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여름 독서 프로그램
권장 도서 목록
초등학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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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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berger, Tom

Strange Case of Origami Yoda 또는 모든
Origami Yoda 시리즈 도서. 동일 저자의
Qwikpick Papers 및 Inspector Flytrap 를
포함한 다른 시리즈 도서
World According to Humphrey 또는 모든
According to Humphrey 시리즈 도서
Out of Bounds 또는 모든 Fred Bowen
Sport 시리즈 도서
Ramona the Brave 또는 저자의 모든
청소년 도서

2010

6 학년 Dwight 는 종이로 접은 요다 인형이 미래를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중학교 적응을
위해 Tommy 와 그의 친구들은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2004

Dahl, Roald

The BFG 또는 저자의 모든 청소년 도서

1982

Davies, Jacqueline

Lemonade War 또는 모든 Lemonade War
시리즈 도서

2009

Duprau, Jeanne

City of Ember 또는 모든 Book of Ember
시리즈 도서

2003

26 호에 사는 햄스터 Humphrey 는 주말 동안 매주 다른 학생의 집을 방문하여 많은
모험을 합니다.
Nate 의 축구팀은 숙적인 Monarchs 와의 치열한 우승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Nate 의
이모는 우승보다 진정한 스포츠맨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Ramona 는 모든 일에 열정적이지만 자신을 이해 못하는 선생님, 고자질쟁이 학급
동료들,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갈 때 따라오는 무서운 개로 인해 모두가 바라는 성숙한
소녀처럼 행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BFG 는 아주 특별한 거인입니다. Sophie 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거인이 꿈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발견한 후 그의 마법 세계로 이끌려 갑니다.
4 학년생 Evan Treski 는 매우 사교적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대화를 잘합니다. 하지만
여동생 Jessie 를 다루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레모네이드 가판대 때문에 둘은
싸우게 됩니다.
인간 생존을 위해 건설된 Ember 도시는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Ember 도시는 조만간
어둠으로 뒤덮일 수 있습니다.

Friedman, Laurie

Mallory vs. Max 또는 모든 Mallory
시리즈 도서

2005

Mallory 의 부모님이 남동생 Max 에게 강아지를 사준다고 약속하자 Mallory 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모든 관심을 독차지할 강아지가 오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Gallagher, Diana

Friends Forever 또는 모든 Complicated
life of Claudia Cristina Cortez 시리즈
도서
Spy School 또는 모든 Spy School 시리즈
도서. 동일 저자의 Moon Base Alpha 를
포함한 다른 시리즈 도서.
Charlie Joe Jackson's Guide to Not
Reading 또는 모든 Charlie Joe Jackson
시리즈 도서
Zita the Spacegirl 또는 모든 Zita the
Spacegirl 시리즈 도서

2008

Claudia 와 친구들은 치어리더를 좋아하지 않지만 친구 Monica 는 입단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합니다. Monica 가 입단을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Claudia 와
친구들은 Monica 를 응원해 줄 수 있을까요?
비밀 요원 공부벌레가 유명한 요원이 될 수 있을까요? Ben Ripley 는 비밀 요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Ben Ripley 는 아직 중학생이지만
이미 그는 희망 직업을 결정하였습니다: 오직 C.I.A.
Charlie Joe 의 친구 Timmy McGibney 가 그를 감싸주기 힘들다고 결정하자 Charlie
Joe 는 완벽을 유지하기 위해 무모한 방법에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Birney, Betty
Bowen, Fred
Cleary, Beverly

Gibbs, Stuart

Greenwald, Tommy

Hatke, Ben

2015
1975

2012

2012

2011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외계인에게 납치되자 Zita 는 친구를 구하기로 결정하고 낯선
행성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친구를 구출하기 위한 탐사를 통해 그녀는 은하계
간의 영웅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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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uishi, Kazu

The Stonekeeper 또는 모든 Amulet
시리즈 도서

2013

Korman, Gordon

Swindle 또는 모든 Swindle 시리즈 도서.
동일 저자의 Hypnotists, Masterminds,
Titanic, Everest 또는 다른 시리즈 도서
Rescue on the Oregon Trail 또는 모든
Ranger in Time 시리즈 도서
Weird but True 또는 모든 Weird but True
시리즈 도서

2009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기계 토끼, 말하는 여우, 거인 로봇과 두 명의 어린이들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Emily 와 Navin 은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가지만 이 집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책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Griffin 은 사기꾼 수집가 때문에 백만 달러의 야구
카드를 빼앗깁니다. 훔치는 것 외에는 다시 가져오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Flutter & Hum: Animal Poems = Aleteo y
Zumbido: Poemas de Animales 또는 다른
청소년 시집
I Funny 또는 모든 I Funny 시리즈 도서.
동일 저자의 House of Robots and Middle
School 을 포함한 다른 시리즈 도서.

2015

Selfors, Suzanne

Sasquatch Escape 또는 모든 Imaginary
Veterinary 시리즈 도서

2013

Smith, Jeff

Out from Boneville 또는 모든 Bone
시리즈 도서

2005

Snicket, Lemony

Bad Beginning 또는 모든 Unfortunate
Events 시리즈 도서

1999

Tarshis, Lauren

I Survived the Bombing of Pearl Harbor,
1941 또는 모든 I Survived 시리즈 도서

2011

Messner, Kate
National Geographic

Paschkis, Julie

Patterson, James

2015
2009

2012

어느날 구조견 Ranger 는 이상한 구급 상자를 정원에서 발견하고 Oregon Trail 을
여행하는 소년 Sam Abbott 를 만나게 되는 1850 년으로 시간 이동을 합니다.
Weird but True 는 많은 독자들이 처음 접하는 기발하고 재미있는 사실을 다룬 National
Geographic Kids 의 인기 있는 페이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땅콩버터를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알고 있나요? 왜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붕어는
43 살까지 살았나요? 세계에서 가장 긴 비누 방울은 학교 버스 4 대의 길이와 같았나요?
영어와 서반어로 된 즐거움이 넘치는 시집에서 여러 동물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볍게 움직이며 흥얼거리고 춤추고 스트레칭하고 기어나니고 뛰어오릅니다.
중학생인 Jamie Grimm 은 모든 일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마을에 새로 온 Jamie 는 이모, 이모부 그리고 Jamie 를
최대한 엉망으로 만들고 휠체어를 멈추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사촌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Ben Silverstein 은 지루한 여름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고양이는
부상당한 아기 용을 보여줍니다. Ben 과 그의 새 친구 Pearl 은 용을 이상한 동물병원인
Dr. Woo's Worm Hospital 로 데려갑니다.
Boneville 을 떠난 Fone Bone, Phoney Bone, Smiley Bone 은 서로 흩어져 광활한 인적
없는 사막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경이롭고 무서운 동물들이 사는
깊은 숲 계곡으로 들어갑니다.
독자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 책은 매우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매우 불운한 3 명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Baudelaire
형제자매들은 애교 있고 똑똑하지만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나날을 보냅니다. 첫
페이지부터 아이들은 우울한 소식을 접하고 이야기 전체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삼남매에게 불운이 따라다닌다고 말하곤 합니다.
세계는 갈라지고 세계 2 차 대전이 공식적으로 미국을 강타할 때 11 살 Danny Crane 은
하와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해변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폭탄, 연기, 잔혹하게 파괴된
날의 한가운데에서 Danny 는 어떻게 집을 찾아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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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hjian, Janet

My Life as a Book 또는 모든 My Life
시리즈 도서

2011

Tayleur, Karen

Famous! the awesome life of David
Mortimer Baxter 또는 모든 David
Mortimer Baxter 시리즈 도서
Kristy's Great Idea 또는 모든 Babysitter's
Club 시리즈 도서

2009

Derek 의 부모님이 그를 학습 캠프로 보내기로 결정하자 Derek 의 즐거운 여름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Derek 을 위해 엄마는 Calvin & beloved Hobbes
말고 "진정한" 책을 읽으라고 채근합니다.
David Mortimore Baxter 의 계속되는 거짓말이 그를 곤경에 처하게 합니다. 부모님은
David 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애견 Boris 를 멀리 보내겠다고 겁을 줍니다. 멍멍!

Turnage, Sheila

Three Times Lucky 또는 모든 Mo & Dale
미스터리

2013

Watson, Jude

How to Steal a Fortune 또는 모든
Loot 시리즈 도서

2015

Watson, Tom

Stick Dog 또는 모든 Stick Dog 시리즈
도서
One Crazy Summer 또는 모든 Gaither
Sisters 시리즈 도서

2013

Day of the Iguana 또는 모든 Hank Zipzer
시리즈 도서. Here's Hank 를 포함한 또
다른 시리즈
모든 Virginia Readers' Choice 의 과거
또는 현재 도서
아동 도서 수상 목록에 있는 도서

2003

Telgemeier, Raina

Williams-Garcia,
Rita

Winkler, Henry

2006

2011

Kristy 는 가장 친한 친구들인 Mary Anne 과 Claudia 와 함께 베이비시터 클럽을
구상하지만 아이 돌보는 일 말고도 여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친구 Stacy 는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Mo LoBeau 가 아기일 때 허리케인에 휩쓸려 해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6 학년인
그녀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그녀가 알고 있는 유일한 가족을 구하기 위해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어느 안개 낀 밤, 도둑 고양이 Archibald McQuinn 은 지붕에서 젖은 도로로 떨어집니다.
그는 그의 아들에게 "보석 찾기"라는 두 단어를 꺼냅니다. 하지만 March 는 아버지가
장물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쌍둥이 여동생, Jules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벽한 햄버거를 찾는 Stick Dog 의 서사적 탐색을 따라 갑니다. 코믹한 글과 막대기
모양의 그림 때문에 책 읽기 싫어하는 독자들도 금방 이야기에 빠져버립니다!
11 살 Delphine 은 7 년 전 어머니가 떠난 후 두 명의 여동생에게 엄마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두 여동생이 Delphine 과 여름을 보낼 때 그녀는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신나는 여름 동안 그들은 가족, 나라, 그들 자신에 대해 많을 것을
배우게 됩니다.
Hank 는 과학 과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작동이 느린 케이블 박스를 분해하기로
결심했지만 여동생의 애완 동물 이구아나가 실수로 그 곳에 알을 낳아버립니다.
Hank 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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