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표 키워드별 청소년 추천도서 ①
<직업·진로> 열네 살의 인턴십

<역사> 10대에게 권하는 역사

마리 오드 뮈라이유/바람이아이들/2016863 뮈292ㅇ

김한종/글담출판/2017900 김92ㅅ

프랑스 자유학기제 ‘인턴십’을 통해 꿈을 찾는 루이의
성장기. 잘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집안의
근심을 사는 루이. 그러나 아미테 미용실에서 보낸 일
주일 간의 인턴십이 루이를 바꾸어 놓는다. 중요한 것
은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
지, 가슴 속에 얼마나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
지 깨닫는 것이다. 어떤 가능성도 제로인 사람은 없다.
열네 살 루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평등·인권> 커피우유와 소보로빵
카롤린 필립스/푸른숲주니어/2006808.3 마68ㅌ v.008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슬픔을 다룬 청소년 소설로 사
회와 친구들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으며 정체성의 혼란
을 겪는 아이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냈다. 피부색이
검어서 ‘커피우유’라는 별명을 얻은 샘과, 얼굴에 주근
깨가 많아서 ‘소보로빵’이란 별명을 갖게 된 보리스가
벌이는 파란만장한 사건들은 슬픔과 차별의 벽을 넘어
환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외국인 노동자 가족이
겪는 폭력과 위기감,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따
듯한 우정을 담았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첫 장에는 ‘역사란 무엇인
가?’, ‘왜 역사를 알아야 하는가?’라는 설명이 나온다.
역사의 정의와 역사 공부의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이
다.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이 담긴 쉽고 재미있는 이야
기를 통해 청소년들이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는지, 역사
를 배우는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지 친절히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보면 나도 모르게 ‘역사 공
부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재미있고 쉬운 책>
십대를 위한 재미있는 어휘 교과서
서보건/뜨인돌/2011714 서45ㅅ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어휘들을 꼬리에 꼬리를 무
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딱딱하고 단순한 사전식
설명을 지양하고, 문화, 역사, 시대를 넘나들며 각종
어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전방위 지식을 재미있
게 즐길 수 있으며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 각각의
어휘에 대한 예문도 들어 있어 어휘의 뜻을 정확히 이
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사춘기> 아몬드

<순수문학> 가자에 띄운 편지

손원평/창비/2017808.9 창49ㅊ v.78

발레리 제나티/낭기열.라/2006863 제192ㄱ

세상에 홀로 남겨진 윤재 앞에 ‘곤이’가 나타난다. 13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곤이는 분노로 가득 차
아이다. 곤이는 윤재에게 화를 쏟아 내지만, 감정의 동
요가 없는 윤재 앞에서 오히려 쩔쩔매고 만다. 윤재는
어쩐지 곤이가 밉지 않고, 오히려 궁금해진다. 두 소년
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우정을 쌓아 간다.
윤재는 조금씩 내면의 변화를 겪는데…. 서로 다른 이
유로 ‘괴물’이라 불리는 두 소년은 세상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까?

오래도록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자 지구’, 증오
와 절망이 가득하고, 텔레비전 화면 속 폭발의 잔상으
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곳.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
쟁으로 일상을 빼앗겨 버린 것 같은 소녀 탈과 청년
나임의 이야기가 있다. 이스라엘 소녀 탈이 유리병에
담아 보낸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된 팔레스타인 청년 나
임과의 이야기는 분쟁 지역의 현실과 삶의 의미, 생명
의 존엄성, 그리고 절망에 삼켜지지 않으려는 희망을
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있다면? 없다면!

<성·로맨스> 나에 관한 연구

꿈꾸는 과학, 정재승/푸른숲주니어/2008404 꿈16ㅇ

안나 회글룬드/우리학교/2017859.7 회17ㄴ

‘만약 주스 비가 내린다면’ ‘만약 꿈을 찍는 캠코더가
있다면?’ ‘만약 입이 배꼽 옆으로 이사 간다면?’ ‘만
약 아기가 나무에서 열린다면?’ 등 이 책에서는 못하
는 상상이 없다. 일단 상상의 주제가 잡히고 나면, 그
것이 일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미래 세상으로 상상
여행을 떠난다. 그 다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가며
꼼꼼하게 밝혀 보인다.

열네 살 소녀 로사가 변화하는 몸과 마음을 면밀히 들
여다보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하고 알아 가는 과정
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어쩌다 ‘십대’ 같은 걸 하고 있
는 이 소녀의 하루하루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무척
다사다난하다. 여성으로 자라는 건, 어른이 된다는건
무슨 의미일까. 로사는 세상 속에서 듣고, 말하고, 생
각하고, 느낀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인문학>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

<그림책> 이빨 사냥꾼

최종욱/창비/2016818 최75ㅇ

조원희/이야기꽃/2014P 813.7 조66ㅇ

20여 년 경력의 베테랑이자, 국내에서 야생 동물 수의
사로 널리 알려진 최종욱 수의사가 청소년들을 향해
다채로운 동물 이야기를 전한다. 저자는 현재 일하고
있는 우치 동물원을 비롯해 대관령 목장, 유기 동물
보호소, 동물 부검실, 도축장 등을 종횡무진 누비며 그
곳에서 만난 동물들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의사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럽고도 흥미진진한 동물 이야기가 한바
탕 펼쳐지며 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한껏 채워 준다.

초원에 사냥꾼들이 나타났다. 사냥감은 회색 피부의 커
다란 아이. 사냥꾼들은 수십 발 총으로 사냥감을 쓰러
뜨린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아이의 이빨. 의식을 잃어
가는 아이의 눈에 사냥꾼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코끼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상하고 무서운 꿈. 아이
는 꿈을 깬 뒤에도 눈을 뜨지 못한다. 그때 사냥을 나
간 어른들이 커다란 상아를 하나씩 둘러메고 돌아온다.
아이는 생각한다. ‘꿈 이야기를 들려 줘야겠어. 이상하
고 무서운 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