장2) 710/박745ㅅ
75초등2 신통방통 설명하는 글 읽기 초등(권장2) 710/박745ㅅ
76초등2 엄마가 만들었어 초등(권장2) 833.8/글796ㅇ
77초등3 얘들아, 정말 과학자가 되고 싶니？ 초등(권장3) 400/김54ㅇ=2
78초등3 꽃들에게 희망을 초등(권장3) 843/폴654ㄲ;1
79초등3 용돈은 항상 부족해! 초등(권장3) 813.7/이784ㅇ;10
80초등3 석유가 뚝! 초등(권장3) 400/신74ㅅ;2
81초등3 짜장 짬뽕 탕수육 초등(권장3) 813.8/김683ㅉ;3
82초등3 로봇 엄마 초등(권장3) 843/스152ㄹ;3
83초등3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초등(권장3) 859.7/린968ㄴ=3
84초등3 시간에 쫓기는 아이 시간을 창조하는 아이초등(권장3) 199/유487ㅅ=2
85초등3 나귀 방귀 초등(권장3) 813.5/서74ㄴ;3
86초등3 난 과자로 공부했다 초등(권장3) 863/오587ㄴ;7
87초등3 오줌의 진실 초등(권장3) 511/굿516ㅇ;4
88초등3 티나와 오케스트라 초등(권장3) 853/짐72티
89초등3 잔소리 없는 날 초등(권장3) 853/노713ㅈ;1
90초등3 이상한 열쇠고리 초등(권장3) 813.8/오722ㅇ;3
91초등3 용돈은 항상 부족해! 초등(권장3) 813.7/이784ㅇ;7
92초등3 다를 뿐이지 이상한 게 아니야:노경실 선생님의 다문화 이야기초등(권장3) 813.7/노684ㄷ
93초등3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초등(권장5) 863/발843ㅇ
94초등3 수상한 아파트 초등(권장5) 813.8/박745ㅅ
95초등3 세종 대왕이 뿔났다:애민 정신에서 찾은 한글 탄생의 비밀초등(권장3) 911.05/김672ㅅ
96초등3 골목대장 초등(권장3) 813.8/이66ㄱ;5
97초등4 목걸이 열쇠 초등(권장4) 813.6/황657ㅁ
98초등4 자전거 도둑 B 813.8/박65ㅈ=11
99초등4 꿈꾸는 인형의 집 초등(권장4) 813.6/김948ㄲ;3



100초등4 겁쟁이 초등(권장4) 813.8/이52겁=2
101초등4 수학이 없는 나라는 없을까? 초등(권장4) 410/아112ㅅ=2
102초등4 바다는 왜？ 초등(권장4) 454/장56ㅂ
103초등4 찰리와 초콜릿 공장 초등(권장4) 843/달311ㅊ;6
104초등4 게으름뱅이 탈출학교 초등(권장4) 199/황638ㄱ;5
105초등4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초등(권장4) 853/린27난
106초등4 웃음총:이현주 선생님의 대표동화 초등(권장4) 813.8/이784ㅇ
107초등4 게으름뱅이 탈출학교 초등 199/황638ㄱ
108초등4 엄마의 마지막 선물 초등(권장4) 813.8/문54ㅇ;7
109초등4 각도나라의 기사 초등 410/누938ㄱ;1
110초등4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초등(묶음) 853/린27난=3
111초등4 돌아온 진돗개 백구 초등(권장4) 813.8/송73ㄷ=6
112초등4 웃음총:이현주 선생님의 대표동화 초등 813.8/이784ㅇ
113초등4 웃음총:이현주 선생님의 대표동화 초등 813.8/이784ㅇ
114초등4 웃음총:이현주 선생님의 대표동화 초등(권장4) 813.8/이784ㅇ
115초등4 수학 유령 베이커리:골고루 분수와 맛있는 소수초등(권장4) 410/김562ㅅ
116초등4 투명한 아이 초등(권장4) 342/안478ㅌ
117초등4 조국을 떠난 사람들:차별과 박해를 이겨내고 지구촌 시대를 연 근현대 이주 한인 이야기초등(권장4) 331/정236ㅈ
118초등4 늘보가족,검은 바다로 가다! 초등(권장4) 813.8/양933ㄴ;2
119초등4 복순이가 돌아왔다!:멸종 위기 황새를 찾아서초등(권장4) 472/김741ㅂ
120초등4 내 마음의 선물 초등(권장4) 833/히958ㄴ
121초등4 폭주 전동 우리 삼촌 초등(권장3) 813.8/디992ㅍ;3
122초등4 드림 하우스 초등(권장4) 813.7/유536ㄷ
123초등4 마틸다 초등(권장4) 843/달22ㅁ;3
124초등4 칠칠단의 비밀 초등(권장4) 813.6/방878ㅊ
125초등4 호랑이 등에 걸터앉은 소년 초등(권장4) 813.7/출65ㅎ;4
126초등4 달력에서 쏟아지는 역사 초등(권장4) 909/강834ㄷ
127초등4 어린이를 위한 청소부 밥 초등(권장4) 199/힐989ㅇ;1
128초등4 수학 귀신의 집:시끌벅적 수와 저절로 계산초등(권장4) 410/김562ㅅ
129초등4 기적의 피아노: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예은이의 꿈을 담은 희망연주초등(권장4) 813.7/전955ㄱ
130초등4 양파의 왕따일기 초등(권장4) 813.8/문54ㅇ=5
131초등4 율리의 바이올린 초등(권장4) 813.7/김979ㅇ
132초등4 마틸다 초등(권장4) 843/달22ㅁ;8
133초등4 정답을 알려 줘! 초등(권장4) 843/웡337ㅈ
134초등4 돌아온 진돗개 백구 B 813.8/송73ㄷ=8
135초등4 핵발전소의 비밀 초등(권장4) 559/강793ㅎ
136초등5 세상의 편견을 깬 과학자들 초등(권장5) 409/이183ㅅ
137초등5 우리 반에 악플러가 있다!:노혜영 창작동화초등(권장5) 813.7/노799ㅇ
138초등5 꼼짝 마! 사이버 폭력 초등 334/모437ㄲ
139초등5 둘리틀 선생의 바다 여행 초등(권장5) 843/로646ㄷ
140초등5 아프리카 수단 소년의 꿈 B 843/미27ㅇ=2
141초등5 시간 사용법 초등(권장5) 843/에227ㅅ
142초등5 수상한 학원 초등(권장5) 813.7/박745ㅅ
143초등5 수학 천재가 아니면 어때! 초등(권장5) 863/아255ㅅ
144초등5 자전거 도둑 B 813.8/박65ㅈ=2
145초등5 학교를 폭파하라 초등(권장5) 813.8/한753ㅎ
146초등5 내 친구에게 생긴 일 808.3/로544ㄴ
147초등5 나 좀 내버려 둬!: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초등(권장5) 180/박746ㄴ
148초등5 조선시대 그림여행 초등(권장5) 608/우131ㅈ
149초등5 야! 가자, 남극으로 초등(권장5) 987/장364ㅇ;11
150초등5 수상한 아파트 초등(권장5) 813.8/박745ㅅ



151초등5 아낌없이 주는 나무 초등(권장5) 843/실811ㅇ;2
152초등5 샤워 초등(권장5) 813.8/정446ㅅ
153초등5 (만화로 보는) 수학 비타민 초등(권장5) 410/박174ㅅ
154초등5 나쁜 학교 초등 843/펜394ㄴ
155초등5 수상한 아파트 초등 813.8/박745ㅅ
156초등5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초등(권장5) 991/김44ㄷ=2
157초등5 켄즈케 왕국 초등(권장5) 843/모464ㅋ
158초등5 도서관에서 사라진 아이들:이윤주 장편동화초등(권장5) 813.7/이549ㄷ
159초등5 빨간꽃 초등(권장5) 813.8/최858ㅃ
160초등5 우리반 깜띠기 초등(권장5) 813.8/권559ㅇ=2
161초등5 세상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책 초등(권장5) 813.8/백375ㅅ
162초등5 군대 없는 나라 전쟁 없는 세상 초등(권장5) 392.1/김785ㄱ
163초등5 거짓말이 아니야 초등(권장5) 833.8/조917ㄱ
164초등5 지엠오 아이 초등(권장5) 813.6/문592ㅈ;11
165초등5 꼬마 과학자들 초등(권장5) 409/메367ㄲ
166초등5 밤의 초등학교에서 초등(권장5) 833.6/오769ㅂ
167초등5 복실이네 가족사진 초등(권장5) 813.7/노684ㅂ
168초등5 일단 뛰어 초등(권장5) 843/월325ㅇ
169초등5 블랙리스트:사라지는 아이들의 비밀 초등(권장5) 813.8/오836ㅂ
170초등5 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변호사 엄마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과 사회 이야기초등(권장5) 360/신754ㅅ
171초등5 아저씨, 진짜 변호사 맞아요? 초등(권장5) 813.7/천457ㅇ
172초등5 킁킁 쓰레기통에서 찾은 역사 초등(권장5) 900/마153ㅋ
173초등5 수학 천재가 아니면 어때! 초등(권장5) 863/아255ㅅ
174초등5 강직한의 파란만장 시장 도전기(반갑다 사회야 05)초등(권장5) 320/김141ㄱ
175초등5 켄즈네 왕국 초등(권장5) 843/모894ㅋ
176초등5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초등(권장5) 813.8/최192ㅇ
177초등5 버들붕어 하킴 초등(권장5) 813.8/박66ㅂ
178초등5 11번째 고양이 초등(권장5) 813.7/우681ㅇ
179초등5 수상한 아파트 초등(권장5) 813.8/박745ㅅ
180초등5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초등(권장5) 863/발843ㅇ
181초등5 내 작은 몸속 커다란 세계:어린이가 알아야 할 인체의 모든 것=All about human body for children초등(권장5) 471/이772ㄴ
182초등5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이야기 초등(권장5) 539/니987ㅇ=2
183초등5 맞아 언니 상담소 초등(권장5) 813.7/김965ㅁ
184초등5 일단 뛰어 초등(권장5) 843/월325ㅇ
185초등5 11번째 고양이 초등(권장5) 813.7/우681ㅇ
186초등5 오늘 넌 최고의 고양이 초등(권장5) 833.6/후834ㅇ
187초등6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B 813.8/이17나=2
188초등6 (나의 눈이 되어 준) 안내견 탄실이 초등(권장4) 813.8/고74ㅇ=6
189초등6 나의 비밀 일기장 B 813.6/문592ㄴ;2
190초등6 나의 비밀 일기장 B 813.6/문54ㄴ
191초등6 오세암 초등(권장6) 813.6/정465ㅇ
192초등6 아빠, 법이 뭐예요? 초등(권장6) 360/우122ㅇ
193초등6 펠릭스는 돈을 사랑해 초등(권장6) 853/니875펠=2
194초등6 마지막 수업／별 초등(권장6) 863/도617ㅁ;2
195초등6 어린왕자:story book 초등(학급대출) 863/생615ㅇ=7
196초등6 몽실 언니 초등(묶음) 813.8/권74ㅁ=5
197초등6 어린왕자:story book 초등(학급대출) 863/생615ㅇ=7
198초등6 크리스마스 캐럴 초등(권장6) 843/디992ㅋ
199초등6 그런데요, 생태계가 뭐예요? B 408/권56ㄱ
200초등6 철학자는 왜 거꾸로 생각할까? 초등(권장6) 100/요955ㅊ;1
201초등6 마지막 수업 B 863/도24ㅁ



202초등6 자유의 길 초등(권장6) 843/레394ㅈ=2
203초등6 그 여자가 날 데려갔어 초등(권장6) 853/멥379ㄱ;1
204초등6 우리 역사 퀴즈 탐험 초등(권장6) 911/김591ㅇ;1
205초등6 열세 살, 학교 폭력 어떡하죠?(사춘기 어린이를 위한 심리 포토 에세이)초등 334/임942ㅇ
206초등6 천재화가 이중섭과 아이들 초등(권장6) 600.4/김727ㅊ
207초등6 (교과서 밖)기묘한 수학이야기 B 410/뉴887ㄱ
208초등6 소매치기 로코 초등(권장6) 843/홉442ㅅ
209초등6 작가가 되고 싶어! 초등(권장6) 843/클294ㅈ;2
210초등6 니코 오빠의 비밀 초등(권장6) 892/알715ㄴ;2
211초등6 얼간이 신입생의 일기 초등(권장6) 863/블914ㅇ
212초등6 열세 살, 불안해도 괜찮아:사춘기 어린이를 위한 심리 포토 에세이초등(권장6) 183/송654ㅇ
213초등6 괴짜 선생님 샤를로트 1: 새로 오신 선생님은 정말 이상해초등(권장6) 863/드961ㄱ;1
214초등6 한국사편지 1: 원시 사회부터 통일 신라와 발해까지B 911/박547ㅎ;19
215초등6 한국사편지 3: 조선 건국부터 조선 후기까지초등(권장6) 911/박547ㅎ;10
216초등6 한국사편지 2: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초등(권장6) 911/박547ㅎ;4
217초등6 한국사편지 4: 조선 후기부터 대한제국 성립까지초등(권장6) 911/박547ㅎ;4
218초등6 한국사편지 5: 대한제국부터 남북 화해 새대까지초등(권장6) 911/박547ㅎ;17
219초등6 10일간의 보물찾기 초등(권장6) 410/권73ㅇ;5
220초등6 대조영과 발해 초등(권장6) 991.1/이15ㄷ=2
221초등6 우리 앞의 세계화 이야기 초등(권장6) 300/정544ㅇ=2
222초등6 우리 역사 퀴즈 탐험 초등(권장6) 911/김591ㅇ
223초등6 세상을 바꾼 용기있는 아이들 초등(권장6) 909/베192ㅅ=2
224초등6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B 813.8/이197ㄴ
225초등6 어린왕자:story book 초등(학급대출) 863/생615ㅇ=4
226초등6 진주조개 초등(권장6) 853/폴654ㅈ;2
227초등6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B 879/이838ㄴ;10
228초등6 레 미제라블 초등(묶음) 863/위349ㄹ;38
229초등6 웨이싸이드 학교 별난 아이들 초등(권장6) 843/쌔999ㅇ;1
230초등6 자존심 초등(권장6) 813.8/김335ㅈ;2
231초등6 꼬리 빵즈 초등(권장6) 813.6/신757ㄲ;1
232초등6 잃어버린 자전거 초등(권장6) 843/바143ㅇ;2
233초등6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초등(권장6) 892/키62ㄴ;2
234초등6 압록강은 흐른다.(하) 초등(권장6) 853/이38ㅇ;2=3
235초등6 배가 된 도서관 초등(권장6) 863/티962ㅂ
236초등6 헨쇼 선생님께 초등(권장6) 843/클599ㅎ;1
237초등6 그런데요 생태계가 뭐예요?:우리가 알고 싶은 생태계의 모든 이야기초등(권장6) 472/김574ㄱ
238초등6 스포츠 속에 과학이 쏙쏙!! 초등(권장6) 400/손487ㅅ;2
239초등6 어린 과학자를 위한 몸 이야기 초등(권장6) 511/권65어;2
240초등6 문제아 초등(권장6) 813.8/박238ㅁ;2
241초등6 실수할 자유 초등(권장6) 843/밀982ㅅ
242초등6 행복마트 구양순 여사는 오늘도 스마일 초등(권장4) 321/조615ㅎ
243초등6 오세암 초등(묶음) 813.6/정465ㅇ;1
244초등6 크리스마스캐럴 초등 843/디878ㅋ
245초등6 붉은 여우,앰버 초등(권장6) 490/셜334ㅂ
246초등6 봉암리 아이들과 신호등 할아버지 초등(권장6) 818/조782ㅂ;2
247초등6 외톨이 매그너스 초등(권장6) 843/브296ㅇ=2
248초등6 소나기 초등(권장5) 813.6/황665ㅅ
249초등6 과학이 세상을 바꾼다 B 500/국325ㄱ
250초등6 겨울 해바라기 초등(권장6) 813.6/유529ㄱ;1
251초등6 어린왕자:story book 초등(학급대출) 863/생615ㅇ=5
252초등6 밥보다 만화가 더 좋아 : 만화가 박재동 이야기초등(권장6) 818/이474ㅂ;1



253초등6 짜장면 불어요! 초등(권장6) 813.8/이782ㅉ;1
254초등6 내 이름은 에이프릴 초등(권장6) 843/윌57ㄴ;2
255초등6 안중근의 마지막 유언 초등(권장6) 813.7/문597ㅇ
256초등6 태양을 훔친화가 빈센트 반 고흐 초등(권장6) 998/염362ㅌ

 *50여권은 대출시스템상 목록에서 제외됨(연체자에 한해 바코드작업없이 대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