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여름 권장 도서
권장 도서 목록
6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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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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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S 여름 독서 프로그램 권장 도서 목록
6 학년
저자

제목

출판 일

주석

Ignatow, Amy

Research for the Social
Improvement and General
Betterment of Lydia
Goldblatt & Julie GrahamChang 또는 모든 Amy
Ignatow 도서
I, Q: Book One:
Independence Hall 또는
모든 Roland Smith 도서
Masterminds 또는 모든
Gordon Korman 시리즈
도서
Two Miserable Presidents:
Everything Your
Schoolbooks Didn’t Tell You
About the Civil War 또는
모든 Steve Sheinkin 도서
The Bronze Key 또는 Holly
Black 의 Magisterium
시리즈 도서
Terrible Typhoid Mary: A
True Story of the Deadliest
Cook in America 또는 모든
Susan Campbell
Bartoletti 의 중학교 도서
Divergent 또는 모든
Veronica Roth 의 시리즈
도서
The Lightning Thief 또는
모든 Percy Jackson 도서 및
Rick Riordan 의 Olympians
시리즈 도서

2010

가장 친한 친구 Lydia 와 Julie 는 중학교 준비를 하면서 인기에 대해 연구합니다.

2008

Q 와 새 이복 여동생은 필라델피아의 스파이와 테러리스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015

Eli 와 친구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DNA 를 사용한 실험
결과를 알게 될 때까지 뉴멕시코주, Serenity 에서 매우 평온한 일상을 보냅니다.

2008

(비소설) 사실적이고 매혹적인 때로는 심지어 남북 전쟁을 초래한 사건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2016

Callum 은 그의 브론즈 해에 Magisterium 으로 돌아오지만 그의 학생 제자 한 명이
살해되자 살인 사건에 연류됩니다.

2015

(비소설) 1900 년대 초 갑자기 장티푸스에 수십 번 감염된 요리사 Mary Mallon 의
실화 및 그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의사와 과학자들의 노력을
다룬 내용입니다.

2011

반이상향 사회에 살고 있는 십대 한 명은 정직, 무아, 용감, 평온 및 총명과 같은
고유의 특성을 보이는 사회 당파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길목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Percy 는 그의 아버지가 바다의 신 포세이돈임을 발견하고 다른 신의 자녀들과 함께
Camp Half-Blood 에 참여합니다.

Smith, Roland

Korman, Gordon

Sheinkin, Steve

Black, Holly

Bartoletti, Susan
Campbell

Roth, Veronica

Riordan, Ric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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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목

출판 일

주석

Swanson, James

Chasing Lincoln's Killer
또는 모든 James
Swanson 의 중학교 도서
Garvey's Choice 또는 모든
Nikki Grimes 의 중학교
시집
Paintball Problems 또는
모든 Jake Maddox 의
중학교 운동 도서
Drum Dream Girl 또는
모든 Margarita Engle 도서
Play Ball! 또는 모든 Matt
Christopher 도서
Smile 또는 모든 Raina
Telgemeier 의 중학교 도서
The Lost Kingdom of
Bamarre 또는 모든 Gail
Carson 의 중학교 도서
Who Was Harriet Tubman?
또는 다양한 저자의 Who
Was 시리즈 도서
The Mighty Miss Malone
또는 모든 Christopher Paul
Curtis 도서
Seeing Red 또는 모든
Kathryn Erskine 도서
The Girl Who Drank the
Moon 또는 모든 Kelly
Barnhill 도서
Weedflower 또는 모든
Cynthia Kadohata 도서

2009

(비소설) Abraham Lincoln 암살 후 John Wilkes Booth 사건의 진상을 다룹니다.

2016

이 소설에서 Garvey 는 자신의 관심사와는 정반대로 운동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관심사를 절충해야 합니다.

2013

Max 의 여름 계획은 학교 불량배가 페인트 볼 리그에 참가하면서 차질이 생깁니다.

2015

1920 년대 쿠바의 어린 소녀는 여자 아이들도 드럼을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린이 리그 야구 세계 대회 우승은 사촌 Liam 과 Carter 에게 달려 있습니다.

Grimes, Nikki

Maddox, Jake

Engle, Margarita
Christopher, Matt
Telgemeier, Raina
Carson, Gail

다양한 저자

Curtis, Christopher
Paul
Erskine, Kathryn
Barnhill, Kelly

Kadohata, Cynthia

2013
2010
2017

(만화 소설) Raina 는 사고로 앞니가 빠집니다—하지만 이것은 Raina 가 중학교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 중 한 가지일 뿐입니다.
Peregrine 는 Latki Lord Trove 의 딸로 성장했지만 그녀는 실제로 Bamarre 출생이고
Bamarre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02

(비소설) 지하 철도를 통해 자유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인솔한 탈출한 노예,
Tuban 과 같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간결하고 재미있는 전기입니다.

2012

Deza 및 그녀 가족은 대공황 기간 동안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인디애나주를 떠나
미시간주로 갑니다.

2013

1970 년대 인종 차별이 있는 버지니아주에서 Frederick 어머니는 돌아가신 Frederick
아버지의 차 수리 사업을 팔려고 하지만 Red 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기 때 숲 속에 버려진 Luna 는 마귀와 늪 괴물과 (작은) 드레곤에 의해 길러지지만
그녀가 13 세 생일이 다가오면서 생겨난 마법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2016

2006

제 2 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계 미국인 Sumiko 와 가족은 켈리포니아주 가족
농장에서 아리조나주 강제 수용소로 이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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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년
저자

제목

출판 일

주석

Alexander, Kwame

Out of Wonder 또는 모든
Kwame Alexander 의
중학교 도서
The School for Good and
Evil 또는 모든 Soman
Chainani 시리즈 도서.

2016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시인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20 개의 수집한 시를
보여줍니다.

2013

Green, Tim

Baseball Genius 또는 모든
Tim Green 의 중학교 도서.

2017

Hiaasen, Carl

Skink, No Surrender 또는
모든 Carl Hiaasen 의 중학교
도서

2014

Jarrow, Gail

Fatal Fever 또는 모든 Gail
Jarrow 의 중학교 비소설
도서

2015

Johnson, Varian

The Great Greene Heist 또는
모든 Varian Johnson 도서

2014

Lai, Thanhha

Listen, Slowly 또는 모든
Thanhha Lai 도서

2015

Sophie 의 유리 구두와 좋은 행동에 대한 헌신으로 그녀는 School for Good 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고 이전 학생인 Cinderella, Rapunzel 및 Snow White 와 같은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압니다. 한편 Agatha 는 그녀의 볼품없는 검은 옷과 사악한 검은
고양이와 함께 School for Evil 의 악당으로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Jalen DeLuca 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아버지는 그가 원정팀을
지속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식당을 운영하며
비용을 충당할 만큼은 벌지만 모든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Jalen 은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New York Yankees 의 유명한 2 루수 James
Yager 집으로 몰래 들어가 개인 소장 배팅 보관 장소에서 공 몇 개를 훔칩니다. 그
물건을 팔면 팀에 계속 머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별난 이전 주지사의 도움으로 십대 소년은 광활한 플로리다주에서 잃어버린 사촌을
찾고 있습니다. 기숙사 학교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Malley 는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합니다. Richard 는 그녀가 찾기 전에 그의 사촌이 곤경에 빠진 것을
압니다. Wild Skink--초라한 외꾸 눈의 이전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그가 Malley 를
추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확실한 배신자입니다. Richard 가 조수서에 타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은 심한 폭풍우, 날뛰는 돼지, 날아다니는 총알 및 거대한 악어에도
굴하지 않고 주를 누빕니다.
(비소설) 1900 년대 초 미국에서 매년 장티푸스로 인해 수천 명이 사망할 때 Mary
Mallon 은 몇몇 잘 알려진 New York 가정에 요리사로 취직하였습니다. 몇몇 가족
식구들에게 장티푸스가 발병하자 Mary 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녀는 치명적인
박테리아 확산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이는 전염의 경로를 발견한 역학자 Typhoid
Mary 와 그녀의 운명을 결정한 보건부에 대한 흥미진진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Jackson Greene 은 Maplewood 중학교에서 장난꾸러기로 소문이 났지만 마지막 참사
후 그는 바르게 생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Keith Sinclair 가 Jackson 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Gabriela 로부터 학생 회장 선출을 뺏을 것처럼 보이자 Keith 가 성공할 수
없도록 팀을 구성합니다.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할머니의 조사를 돕는 Mai 는 가족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하는 한편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받아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Chainani, S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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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목

출판 일

주석

Levine, Kristin

The Lions of Little Rock 또는
모든 Kristin Levine 의
중학교 도서

2012

Magoon, Kekla

Camo Girl 또는 모든 Kekla
Magoon 의 중학교 도서

2011

Ryan, Pam Munoz

Echo 또는 모든 Pam Munoz
Ryan 의 도서

2015

Nielsen, Jennifer
A.

Mark of the Thief 또는 모든
Jennifer A. Nielsen 시리즈
도서

2015

Park, Linda Sue

Forest of Wonders in the
Wing & Claw 시리즈 또는
모든 Linda Sue Park 의
중학교 시리즈 도서

2016

Paulsen, Gary

Fishbone’s Song 또는 모든
Gary Paulsen 도서

2016

Preller, James

The Fall 또는 모든 James
Preller 의 중학교 도서

2015

Roman, Dave

Slappy’s Tales of Horror
또는 모든 Dave Roman 의
만화 소설

2015

1958 년 아칸사스주 Little Rock 에서 부끄러움이 너무 많은 12 살 Marlee 는 학교 인종
차별 폐지로 인해 분열된 도시와 가족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와 우정을 나누는
새로운 학생 Liz 는 인종 차별에 반대하는 그녀의 목소리와 투쟁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라스베가스 근교 교외를 배경으로 어린 소녀는 두 세계 사이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유일한 다른 흑인 소년으로 인기있는 새로운 소년에
끌립니다 - 하지만 그녀와 비슷한 낮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이고
비교할 수 없는 우정을 나눈 괴짜 소년에 대한 마음도 변함없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숲에서 길을 잃어 혼자가 된 Otto 는 3 명의 신비스러운 자매를 만나고
갑자기 예언, 약속, 하모니카와 관련된 퍼즐 문제와 얽혀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수십 년 후 독일 Friedrich, 펜실바니아주 Mike, 켈리포니아주 Ivy 는 결국 매우 동일한
하모니카가 그들의 삶에 들어왔을 때 서로 뒤섞이게 됩니다. 모든 아동들은 아버지
구출, 형제 보호, 가족 유착과 같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운명의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려 그들의 각자 이야기는 최고조에 도달합니다.
Nic Calva 와 그의 여자 형제는 로마 외곽 지역 광산에서 일하는 노예입니다. Nic 이
Julius Caesar 의 보물을 찾기 위해 광산 중 한 곳으로 들어가도록 강요당할 때 그는
기대보다 훨씬 굉장한 마술 부적을 발견합니다. Nic 이 자유를 갈망하는 본인을 위해
부적을 지니게 되고 그는 로마를 파괴할 수 있는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Raffa Santana 는 항상 신비한 불가사의 숲을 사랑했습니다. 그처럼 재능 있는 젊은
약제사는 모든 잎으로 일종의 마법을 발휘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Raffa 의 신중한
아버지가 그에게 자유롭게 실험하도록 허용한다면 Raffa 는 마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상당한 박쥐가 Raffa 의 삶에 들어오자 그는 깊은 숲속에서 발견한
희귀한 진홍색 포도나무에서 치료약을 발명합니다. 포도나무의 위력은 Raffa 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그의 치료법은 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엄청난
결과의 초래와 함께 일반 박쥐보다 좀 더 다르게 변합니다.
깊은 숲 속 낡은 오두막집에 노인과 그가 혼자 키우는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려
깊은 노인은 소년에게 자연의 힘 및 자연에서 사는 법과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자연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Fishbone’s Song 에서 이 소년은 자신을 길러준
신비한 노인과 모든 진실, 그러나 매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 추억을 회상합니다.
Sam 은 따돌림으로 인한 학급 교우 Morgan Mallen 의 자살에 관해 일기를 쓰면서
자신은 그녀의 친구였는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녀를 무시하고 온라인에서 괴롭혔던
학생들 중 한 명이었는지를 생각합니다.
(만화 소설) 두 형제가 지역의 전설을 조사하고 가족에 관한 끔찍한 비밀을 발견한
"Ghost Beach”를 포함한 유명한 Goosebumps 이야기 속 인물들이 등장하는 짧은 만화
소설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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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목

출판 일

주석

Romero, Jordan

No Summit Out of Sight: The
True Story of the Youngest
Person to Climb the Seven
Summits

2016

Schmidt, Gary

Okay for Now 또는 모든
Gary Schmidt 중학교 도서

2011

Shetterly, Margo
Lee

Hidden Figures: The
American Dream and the
Untold Story of the Black
Women Mathematicians Who
Helped Win the Space Race
Courage Has No Color 또는
모든 Tanya Lee Stone
비소설 도서
Save Me a Seat 또는 모든
Sarah Weeks 중학교 소설

2016

(비소설) 에베레스트 산의 위험으로 인해 수많은 산악인들이 목숨을 잃지만 13 세
소년 Jordan Romero 는 13 세에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5 세에
그는 모든 대륙의 가장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확고한 의지와 역경에
대한 결단을 통해 꿈을 이루는 Jordan 의 도전을 격려하는 실화입니다.
14 세에 새로운 동네로 이사한 Doug 은 친구도 없고 학대하는 아버지와 별 볼일 없는
형이 있습니다. 그는 Lil Spicer 에서 불같은 젊은 아가씨인 동맹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함께 공공 도서관의 안전한 천국과 John James Audubon 새의 접시에 대한
학습을 통한 영감 그리고 브로드웨이 무대에서의 재미있는 모험을 발견합니다.
(비소설) 미국의 우주 분야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의 일부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
NASA 에 근무한 흑인 여자 수학자들의 계산에 대한 놀라운 실화입니다.

Stone, Tanya Lee

Weeks, Sarah

2013

2016

(비소설)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 책은 555
낙하산 보병 대대에서 군대의 한계를 넘어선 흑인 Triple Nickles 의 용기와 고집을
다룬 연대기입니다.
Ravi 는 인도에서 미국으로 막 이주한 학급에서 항상 최고였던 학생입니다: Joe 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같은 동네에 살고 학습에 문제가 있습니다--하지만 이 둘은
5 학년 첫 주에 동일한 적 (학급에서 가장 아이들을 괴롭히는 학생)을 함께 마주하고
본인들의 삶을 통제할 필요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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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년
저자

제목

출판 일

주석

Bauer, Joan

Soar 또는 모든 Joan
Bauer 의 중학교 도서

2016

Bodeen, S. A.

The Raft 및 S.A. Bodeen 의
Shipwrecked Island 시리즈
도서
Code Talker 또는 모든
Joseph Bruchac 의 중학교
도서
The Hunger Games 또는
모든 Suzanne Collins 도서

2013

Davies, Jacqueline

Nothing but Trouble 또는
모든 Jacqueline Davies
도서

2016

Elliott, L. M.

Across a War-Tossed Sea
또는 모든 L.M. Elliott
도서

2014

Haddix, Margaret

In Over Their Heads 또는
모든 Margaret Haddix 도서

2017

Hale, Shannon

Real Friends 또는 모든
Shannon Hale 도서

2017

Jeremiah 는 세계에서 가장 야구를 좋아하는 팬입니다. 그는 정말 야구를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Jeremiah 는 심장
수술 후 야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다음으로 잘하는 것을 하자고
결심하고 코치가 되었습니다. Jeremiah 는 막 이주한 동네에 좋지 않은 소문이 있고
야구를 거의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도시와 경기로 복귀하는 팀을
되찾기 위해 Jeremiah 와 그의 할 수 있다는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Robie 의 비행기가 Honolulu 와 그녀의 동네 Midway Atoll 사이를 내려갈 때 15 살인
그녀는 생존한 부조종사 Max 와 함께 새는 뗏목에 합승한 채 물에 젖고 탈진하고
혼란스럽고 웅크린 자신을 발견합니다.
Navajo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백인이 운영하는 기숙사 학교에서 공부한 후 Ned
Begay 와 다른 Navajo 남자들은 제 2 차 세계 대전 중 자신의 본토 언어로 전달문을
보내는 Code Talkers 가 되도록 해병대로부터 모집됩니다.
우연히 16 살 Katniss Everdeen 은 텔레비젼으로 중계되고 Capitol 에서 주최하는
잔인한 경쟁인 죽음을 맞서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서로 적이 되어 싸우는 연례
Hunger Games 의 도전자가 됩니다.
Maggie 동네는 그녀가 광대한 과학적 사고를 하기에는 항상 너무 작은 곳입니다.
Maggie 의 어리석은 엄마와 심술궂은 할아버지 그리고 평생 냉장고에 소다를
공급하는 일은 그녀가 변화를 상상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창의적 정신과
별난 관점을 가진 Lena 가 이사오면서 중학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두 명의
똑똑한 소녀는 한 번의 엄청난 장난으로 동네에 살기로 결정합니다.
1943 년 제 2 차 세계 대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litz 의 테러를 피하기 위해 10 살
Wesley 와 14 살 Charles 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탈출합니다. 몇 차례 독일 U 보트와
위험한 바다 횡단을 놓친 후 형제는 버지니아주에 도착합니다. 런던 소년들은 시골
농장 생활에 적응하며 문화적 충격을 받고 새로운 운동, 습관, 단어를 배우며 또한
인종 차별 및 괴롭힘에 맞섭니다.
쌍둥이 Nick 과 Eryn 은 곧 생기게 되는 의붓 형제의 실체에 관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로봇입니다. 쌍둥이와 그의 의붓 형제 및 양쪽 부모는 12 세
이상의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로봇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숲 속을
뛰어다닙니다.
(비소설) Shannon 과 Adrienne 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Adrienne 은 학급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학생이고 The Group 이라 부르는

Bruchac, Joseph

Collins, Suzanne

200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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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for the Murphys 또는
모든 Lynda Mullaly Hunt
도서
The Magician's Nephew
또는 모든 C.S. Lewis 의
Narnia 연대기 시리즈 도서

2012

Lu, Marie

Legend 또는 모든 Marie
Lu 의 Legend 시리즈

2011

Morpurgo, Michael

Half a Man 또는 모든
Michael Morpurgo 도서

2015

Pfeffer, Susan Beth

Life as We Knew It 또는
모든 Susan Beth Pfeffer 의
Last Survivors 시리즈 도서
Ghost 또는 모든 Jason
Reynolds 의 중학교 도서

2006

Ghosts in the Fog: The
Untold Story of Alaska’s
WWII Invasion 또는 모든
Samantha Seiple 의 중학교
비소설 도서
The Toymaker's Apprentice
또는 모든 Sherri L. Smith
도서

2011

Hunt, Lynda Mullaly

Lewis, C.S.

Reynolds, Jason

Seiple, Samantha

Smith, Sherri L.

1955

2016

2015

주석
친구들의 리더 Jen 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The Group 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Jen 의 첫 번째 친구가 되길 원하고 몇몇 여학생은 맨 위에 머물기 위해 모든
것. . .비록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것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만화 회고에서
Shannon Hale 은 그녀의 어릴 적 우정을 반영합니다.
Carley 는 그녀를 강제로 위탁 가정에 들어가도록 한 배신감으로 고통받은 후
사랑에 마음을 여는 것이 힘듭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담한 탐구 중에 두 명의 친구는 사악한 마녀가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 찾고 있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때 사자 Aslan 의
노래는 Narnia 로 알려지는 새로운 나라 구성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Narnia 와 함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한때 미국 서부는 이웃 국가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른 지금의 공화국 본거지입니다.
공화국의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에서 엘리트 가족으로 태어난 15 살 June 은 공화국의
가장 높은 군인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 다듬어진 신동입니다.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난 15 살 Day 는 그 나라에서 가장 찾고자 하는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범죄
동기는 생각하는 것만큼 악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Michael 은 그의 할아버지에게 매료되기도 하고 두려워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의 함선은 제 2 차 세계 대전 중에 어뢰 공격을 받아 그에게
끔찍한 화상을 남겼습니다. 성장하면서 Michael 은 여름 휴가 동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결국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는 근엄한 모습 뒤의 진정한 인간인 할아버지의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일기 전체를 통해 16 살 Miranda 는 전 세계에 엄청난 해일, 지진 및 화살 폭발을
야기한 유성과 달의 충돌 후 생존을 위한 가족의 역경을 기술합니다.
Ghost. Lu. Patina. Sunny. 이 4 명은 서로 부딪치면 폭발하는 개성을 지닌 아주 다른
배경의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뛰어난 중학교 육상팀에서 선발된
아이들입니다 - 이 4 명이 함께 행동할 경우 이 팀은 주니어 올림픽 선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잃은 것이 많지만 서로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도
증명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비소설) 이는 일본이 제 2 차 세계 대전 중 어떻게 알래스카주 Aleutian 군도를
침략하고 점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미국 역사의 작은
조각은 전쟁 중 가장 사상자가 많은 치열한 전투 중 하나에서 싸운 미국 및 일본
군인들과 함께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미국 민간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난감 제조 장인인 Stefan Drosselmeyer 는 Drosselmeyer 가족을 파괴하기로 맹세한
광적인 여왕 쥐 및 머리가 7 개 달인 왕자 쥐로부터 Boldavia 의 공주 및 유괴된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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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sterman, Neal

Tesla's Attic 또는 모든 Neal
Shusterman 의 Accelerati
Trilogy 도서

2014

Westerfeld, Scott

Uglies 또는 모든 Scott
Westerfeld 의 Uglies
시리즈 도서

2005

Woodson,
Jacqueline

Brown Girl Dreaming 또는
모든 Jacqueline Woodson
도서

2016

주석
아버지를 살리는 신화 속 너트를 찾기 위해 그의 불가사의한 사촌 Christian 에게
발탁됩니다. 원작 호두깍기 인형 발레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합니다.
토스터가 Nick 의 머리를 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14 살 Nick 과
아버지, 어린 남동생이 Tempa 에서 이사 온 콜로라도주 Springs 의 쓰러져가는
빅토리아풍 집의 쓰레기로 가득찬 다락에서 떨어졌습니다. Nick 은 가라지
세일에서 다락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을 처분합니다. Nick 은 자신이 판 물건이
Nikola Tesla 의 신비한 발명품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살인적 비밀 사회
Accelerati 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그것들을 되찾아야 합니다.
Tally 는 새로운 친구 Shay 가 16 살 소녀들을 화려한 미녀로 만드는 강압적 수술에
복종하기보다는 외부로 나가는 생명의 위협을 택하기로 결정할 때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되고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예쁨을 추구하는 세계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소설) 사우스 케롤라이나주와 뉴욕주에서 성장한 Jacqueline Woodson 는 항상 두
곳을 고향이라 생각했습니다. 생생한 시를 통해 그녀는 Jim Crow 의 잔재 및 인권
운동에 대한 인식의 성장과 함께 살아온 1960 년대와 1970 년대에 그녀가
흑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함께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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