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여름 독서 프로그램
권장 도서 목록
초등학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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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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목

출판일

주석

Chabert, Jack

The School Is Alive! 또는 모든
Eerie Elementary 시리즈 도서

2014

Cummings, Troy

Charge of the Lightning Bugs
또는 모든 Notebook of Doom
시리즈 도서
Mercy Watson to the Rescue
또는 모든 Mercy Watson 시리즈
도서
Eva’s Treetop Festival 또는
모든 Owl Diaries 시리즈 도서

2015

Sam Graves 는 학교가 살아있고 학생들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도 부장인 그는 학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새로 개교한 Stermont 초등학교의 개강일에 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고 Alexander 와 그의 친구들은 괴물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돼지, Mercy 는 Watson 부부와 함께 잠이 들지만 돼지와 부부는 바닥에 있는
큰 구멍 가장자리에 있는 침대가 흔들려 잠이 깹니다.

Florian, Douglas

Poem Depot: Aisles of Smiles
또는 저자의 모든 아동 시집

2014

Gutman, Dan

Miss Daisy is Crazy! 또는 모든
My Weird School 시리즈 도서
Charlie Bumpers vs. the Teacher
of the Year 또는 모든 Charlie
Bumpers 시리즈 도서

2004

Squish, Super Amoeba 또는 모든
Squish 시리즈 도서
Moldylocks and the Three Beards
또는 모든 Princess Pink and the
Land of Fake-Believe 시리즈
도서
Mercy Watson to the Rescue
또는 모든 Mercy Watson 시리즈
도서
Lunch Lady and the Cyborg
Substitute 또는 모든 Lunch Lady
시리즈 도서

2011

DiCamillo, Kate

Elliot, Rebecca

Harley, Bill

Holm, Jennifer
Jones, Noah

Kirby, Stan

Krosoczka, Jarrett

2005

2015

2013

2014

20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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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능, 숙제 회피, 친구 등과 같은 아동들의 관심 주제에 대해 묘사한 엉뚱한
시집입니다.
Miss Daisy 의 독특한 방법의 가르침은 2 학년 학생들, 특히 배우는데 관심이
없는 A.J 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Charlie Bumpers 는 4 학년 담임 교사와 친해질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을
확신하고 단정하며 정숙한 행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선생님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 항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웅인 "Super Amoeba"의 만화책을 즐기는 온순한 아메바,
Squish 는 가장 친한 친구가 따돌림을 당할 때 그의 영웅을 따라하려 합니다.
냉장고를 통해 Land of Fake-Believe 에 떨어진 Princess 는 Moldylocks 라는
소녀를 만나 세 명의 수염맨 집으로 칠리를 먹으러 갑니다 - 하지만 이
수염맨들이 친구를 납치하게 되고 Princess 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학년 Eugene 과 그의 가족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오고 새로운 학교에
등교합니다. 그는 납치된 학급 애완 동물 햄스터를 구하기 위해 또 다른
자아인 Captain Awesome 영웅으로 변신합니다.
학교 식당 아주머니는 모든 인기있는 선생님들을 로봇으로 교체하려는
악마의 음모를 알아내는 비밀 범죄 요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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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o, Cindy

Let’s Get Cracking 또는 모든
Kung Pow Chicken 시리즈 도서

2014

McDonald, Megan

Judy Moody, Mood Martian 또는
모든 Judy Moody 시리즈 도서
Have a Hot Time, Hades! 또는
모든 Myth-o-Mania 시리즈 도서
I Am Martin Luther King, Jr.
또는 모든 Ordinary People
Change the World 시리즈 도서
Fairest of All 또는 모든
Whatever After 시리즈 도서
Dinosaurs Before Dark 또는
모든 Magic Tree House 시리즈
도서
Junie B. Jones and the Stupid
Smelly Bus 또는 모든 Junie B.
Jones 시리즈 도서
Big Nate: In a Class by Himself
또는 모든 Big Nate 시리즈 도서

2014

Pennypacker, Sara

Clementine’s Letter 또는 모든
Clementine 시리즈 도서

2009

Silverstein, Shel

Where the Sidewalk Ends 또는
저자의 모든 아동 시집
Out from Boneville 또는 모든
Bone 시리즈 도서
Lost Treasure of the Emerald Eye
또는 모든 Geronimo Stilton
시리즈 도서
Frankie Pickle and the Closet of
Doom 또는 모든 Frankie Pickle
시리즈 도서

1974

McMullen, Kate
Meltzer, Brad

Mylnowski, Sarah
Osborne, Mary Pope

Park, Barbara

Peirce, Lincoln

Smith, Jeff
Stilton, Geronimo
또는 Thea Stilton
Wright, Eric

2012
2016

2012
1992

비상한 수퍼 영웅인 Gordon Blue 와 그의 남동생 Benny 는 힘없는 닭들의
깃털을 빠지게 만들어 도시를 과자를 가득 매운 Goosebumps 할머니로부터
Fowladelphia 를 구해야 합니다.
“거꾸로 날”에 Judy 는 변화를 위해 자신의 심통스러운 성격을 뒤집어
행복하게 바꿉니다.
현대적으로 각색한 이 이야기에서 Hades 는 어떻게 저승의 왕이 되고 Zeus 는
어떻게 신들의 왕이 되었는지를 Hades 의 관점에서 들려줍니다.
Martin Luther King Jr.가 어떻게 인권 운동을 비폭력적으로 주도했는지를
다루는 전기입니다.
10 살 Abby 와 오빠 Jonah 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 후 Snow White 동화
나라로 들어가는 신기한 거울을 발견합니다.
8 살 Jack 과 그의 여동생 Annie 는 magic treehouse 를 발견하고 공룡이 살던
고대 시간으로 급하게 떠납니다.

1992

어린 소녀는 자신의 언어로 유치원 시작에 대한 감정과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지 않기로 결정한 후 한 일에 대해 설명합니다.

2010

자신감 넘치는 중학생 Nate Wright 는 같은 날 모든 선생님으로부터 방과 후
체류 조치를 받지만 이 벌칙을 상으로 여깁니다.
어린 남동생에게 새로운 채소 이름을 지어주는 8 살 Clementine 은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이 평생에 한 번 있는 이집트 연구 여행에 뽑히지 않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TV 로 변해버린 소년과 고래를 삼킨 소녀는 저자가 직접 그린 유머스러운
시집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입니다.
세 명의 Bone 사촌들의 모험을 만화로 묘사한 시리즈 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Geronimo 의 여동생 Thea 가 먼 섬나라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보여주는 낡고
신비로운 지도를 발견하자 Rodent’s Gazette 갱단은 어쩔 수 없이 보물찾기
여행에 동참합니다.
4 학년 Frankie Piccolini 는 자신의 매우 지저분한 방을 청소하는 시간을
상상해 보지만 결국 그냥 지저분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
200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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