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여름 독서 프로그램
권장 도서 목록
초등학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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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en, Carl

Quarterback Rush 또는 모든
Sports Illustrated Kids Graphic
Novel 도서

2015

Brallier, Max

The Last Kids on Earth 또는
모든 Last Kids on Earth
시리즈 도서
Mission: Polar Bear Rescue,
또는 The Story of Seeds, 또는
Sniffer Dogs: How Dogs Save
the World
Ziggy and the Black Dinosaurs:
The Buried Bones Mystery 또는
모든 Ziggy and the Black
Dinosaurs 시리즈 도서
Mrs. Meyer is on Fire! 또는
모든 My Weird School 시리즈
도서
Babymouse: Queen of the
World! 또는 모든 Babymouse
시리즈 도서
Amulet Book 1: The
Stonekeeper 또는 모든 Amulet
시리즈 도서
Savvy 또는 모든 Savvy 시리즈
도서
Key Hunters: The Mysterious
Moonstone 또는 모든 Key
Hunters 시리즈 도서
Who Was Harriet Tubman?
또는 모든 Who Was…?
시리즈 도서

2015

Castaldo, Nancy

Draper, Sharon

Gutman, Dan

Holm, Jennifer

Kibuishi, Kazu

Law, Ingrid
Luper, Eric

McDonough, Yona
Zeldis

주석
Otters 는 미식 축구 연습을 빠지고 게임은 계속 지고 있습니다. 와이드 리시버
Steve Michaels 는 스스로 좌절감을 극복하고 쿼터백 Aaron Corbin 을 도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치 우승자인 것처럼 경기합니다.
세상을 파멸하는 괴물이 도시를 점령하자 13 살 Jack Sullivan 은 Blarg 라는
무시무시한 머리 좋은 괴물을 소탕하기 위해 친구들과 팀을 구성합니다.

2014

Mission: Polar Bear Rescue 는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이 마주한 생존 도전의
이야기와 실상을 알려주고 아동들이 북극곰 보존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2006

동네 농구장이 파손되자 Ziggy 와 그의 친구들은 Black Dinosaurs 라는 클럽 결성을
결심하고 Ziggy 의 뒷 마당에 클럽하우스를 만듭니다.

2016

지역 소방서에서 일하는 Mrs. Meyer 는 Ella Mentry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에
대해 알려주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엉뚱한 전문가입니다. 그녀는 지나칠
정도로 불을 좋아합니다.
상상력이 넘치는 쥐는 온 세상의 여왕이 되는 것을 꿈꾸지만 가장 인기있는
여학생의 잠옷 파티에 초대받은 것에 만족합니다.

2005

2008

Emily 와 Navin 은 엄마를 따라 악마, 로봇, 말하는 동물들이 거주하는 지하 세계로
여행을 떠납니다.

2008

Savvy 는 Mibs Beaumont 가 13 세 생일을 맞이하여 각각의 가족원들에게 그녀의
"특기", 즉 독특한 마력을 밝히는 그녀의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Cleo 와 Evan 은 도서관 사서가 뒷문으로 사라지자 호기심이 발동하여 비밀 책이
가득한 마술 도서관으로 사서를 따라간 후 이전 사서가 책 속에 갇혀 있다는 것과
그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글자를 발견합니다.
노예 제도에서 도망치고 다른 노예들이 자유를 누리도록 지하 철도를 통해
북쪽으로의 피신을 수 없이 도와준 19 세기 여성의 전기입니다.

20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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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 & Claw: Forest of
Wonders 또는 모든 Wing &
Claw 시리즈 도서
Big Nate Blasts Off 또는 다른
Big Nate 시리즈 도서
Story Thieves 또는 모든 Story
Thieves 시리즈 도서

2016

Raffa 가 출입이 금지된 깊은 숲속에서 발견한 희귀한 머루나무에서 치료약을
만들자 그가 구해준 박쥐는 아주 다른 존재로 변신합니다.

2016

Rodkey, Geoff

The Tapper Twins Go to War
(with Each Other) 또는 모든
Tapper Twins 시리즈 도서

2015

Sachar, Louis

Fuzzy Mud 또는 저자의 모든
아동 도서
Bollywood Burglary 또는 모든
Geronimo Stilton 시리즈 도서

2015

Tornado Terror 또는 모든 I
Survived: True Stories 시리즈
도서
Mission Titanic 또는 모든 39
Clues 시리즈 도서

2017

Randy Betancourt 와 싸운 것이 학교 신문에 발표되자 Big Nate 에게는 방과 후
체류보다 더 나쁜 문제가 생깁니다.
학급 동료 Bethany 가 학교 도서관의 책 속에서 기어나오는 것을 볼 때까지
Owen 은 Kiel Gnomenfoot 신비한 모험 시리즈를 읽는 것 외에는 지루한 일상을
보내지만 Owen 은 반 가상의 인물인 Bethany 가 가상의 인물인 실종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모든 책을 탐색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New York City 의 12 살 쌍둥이, Reese 와 Claudia 간의 기록 형태의 녹음, 문자
메시지, 사진, 삽화, 스크린샷 및 더 나아가 서사적 재미를 통해 전하는 구술
역사입니다.
Fuzzy Mud 는 2 명의 중학생들이 지름길로 하교하면서 전 세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진흙처럼 생긴 물질을 발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중한 루비를 보호해 달라는 Bollywood 배우의 요청에 따라 Geronimo Stilton 과
Hercule Poirat 는 부족한 연기력에도 불구하고 여주인공의 영화에서 배역을 맡게
되지만 익명의 도둑이 루비를 훔쳐 달아나자 겁에 질립니다.
Missouri 주 Joplin 의 무서운 폭풍에서 생존한 두 명의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폭풍에 대한 실상 및 폭풍을 연구하는 유명한 과학자와 폭풍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프로필이 들어있습니다.
권력을 쥔 Cahill 집안의 가장인 17 살 Ian Kabra 는 역사의 가장 큰 재앙 4 개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단서를 해독하기 위해 Amy 와 Dan 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Park, Linda Sue

Peirce, Lincoln
Riley, James

Stilton, Geronimo

Tarshis, Lauren

Watson, Jude

20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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