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여름 권장 도서
초등학교 - 유치원
권장 도서 목록
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여름 권장 도서는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소통, 협력 및 시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양질의
문학 작품을 즐기고 독립적 독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이 도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참여하기로 결정한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한 책을 읽습니다. 여름 동안 책을 읽은 학생들은 평생 독서 습관을
유지하도록 성장하고 새로운 경험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목은 즐거움을 위한 독서 사랑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권장 도서입니다. 학부모, 보호자 또는 사서의 안내를 받아
학생이 선택한 다른 책들도 허용됩니다.

Student Learning-0 Summer Reading Suggested List 2019-Korean

PWCS 여름 독서 프로그램 권장 도서 목록
학년 - 유치원

저자

제목

출판일

Baltazar, Art

Tiny Titans: Welcome to the
treehouse/또는 Tiny Titan
시리즈 책

2013

Cabrera, Jane

Twinkle,twinkle, little star/또는
Jane Cabrera 책
Biscuit loves the Library/또는
모든 Buisicuit 시리즈 책

2012

Carle, Eric

Amigos/또는 모든 Eric Carle
책

2016

Dean, Kimberly 및
James
Dewdney, Anna

Pete the cat: snow daze/또는
모든 Pete the cat 책
Llama Llama hoppity-hop/또는
모든 Llama Llama 책

2016

Dodd, Emma

Dog’s 123: a canine counting
adventure/또는 모든 Emma
Dodd 책

2015

Ehlert, Lois

Rain fish/또는 모든 Lois
Ehlert 책
Let’s talk Soccer/Scholastic
News 비소설 시리즈 책
When Spring comes/또는 모든
Kevin Henkes 책
Creature Features/또는 모든
Steve Jenkins 책

2016

Capucilli, Alyssa
Satin

Falk, Laine
Henkes, Kevin
Jenkins, Steve

2014

2012

2008
2016
2014

주석
새 친구 Blue Beetle 과 Supergirl 은 Titans Treehouse 를 방문했지만 대부분의 Tiny
Titan 들은 견학을 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행이도 잘 알려지지 않은 몇 명의
영웅들이 아직 학교에 있습니다! 추가: 평범하지 않은 아침에 Raven 과 Trigon 을
따라가세요.
다양한 아기 동물들이 그들의 환경에 맞춰진 친숙한 자장가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도서관의 “애완 동물의 날에 책 읽어 주기”에서 Biscuit 은 도서관 사서가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전까지 꼭두각시 인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놀고 친구를 방문하고 녹음된 책을 듣습니다. (PWC)
우정의 힘에 관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이사를 가버리면
남아있는 아이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 낙관적 이야기의 용감한 소년은 멀리 떠난
친구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친구들의 우정을 통해 사랑, 인내, 희망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Eric Carle 만의 뚜렷하고 완벽한 작품을 통해 모든 것이 빛을 발합니다.
폭설로 휴교된 후 Pete 는 쉬는 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설로 인해 많은 날을
휴교하게 되면서 Pete 는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싫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Llama Llama 만져봐! Llama Llama 가볍게 두드려봐! Llama Llama Red Pajama 짝 짝 짝!
Llama Llama 처럼 따라할 수 있나요? Llama 가 깡총 뛰고 몸을 뻗고 만져보고 가볍게
두드리는 것을 보세요. 자,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Dog 는 귀에 까만 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다른 것에 부딪칠
때면 항상 표시가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Dog 이 집에 도착해 보니 점이 10 개 생겼어요.
이제 목욕할 시간이에요.
“각운과 혼합 매체 콜라쥬 삽화를 통해 폭풍우 속에 빗물의 흐름을 따라 떠다닌
다양하고 다채롭고 독특한 작은 수집품인 'rain fish'는 진정한 물고기가 됩니다”
축구에 대한 소개를 삽화를 통해 보여줍니다.
“동물과 아이들은 똑같이 어둡고 추운 겨울에서 꽃이 만개하는 봄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지켜봅니다”
“특정 동물들이 사는 곳과 먹는 것에 대해 많은 흥미있는 사실과 모습을 담은 이 책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동물들의 모습과 이유를 25 개의 재미있는 설명으로
보여줍니다.”

2 페이지
5/24/2019 개정

PWCS 여름 독서 프로그램 권장 도서 목록
학년 - 유치원
Jules, Jacqueline

Sofia Martinez: Lights out/또는
모든 Sofia Martinez 시리즈 책
Giant Pandas/또는 모든 Pull
Ahead Animal 시리즈 책
If you give a mouse a
cookie/또는 모든 Laura
Numeroff 책
Pedro’s Mystery Club/또는
모든 Pedro 시리즈 책

2017

Manushkin, Fran

The Best Club/또는 모든 Katie
Woo 시리즈 책

2017

Martin, Bill

Chicka, chicka boom
boom/또는 모든 Bill Martin 책
I Spy Numbers/또는 Jean
Marzollo 의 모든 I Spy 책

1989

The lion & the mouse/또는
모든 Jerry Pinkney 책
The Popcorn Astronauts: and
other biteable rhymes/또는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시집

2009

No, David/또는 모든 David
시리즈 책
Dinosaur vs. school/또는 모든
Bob Shea Dinosaur vs..... 책

1998

Seuss, Dr.

What pet should I get?/또는
모든 Dr. Seuss 책

2015

Thomas, Jan

Rhyming dust bunnies/또는
모든 Jan Thomas 책

2008

Levine, Michelle
Numeroff, Laura
Jaffe
Manushkin, Fran

Marzollo, Jean

Pinkney, Jerry
Ruddell, Deborah

Shannon, David
Shea, Bob

2006
1985

2017

2012

2015

2014

폭풍으로 동네가 정전되었을 때 Sofia 와 아빠는 전기 없이 완벽한 가족의 밤을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알고 있나요.... 거대한 팬더가 나무에 몸을 문지르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 아기 팬더는
뭐라고 부르나요? 아기 팬더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이 책을 읽고 답을 찾으세요!
쥐에게 과자를 준 후 그 쥐가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순환 관계는 독자들을 어린 자녀의
일상으로 안내합니다.
Pedro 는 친구들과 불가사의한 문제를 풀기 위해 새로운 클럽을 만듭니다. 처음 두 가지
임무는 엄마가 잃어버린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목걸이와 아빠의 휴대폰을 찾는
것입니다.
Katie Woo 와 친구들은 Sophie 의 새로운 클럽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Sophie 는 그
친구들이 클럽에 가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atie 와 친구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클럽을 만듭니다.
모든 알파벳 글자가 코코넛 나무 오르기 시합을 할 경우 충분한 공간이 있을까요?
I SPY NUMBERS 는 가장 잘 팔리는 I SPY LITTLE NUMBERS 를 기반으로 합니다.
영아와 유아원생들은 원본 I Spy 숫자 시리즈를 통해 사진을 검색하여 숫자를 세고 기본
수학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이솝 우화에서 쥐가 정글의 왕을 구하여 작은 동물일지라도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모험적인 쥐가 증명합니다.
풍미있는 계절별 행복한 시집으로 달력을 채우고 각 계절은 맛있는 음식을 노래합니다!
팝콘 우주비행사는 그 누구보다 용감합니다. 푹신한 우주복을 입고 공중을 질주합니다.
그리고 착륙할 때 우리는 소금에 안착한 작은 팝콘 우주비행사에게 만세와 환호를
지르고 따뜻할 때 먹습니다. Stellar 팀 Deborah Ruddell 과 Joan Rankin 은 마음에 드는
시집에서 인생의 가장 풍미있는 맛에 대해 기발한 축하를 선사합니다.
어린 소년은 장난을 많이 쳐서 반복적으로 혼이 나지만 결국 따뜻한 포옹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겁 없는 공룡은 유아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반짝거리는 것을
눈에 붙이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만 한 가지 과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년은 애완 동물 가게에 있는 모든 애완 동물을 원하지만 소년과 여동생은 한 가지
동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로 구성된 이야기는 특이한 동물 무리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먼지 뭉치 세 마리 Ed, Ned, Ted 는 각운을 정말 좋아하고 네 번째 먼지 뭉치 Bob 은
친구들에게 다가올 위험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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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ace, Karen
Willems, Mo

Big Machines/또는 모든
Eyewitness Reader 책
Elephant & Piggie Like
Reading! The Good for Nothing
Button/또는 모든 Elephant 및
Piggie 책

2000
2017

Karen Wallace 의 Big Machines 책은 채굴기, 덤프 트럭 및 다른 기계들을 보여주고
중장비들은 오래된 공장 부지를 지역사회의 공원으로 변모시킵니다.
노란 새는 단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추는 . . .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단추에게 좋은 것이 있어요. 빨간 새와 파란 새는 단추를 누르는데 관심이 있어요.
단추를 누르면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행복은 뭔가 달라요! 당황한
노란 새는 단추가 쓸모 없다고 고집해요. 그리고 노란 새를 화나게 만든 것 같아요. 화는
뭔가 달라요! 이어지는 재미있는 토론은 독자들을 강력한 상상력 놀이의 힘에서 나오는
감정 기복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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