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여름 독서 프로그램
권장 도서 목록
초등학교 – 1 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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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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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저자
Arnold, Tedd

제목
Hi! Fly Guy 또는 모든 Fly Guy

출판일
2005

시리즈 도서
Colando, Lucille

Dean, James

Dr. Seuss

Greene, Stephanie

Holm, Jennifer
Labatt, Mary
Lobel, Arnold

London, Jonathan
Manushkin, Fran
Mayer, Mercer
Park, Barbara

There Was an Old Lady Who
Swallowed a Bat 또는 저자의
모든 There Was an Old Lady
시리즈 도서
Pete the Cat: Rocking in My
School Shoes 또는 모든 Pete the
Cat 도서
One Fish, Two Fish, Red Fish,
Blue Fish 또는 모든 Dr. Seuss
도서
Princess Posey and the First
Grade Parade 또는 모든
Princess Posey 시리즈 도서
Babymouse: Our Hero 또는 모든
Babymouse 시리즈 도서
Sam Gets Lost 또는 저자의 모든
Sam 시리즈 도서
Frog and Toad Are Friends 또는
모든 Frog and Toad 시리즈
도서
Froggy Goes to Hawaii 또는
모든 Froggy 시리즈 도서
Katie Woo Has the Flu 또는
모든 Katie Woo 시리즈 도서
Grandma’s Garden 또는 모든
Little Critter 시리즈 도서
Junie B. Jones Has a Peep in Her
Pocket 또는 모든 Junie B. Jones
시리즈 도서

2002

주석
Buzz 는 애완 동물 쇼에 출전시키기 위해 파리를 잡았는데 부모님과
심사위원들은 파리는 애완 동물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Fly Guy 는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각색한 전래 동화입니다.

2011

Pete the Cat 는 도서관, 런치룸, 놀이터에 갈 때 학교 신발을 신고 자기만의 특별한
노래를 부릅니다.

1960

재미있는 각운을 담은 단어로 쉽게 읽을 수 있는 도서입니다.

2010

1 학년 시작이 두려운 Posey 는 첫 등교일에 가장 편안한 옷을 입고 오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2005
2004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 쥐는 닷지볼에서 무서운 경쟁자를 만나 걱정했지만
친구들의 도움과 엄마의 성원으로 영웅이 됩니다.
강아지 Sam 에 대한 읽기 쉬운 이야기 시리즈입니다.

1970

두 명의 가장 친한 친구의 모험을 다루는 다섯 가지 이야기입니다.

2011
2012

Froggy 는 하와이로 휴가를 떠날 때 너무 흥분하여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Katie 는 독감에 걸려 집에서 쉬고 학교를 결석합니다.

2002

Little Critter 와 Little Sister 는 할머니를 도와 채소밭을 가꿉니다.

2000

유치원에서 농장으로 견학 간 Junie B 는 수탉이 쫓아오는 것을 걱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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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Rylant, Cynthia

Schuette, Sarah L.

Scotton, Rob

Watt, Melanie
Willems, Mo

Wood, Audrey
Yolan, Jane

“Rookie Biography” 시리즈
“Rookie Read-About Science”
시리즈

Henry and Mudge in the Sparkle
Days 또는 모든 Henry and
Mudge 시리즈 도서
3, 2, 1 go! A Transportation
Countdown 또는 모든 차량 관련
아동 도서
Splat the Cat Takes the Cake
또는 모든 Splat the Cat 시리즈
도서
Chester 또는 모든 Chester
시리즈 도서
Today I Will Fly! 또는 모든
Elephant and Piggie 시리즈
도서
The Napping House 또는 저자의
모든 아동 도서
How Do Dinosaurs Say I’m
Mad? 또는 저자의 모든 아동
도서
Benjamin Franklin 또는 모든
Rookie Biography 시리즈 도서
Giant Pandas: Gifts from China
또는 모든 Rookie Read about
Science 시리즈 도서

1988

어느 겨울에 Henry 와 그의 애견 Mudge 는 눈밭에서 뛰어놀고 가족과 크리스마스
저녁을 보내고 따뜻한 벽난로 앞에 모입니다.

2003

장난감 학교 버스를 10 으로 시작하여 장난감 도시 버스가 마지막이 되도록
10 부터 1 까지 거꾸로 세어봅니다.

2012

Splat 는 케이크 만들기 대회에 참가하여 수퍼 영웅 모양의 케익을 만드는 목표를
세웁니다.

2007

Melanie Watt 는 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녀의 고양이 Chester 가 빨간
펜을 가져가 Melanie 의 이야기를 바꿔버립니다.
Piggie 는 날고 싶지만 Elephant 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Piggie 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2007

1984
2013

이 동화에서 잠 자고 있는 많은 동물 등에 사는 잠이 안든 벼룩 한 마리가 동물을
깨물어 소란이 벌어집니다.
삽화와 각운은 공룡이 화가 나면 어떻게 화를 조절하는지를 몇가지 방법을 통해
탐색합니다.

다양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다양한 인물들에 대한 전기물 시리즈입니다.

다양

Children's Press 에서 출판한 광범위한 과학 주제 시리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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