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e William 카운티 공립학교
여름 권장 도서
권장 도서 목록
9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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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학년
저자

제목

출판일

주석

Alcott, Louisa May

Little Women 또는 모든 Lousia May Alcott
도서

2014

Burgan, Michael

Kenya 또는 모든 Michael Burgan 도서

2015

Cabot, Meg

All American Girl 또는 모든 Meg Cabot 도서

2008

Card, Orson Scott

Pathfinder 또는 모든 Orson Scott Card 도서

2013

Cass, Kiera

The Elite 또는 모든 Kiera Cass 도서

2013

Clare, Cassandra

Lady Midnight 또는 모든 Cassandra Clare
도서

2016

Condie, Allyson

Matched 또는 모든 Allyson Condie 도서

2010

Dashner, James

The Eye of the Minds 또는 모든 James
Dashner 도서

2014

Lupica, Mike

Fast Break 또는 모든 Mike Lupica 도서

2015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고 돈이 거의 떨어지자 March 자매들은 도움이 될 수는 없지만
상상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Meg 는 로맨스를 꿈꾸고 Jo 는 작가가 되기 원하고 Beth 는
피아노 치기를 원하고 Amy 는 세련된 여성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소녀들은 그들 삶의
첫 번째 위대한 사랑과 상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과 도전은 모두 다르지만
위안의 근원은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부담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자신의
부담이 반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케냐의 역사, 지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풍부한 문화, 전통과 아름다운 자연
지역을 얘기합니다.
대통령 암살 시도를 막은 10 학년 소녀는 유엔에 십대 외교관으로 임명되고 아주
귀여운 대통령 아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13 살 Rigg 는 다른 사람의 지난 과거를 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죽음 이후의 계시는 그에게 그의 운명을 통제하거나 그를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위협을 가져오는 위험한 시험이 됩니다.
“16 살 미국 가수는 선발 과정에서 경쟁하는 6 명 소녀들 중 한 명입니다--하지만
그녀가 Prince Maxon 및 Illean 왕관을 이기기 위해 싸우기 전 그녀는 진정으로
어디에서 거짓말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출반사 제공
Shadowhunters 를 망각의 위기에 몰아넣은 Heavenly Fire 의 사건이 발생한 지 5 년이
지났습니다. Emma Carstairs 는 이 이상 슬퍼하는 아이가 아니지만 젊은 여성은 무엇이
부모를 죽였는지를 찾고 잃은 것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녀 인생의
동반자로 함께 싸우는 Julian Blackthorn 와 함께 Emma 는 Sunset Strip 부터 Santa
Monica 해변을 때리는 마법의 바다까지 Los Angeles 전역에 펼쳐 있는 악마의 음모를
조사하기 위해 그녀의 머리와 마음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Cassia 는 그녀의 일생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Society 는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노는 시간과 방법, 일하는 장소, 사는 장소, 먹는 것과 입는 것, 죽는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Cassia 가 17 살이 되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친한
친구 Xander 와 짝이 될 때 그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녀 이웃
Ky 의 얼굴이 그녀의 짝 디스크에 보일까요?
“Michael 은 고급 기술의 세계에서 숙련된 인터넷 게이머입니다. 가상 공간의
테러범이 게이머를 위협하기 시작할 때 Michael 은 테러범을 찾아 그의 비밀을
밝히도록 요구받습니다”-- 출판사 제공.
12 살 Jayson 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야구와 생존에 전념하지만 결국 다른 인종들로
이루어진 풍족한 위탁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승 경기에서 이전 팀
동료와 직면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변화를 수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2 페이지
5/24/2019 개정

Park, Linda Sue

A Long Walk to Water 또는 모든 Linda Sue
Park 도서

2010

Pierce, Tamora

Trickster’s Choice 또는 모든 Tamora Pierce
도서
American Born Chinese 또는 모든 Gene
Yang 도서

2012

Yang, Gene

2006

1985 년에 수단 내전이 11 살 Salva 마을에 도달하자 그는 가족과 떨어지게 되고 다른
Dinka 부족원들과 함께 남수단, 에티오피아, 케냐를 통해 안전한 장소를 찾아
걸어가야 합니다. 1996 년 미국으로 이주한 후의 Salva Dut 의 삶을 바탕으로 수단에
우물을 파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Alianne 은 정치 계략 및 살인 음모가 만연한 궁중의 Copper Isles 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머니의 용기와 아버지의 재치를 불러와야 합니다.
대중 문화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중국계 미국인의 문제에 대해 3 가지 상호
연관된 이야기를 번갈아 제공합니다. 만화책 형태로 제공.

3 페이지
5/24/20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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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년
저자

제목

출판일

주석

Carter, Ally

Heist Society 또는 모든
Ally Carter 도서

2010

Dessen, Sarah

Lock and Key 또는 모든
Sarah Dessen 도서

2008

Draper, Sharon

The Battle of Jericho 또는
모든 Sharon Draper 도서

2003

Feinstein, John

Foul Trouble 또는 모든
John Feinstein 도서

2013

Higson, Charles

The Enemy 또는 모든
Charles Higson 도서

2009

Monster 또는 모든 Walter
Dean Myers 도서
This Dark Endeavor 또는
모든 Kenneth Oppel 도서

1999

십대 그룹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몇 가지 그림을 재탈환하기 위해 재능을 결합하여
사용하고 복수심에 가득 찬 수집가로부터 국제 예술 도둑인 15 살 Kat Bishop 의
아버지를 구합니다.
Ruby 가 그녀의 알콜 중독 어머니로부터 버려졌을 때 고등학교 졸업반인 그녀는
10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의 언니 Cora 와 함께 살게 되고 Cora 의 새로운 삶,
가족을 이루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 및 그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것을 배웁니다.
고등학교 11 학년인 16 살 Jericho 와 그의 사촌은 독특한 학교 클럽에 가입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시작부터 점점 굴욕감을 느끼자 Jericho 는 “평판이 좋은” 해당 클럽
가입을 통해 회원이 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학 모집 담당자들은 국내 고등학교 최고 야구 선수 Terrell Jamerson 을 데려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이들 모두가 정당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Terrell 이
경기에 계속 나가기 원한다면 빠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출판사 제공.
질병으로 인해 16 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뇌가 없고 분해되는 육식 동물로 변한 후
십대 그룹은 임시 거처를 떠나 London 을 거쳐 안전한 Buckingham 궁전으로 험난한
여정을 출발합니다.
살인 공범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16 살 Steve Harmon 은 그의 생애가 달린 과정에
대해 말하기 위해 영화 각본 형태로 감옥과 법정에서의 경험을 기록합니다.
18 세기에 Victor Frankenstein 쌍둥이 남동생이 Geneva 독립 공화국 가족의 성에서
병에 걸리자 16 세인 그는 가족의 비밀 Biblioteka Obscura 에서 고대 문자에 기술된
금지된 생명 비약을 만들기 위해 위험하고 불확실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Sepetys, Ruta

Salt to the Sea 또는 모든
Ruta Sepetys 도서

2016

Skloot, Rebecca

The Immortal Life of
Henrietta Lacks 또는 모든
Rebecca Skloot 도서

2010

Oppel, Kenneth

2011

제 2 차 세계 대전은 동 프러시아에서 끝나가고 있고 수천 명의 난민들은 자유를
위해 필사적으로 이동합니다. 그들 경로가 구조를 약속하는 배로 가는 여정에
이르자 Joana, Emilia 및 Florian 은 안전을 항해 한 걸음을 나아갈 때마다 검증된
서로에 대한 힘과 용기, 신뢰를 발견합니다. 비극이 Wilhelm Gustloff 에 닥쳤을 때
그들은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
이 책은 어떻게 과학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유를 얻은 노예 후손에게서 세포를
얻고 암 연구, 체외 수정 및 유전자 지도 작성과 같은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무한정 살아있는 인간 세포주를 만드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4 페이지
5/24/2019 개정

Spiegleman, Art

Maus I: A Survivor’s Tale,
My Father Bleeds History
또는 모든 Art Spiegleman
도서

1986

Steifvater, Maggie

Shiver 또는 모든 Maggie
Steifvater 도서
Black Dove, White Raven
또는 모든 Elizabeth Wein
도서

2009

Wein, Elizabeth

2015

Art Spiegelman 의 Maus 1 권은 Hitler 의 유럽 정복 시 유태인 생존자 Vladek
Spiegelman 와 함께 그의 엄청난 이야기 및 역사 그 자체를 담기 위해 노력한
만화가인 그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이 만화 소설에서 Nazis 는 고양이로 유태인은
쥐로 그려집니다. Maus 는 2 가지 엄청난 이야기를 함께 묶습니다: 모든 역경에서
생존한 Vladek 의 참혹한 이야기 및 저자의 고령인 아버지와의 괴로운 관계에 대한
설명. 모든 단계에서 이것은 궁극적 생존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시사철 Grace 는 그녀의 집 뒤에 있는 숲에서 늑대를 보았고 특히 그녀는 갈수록
강렬하게 그녀를 바라보는 특이한 노란 눈의 늑대에게 끌렸습니다.
1930 년대 미국의 편견을 피해서 에티오피아로 이주한 Emilia Menotti 와 입양된
그녀의 흑인 남자 형제 그리고 스턴트 조종사인 엄마는 이탈리아가 십대들을 분쟁
안으로 끌어들인 전쟁 이후의 새로운 나라에 헌신합니다.

5 페이지
5/24/20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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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년
저자

제목

출판일

주석

Anderson, Laurie
Halse

Wintergirls 또는 모든
Laurie Halse Anderson 도서

2009

Aveyard, Victoria

Red Queen 또는 모든
Victoria Aveyard 도서

2015

Bardugo, Leigh

Six of Crows 또는 모든
Leigh Bardugo 도서
The Living 또는 모든 Matt
de la Pena 도서
Drama High 시리즈

2015

Farrish, Terri

The Good Braider 또는
모든 Terri Farrish 도서

2012

Gaiman, Neil

How to Talk to Girls at
Parties 또는 모든 Neil
Gaiman 도서

2016

Godbersen, Anna

The Luxe 또는 모든 Anna
Godbersen 도서

2007

Lia 와 Cassie 는 성냥개비처럼 마르고 섭식 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가장 친한
친구이며 가장 마른 사람을 뽑는 죽음의 대회 경쟁자입니다. 0 사이즈와 00 사이즈
다음에는 무슨 사이즈일까요? Cassie 가 내면에 있는 악마들에게 굴복했을 때 Lia 는
그녀 친구의 초조한 영혼에 사로 잡혀 있다고 느낍니다.
피에 따라 사람을 구분한 세계에서 Red 피는 초능력의 재능이 있는 우수한 Silver
피를 위해 일합니다--Red 피를 가진 17 살 Mare 는 그녀에게서 자신만이 가진
능력을 발견합니다. 불가능을 은폐하기 위해 왕은 그녀에게 잃어버린 Silver 피를
가진 공주의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고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에게 그녀를 배신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Mare 는 마음 속으로 불가능한 방향이라고 느낄지라도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Scarlet Guard--성장하는 Red 반란군을 돕기 위해 그녀 새로운 역할을
이용합니다.
6 마리의 위험한 무리. 한가지 불가능한 저항. Kaz 의 무리만이 세상과 파괴에
유일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맞설 수 없을 경우 서로 먼저 죽입니다.
지진이 캘리포니아주를 파괴하고 엄청난 해일이 Shy 가 여름 동안 고용된 고급
유람선을 부순 후 고등학생인 그는 또 다른 최악의 놀라움에 직면합니다.
남자 친구 KJ 와의 행복한 여름을 보낸 후 Jayd Jackson 은 South Bay 고등학교
(사건이 끊이지 않는 고등학교로 알려짐)로 돌아와 그녀가 버려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전에 가장 친했던 그녀의 친구는 그녀를 데리고 나가고 Kj 의 새로운
여자 친구는 그녀를 때려 눕히려 합니다. 사건이 끊이지 않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
동안 Mama 및 그녀의 신비한 묘책의 도움으로 Jayd 는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수단에서의 만행에서 생존하고 위험한 여정을 통해 이집트에서
난민으로 살다가 마침내 메인주 Portland 에 도착한 Viola 를 따라가 봅니다. 그
곳에서 자유와 안전을 위한 그녀의 도전은 과거 공포의 기억 및 그녀 어머니와 다른
수단 성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전통에 의해 제약됩니다. 역사적 사실과 수단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15 살 소년 Enn 은 소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편 그의 친구 Vic 은 그들을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십대 청소년은 어린 시절 충격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은
자신들과 너무 다른 소녀들을 발견하기 위해 지역 파티를 망칩니다!
1899 년 Manhattan 에서 5 명의 서로 다른 사회 계층 십대들은 사회의 엄격한 규율
및 부모와 다른 사람에 의해 마련된 최상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가증스러운
삶을 야기합니다.

de la Pena, Matt
Divine, L.

2013
200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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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John

The Fault in Our Stars 또는
모든 John Green 도서

2012

Klavan, Andrew

The Homelanders 또는
모든 Andrew Klavan 도서

2009

Lewis, John

March 또는 John Lewis
도서

2013

Robins, Eleanor

Carter High Chronicles

20032010

Schraff, Anne

Urban Underground 시리즈

20102013

Suskind, Ron

Life, Animated: A Story of
Sidekicks, Heroes, and
Autism 또는 모든 Ron
Suskind 도서

2014

여러 저자

Bluford High 시리즈

20012015

편도암 4 기 환자인 16 살 Hazel 은 암 지원 그룹에서 한 명의 소년을 우연히 만나
사랑, 상실 및 삶에 대한 그녀의 관점을 재검토할 때까지 그녀의 말기 진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등학생 Charlie West 는 1 년 동안 삶을 잃었고 이전에 가장 친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감옥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 그리고 왜 그가 미국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법과 테러 집단으로부터
추적당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콘크리트 벙커에서 피와 멍이 든 채로
깨어납니다.
1 권은 John Lewis 가 시골 알라바마주에서 그의 인생을 바꾼 Martin Luther King,
Jr 와의 만남과 Nashville 학생 운동의 탄생 및 시청 계단에서 절정을 이루며 학교
비폭력으로 점심 식당에 앉아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한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Carter 고등학교 학생은 여러 배경을 가진 다양한 십대 그룹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책 시리즈의 각 겉표지는 일반 고등학교 딜레마에 등장하는 인물을 묘사합니다.
주제는 젊은 성인 독자들과 관련 있습니다: 사랑, 운동, 우정, 시험, 직장, 가족.
48 페이지이며 관심 없는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Sereeta Prince 는 얼굴 주위에 작은 후광을 만드는 광택나는 검정 곱슬머리와 꿀색
피부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Jaris Spain 은 중학교부터 그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감정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포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디즈니 영화에 빠져있다면? Dumbo, Peter Pan, Lion King 까지 실제로
모든 영화에서 화면 색상에 따라 움직이는 등장 인물로부터 수집한 것을 통해 삶과
사랑에 대해 배웁니다. 질문을 통해 가장 특별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사람이며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 작가 Ron Suskind 의 아들 Owen Suskind 의 모험담입니다. 또한 그는
자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소년과 가족의 우여곡절 20 년 간의 여정은 자폐증 및
오래된 디즈니 영화 그리고 부서지고 거꾸로 된 세상을 치유하는 상상의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Bluford 시리즈의 제 1 권은 Bluford 고등학교 10 학년 Darcy Wills 의 삶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Darcy 는 오랜 기간 부재 중이던 아버지의 복귀, 어린 여동생 Jamee 의
문제적 행동 및 그녀의 첫 번째 관계 시작을 해결해야 합니다.

PWCS 여름 독서 프로그램 권장 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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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제목

출판일

주석

Baldacci, David

The Innocent 또는 모든 David
Baldacci 도서
Killing Floor 또는 모든 Lee
Childs 도서

2012

Follett, Ken

Eye of the Needle 또는 모든
Ken Follett 도서

2005

Griffin, W.E.B.

Semper Fi 또는 모든 WEB
Griffin 도서

1986

Grisham, John

The Firm 또는 모든 John
Grisham 도서

1999

Hale, Nathan

Hazardous Tales 또는 모든
Nathan Hale 도서

2012

Hoesseini, Khaled

A Thousand Splendid Suns
또는 모든 Khaled Hoesseini
도서

2007

Koontz, Dean

Lightning 또는 모든 Dean
Koontz 도서

2003

정부를 위해 일하는 자유 계약 청부 살인자 Will Robie 는 방대한 수준의 은폐와
관련하여 실종된 부모의 십대 소녀를 구출합니다.
Jack Reacher 가 Greyhound 버스 기사에게 조지아주 Margrave 동네 근처에 갑자기
내려주도록 결정했을 때 그는 언젠가 그의 형이 아주 유명한 블루스 기타 연주가
Blind Blake 가 그 곳에서 사망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전직
군인 경찰이 Margrave 의 잘 다듬어진 잔디와 그의 관심을 요구하는 깨끗한 거리
뒤에 이상하고 매우 위험한 것들을 발견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부자비한 암살자인 적군의 스파이는 궁극적으로 Nazi 승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연합군의 가장 위대한 위장용 코드 이름: “Needle”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그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고립된 섬에 사는 외로운 영국 여인은 신비하게도
그녀의 삶에 들어온 살인자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긴장감, 음모 및 인간 마음의
위험한 책동에 대한 탁월하고 잊지 못할 이 걸작에서 모든 것은 무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전쟁의 바람이 진주만에 치명적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면서 Shanghai 부터 Wake
Island 까지 Corps 은 미국의 첫 번째 방어선이었습니다. 찬사를 받은
BROTHERHOOD OF WAR 영웅담의 베스트셀러 저자는 해병대원들이 전쟁을
위해 스스로를 무장하고 궁극적 희생을 준비하는 만큼 그들의 사랑과 충성심을
삶을 선사합니다.
Harvard 법대 졸업생 Mitch McDeere 는 의문의 죽음, 지나친 사무실 보안 그리고
Chicago 범죄 조직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자 그의 Memphis 세금 회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스파이이며 미국 독립 전쟁의 영웅 Nathan Hale 은 “영국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나라를 위해 잃을 목숨이 하나 밖에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Hazardous Tales 시리즈에서 Nathan
Hale 은 그래픽 소설 형식으로 역사상 가장 거칠고, 강력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 그의 이름을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Kabul 에서 가정과 가족의 붕괴를 목격한 갈라진 세대에 태어난
두 여성은 지난 30 년 간의 세월을 잃어버리고 강인함과 용기의 한계를
시험받습니다.
사람들이 수년 동안 기억할 만한 날씨에 관한 이상 현상과 함께 Laura Shane 이
태어난 밤에 폭풍우가 강타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아주 위험한 출산에서 Laura 를
구하기 위해 갑자기 금발의 낯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몇 년 후 또 다른 강력한

Childs, Le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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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kauer, John

Into Thin Air 또는 모든 Jon
Krakauer 도서

1999

Magoon, Kekla

X: A Novel 또는 모든 Kekla
Magoon 도서

2015

Medina, Meg

Burn Baby Burn 또는 모든
Meg Medina 도서

2016

Satrapi, Marjane

Chicken with Plums 또는 모든
Marjane Satrapi 도서

2006

번개와 낯선 사람이 비극으로부터 Laura 를 구하기 위해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수호 천사일까요, 변장한 악마일까요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운명의 주인일까요?
Jon Krakauer 가 1996 년 5 월 10 일, Everest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57 시간을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산소 고갈로 인한 두뇌 변화 영향으로 휘청거렸습니다. 그가
29,028 피트에서 위험한 하강을 시작했을 때 20 명의 다른 산악인들은 여전히
정상을 향해 끈질기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 시간 후 70 노트 바람과 눈보라로 3,000 피트
아래에서 Krakauer 는 피로와 저산소 상태로 몸이 얼고 환각을 보이며 텐트에서
쓰러졌지만 무사하였습니다. 다음날 그는 동료 6 명이 캠프로 돌아오지 못한 것을
알았습니다.
Malcolm X 의 딸이 공동 저자인 이 재미있는 소설은 그의 성장기를 다룹니다.
Malcolm Little 의 부모는 항상 그에게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살해
당하고 그의 어머니는 잡혀가고 변호사가 되려는 그의 꿈은 학교에서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그는 멋진 옷과 재즈,
여자, 마리화나를 넣은 궐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노력은 그를 점점 더 위험한 영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자유가
환상일 뿐이며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X 글자는 Malcolm 의
어린 시절부터 도둑질로 인한 감옥 생활 시절인 20 세에도 그를 따라 다니고 그
당시 그는 그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감하는
목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끈 신앙을 발견합니다.
Nora Lopez 가 17 살이었던 1977 년 여름 동안 New York 은 방화, 대규모 정전 및
Sam 의 아들이라 불리는 연쇄 살인범으로 인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Meg
Medina 는 가장 위대한 위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일깨운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성급함과 열기가 고조된 시대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1958 년 Tehran 을 배경으로 이란에서 가장 존경받는 타르 연주자 중 한 명인 Nasser
Ali Khan 은 그가 아끼는 악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동일한 능력과 열정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리를 내는 다른 악기를 찾지
못합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세상과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잠에 빠집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은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만
Nasser Ali 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자녀의 미래를 통해 과거와 미래를 회상하는
그의 꿈 속으로 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 조각들이 천천히
자리 잡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의 결정의 심오함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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