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의 편지(분야 : 문학)

푸른 머리카락(분야 : 문학)
(읽기 난이도 하

(읽기 난이도 하

별점: ★★★☆☆)

책 소개

책 소개

“내가 모두의 표적이 되기까지 이틀이면 충분했다.”

“처음에는 나도 노력해 봤어. 근데 애들은 나랑 친

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들에서 도망치듯 벗어났어.

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자이밀리언이 신기한 것뿐

도착한 곳에서 편지와 함께 찾아온 마법 같은 시간.

이더라.”

이 편지를 따라가면 너를 만날 수 있을까?

푸른 머리카락의 외계인이 지구상에 있다면? 나는

너를 꼭 만나고 싶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낚시 글

낚시 글

지극히 일상적인 날이었다.

평범함. 오늘을 사는 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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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키워드

국에서 아주 평범하고 튀지 않게, 친구들과 비슷하
게 잘 지내는 것. 왜냐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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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 혹은 튀는 건 아주 큰 문제거든. 모든 이

# 다름

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핵인싸거나 아싸이거나...

# 친구관계, 학교폭력

# SF

하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다고!

# 진정한 우정

그런데...

# 편지

“반투명한 푸른 갑각으로 뒤덮인 피부, 집게 같기도 하고

서지정보
푸른 머리카락 /
남유하,사계절,2019

뾰족한 뿔 같기도 한 손톱이 달린 기다란 손가락, 툭 불거
진 황록색 눈동자, 그리고 촉수로 뒤덮인 입. 그들의 겉모
습이 아무리 인간 같다고 해도 그건 보호색으로 몸을 숨
기는 곤충처럼 위장술일 뿐이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도망치듯 온 새로운 학교. 어디서부터 잘못
된 걸까. 전학 오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 때 그 말을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서지정보
“안녕! 우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해. 이 편지는 네게 이곳을

연의 편지 /
조현아,손봄북스, 2019

하필이면 왜 내 앞자리에 자이밀리언이 있는 거야”

상황별 추천

“ 그만해.”
내가 뱉은 이 한마디로 인해 내가 지녔던 내 세상

주제 키워드

# 외계인

상황별 추천

사춘기 청소년

불편하다, 푸른 머리카락을 가진 재이가 내 앞에 앉

친구 관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다름, 차이, 이해, 포용, 수용,

아있다는 사실이. 이 아이는 자꾸 사랑했지만 나를

수 있는 중·고등학생

문화적 감수성

떠난 내 고모를 생각나게 하니까...

연대와 지지의 힘을 온전히

소개하기 위해 쓰였어.” 이 한 장의 편지를 발견한 뒤로
무작정 이 친구를 찾기 시작했어. 넌 도대체 누구니? 너무
궁금해. 이렇게 다정한 네가 누군지.

이상하지? 편지와 함께 찾아온 이 시간. 매일매일이
마법 같은 날이야. 이 편지를 따라가면 너를 만날
수 있을까?
...언젠가 꼭 고맙다고 말할 거야.

느끼고 싶은 청소년

작성자

한줄 발췌

문산북중 사서교사 김지연

“처음에는 나도 노력해 봤어. 근데 애들은 나랑 친

해당 서평은 문산북중학교에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

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지이밀리언이 신기한 것 뿐
이더라. 머리카락을 뽑아 달라든가. 손락을 물에 넣
어 보라든가.”

별점: ★★★★☆)

작성자

한줄 발췌

문산북중 사서교사 김지연

“내가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일에 나서서 그만하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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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건 모두 네 덕분이야.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었
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