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여름 독서 프로그램
권장 도서 목록
초등학교 –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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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ummer Reading Suggested List 2019-Korean

PWCS 여름 독서 프로그램 권장 도서 목록
학년 - 2학년

저자
Adler, David

Applegate,
Katherine
Beaty, Andrea
Dean, James

Elliot, Rebecca

Gutman, Dan
Holm, Jennifer
Jenkins, Steve and
Robin Page
Jones, Noah

Kann, Victoria

Lobel, Arnold

제목

출판일

주석

Young Cam Jansen and the
Library Mystery 또는 모든
Cam Jansen 시리즈 도서
Never Glue Your Friends to
Chairs 또는 모든 Roscoe Riley
Rules 시리즈 도서

2001

Cam 은 사진처럼 정확한 기억력을 사용하여 아빠가 도서관에서 잃어버린 쇼핑
목록을 찾아냅니다.

2008

Rosie Revere, Engineer 또는
저자의 모든 유사 도서
Pete the Cat and the Bad
Banana 또는 모든 Pete the Cat
시리즈 도서
Eva’s Treetop Festival 또는
모든 Owl Diaries 시리즈 도서

2013

오픈하우스 연주 동안 1 학년 학생들의 꿀벌 더듬이가 머리에서 자꾸 떨어지고
드럼 연주자들이 자리를 자꾸 벗어나자 Roscoe 는 “don’t-you-dare” 풀을
사용하여 사건을 수습하기로 결심합니다.
젊고 패기 있는 공학자를 꿈꾸는 소녀는 먼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평소 과일을 좋아하는 Pete the Cat 는 바바나를 맛 보고는 다시는 바나나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Miss Daisy Is Crazy! 또는 모든
My Weird School 시리즈 도서
Squish: Super Amoeba 또는
모든 Squish 시리즈 도서
What Do You Do with a Tail
Like This? 또는 모든 비소설
동물 관련 아동 도서
The Three Little Pugs 또는
모든 Princess Pink and the
Land of Fake-Believe 시리즈
도서
Pinkalicious: Pinkie Promise
또는 모든 Pinkalicious 시리즈
도서
Frog and Toad Are Friends
또는 모든 Frog and Toad
시리즈 도서

2004

2017

2015

2011
2003

2015

2011

1970

봄을 즐기기 위해 학교에서 Bloomtastic Festival 을 개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어린 부엉이 Eva Wingdale 은 행사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Miss Daisy 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여 2 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특히 배우는
데에 관심이 없는 A. J 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웅인 "Super Amoeba"의 만화책을 즐기는 온순한 아메바,
Squish 는 가장 친한 친구가 따돌림을 당할 때 그의 영웅을 따라하려 합니다.
질문과 답변 형식 및 다채로운 삽화가 들어있는 동물에 관한 비소설 도서입니다.

Fake-Believe 세상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장은 ScaredyPants Wolf 에게 배달 승합차 대신 레몬을 팝니다. Princess Pink 는 가라데 무술을
사용해서 Wolf 가 환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기돼지 삼형제가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도록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Pinkalicious 는 Alison 의 분홍색 물감을 다 써버린 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두 명의 절친한 친구, Frog 와 Toad 의 모험을 다루는 다섯 가지 이야기입니다.

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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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S 여름 독서 프로그램 권장 도서 목록
학년 - 2학년
저자
Manushkin, Fran
Osborne, Mary Pope

Park, Barbara

Rylant, Cynthia

Schachner, Judy
Seeger, Laura
Vaccaro
Silverstein, Shel
Wheeler, Lisa
Willems, Mo

제목
Cartwheel Katie 또는 모든
Katie Woo 시리즈 도서
Dinosaurs Before Dark 또는
모든 Magic Tree House 시리즈
도서
Junie B. Jones Is Captain Field
Day 또는 모든 Junie B. Jones
시리즈 도서
Henry and Mudge and the Big
Sleepover 또는 모든 Henry and
Mudge 시리즈 도서
Skippyjon Jones 또는 모든
Skippyjon Jones 시리즈 도서
Dog and Bear: Two Friends,
Three Stories 또는 모든 Dog
and Bear 시리즈 도서
Where the Sidewalk Ends 또는
저자의 모든 아동 시집
Dino-Football 또는 모든 Dino시리즈 도서
My Friend Is Sad 또는 모든
Elephant & Piggie 도서

출판일
2015
1992

주석
Katie 는 체조 수업에 등록했지만 몇 가지 동작이 너무 어려워 점점 수업이
부담스럽고 그만 둘 생각을 합니다.
8 살 Jack 과 그의 여동생 Annie 는 magic treehouse 를 발견하고 공룡이 살던 고대
시간으로 급하게 떠납니다.

2009

Room Nine 의 견학 팀 대장인 Junie B. Jones 는 여러 번의 패배 후에도 팀과 함께
대회에 도전합니다.

2006

Henry 와 그의 애견 Mudge 는 영화도 보고 피자도 먹고 어느 강아지가 팝콘을
가장 잘 받아먹는지 시합도 하는 Patrick 의 다락방 밤샘 파티에 초대받습니다.

2005

상상력이 넘치는 시암 고양이, Skippyjon Jones 는 차라리 그의 Zorro 와 같은
분신인 El Skippito 에 가깝습니다.
Dog 와 Bear 의 친밀한 우정을 보여주는 세 가지 읽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2017

1974
2012
2007

TV 로 변해버린 소년과 고래를 삼킨 소녀는 저자가 직접 그린 유머스러운
시집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입니다.
초식 공룡은 Mega Bowl 일요일에 Lava Dome 에서 육식 공룡과 미식 축구 경기를
합니다.
Gerald the Elephant 가 슬플 때 Piggie 는 그의 기분을 전환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지만 결국 Gerald 의 기분을 전환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3 페이지
5/24/20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