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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책 소개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서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따뜻하다.

않는다. 두려운 건 어쩐지 곧 지구가 망할 것 같은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고개를

느낌이 든다는 것.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나아지고

끄덕이게 한다.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고장나고 고갈된 지구에서 더

다는 것, 그것만으로 큰 위안이 된다.

이상 버티기 힘들어 질 것인가?

낚시 글

낚시 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많은 상황과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좋아

사람들 속에 놓이게 된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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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키워드

행동하는 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미래에 살고 싶은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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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 어떤 행동을 접하게 될 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주제 키워드

# 위로

우리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고통은 여기에서 시작

# 미래

# 관계

된다. 학교생활이나, 학원생활 등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상

# 지속 가능성

# 그림 에세이

처받고 상처를 준다.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다고?

서지정보

과연, 그럴까?

# 자원과 경제

서지정보
“세상은 넓고, X라이는 많다.

살며 마주치는 모든 X라이를 미워할 수는 없다.

일상의 쁘띠 X라이들에겐 자비를,

자존감을 지키며 살고 싶은,

당신에겐 평화를.”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면서

문산북중 사서교사 김지연
해당 서평은 문산북중학교에 권한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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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책을 읽으며 열두 번의 미래 예측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사라지는 숲, 유한하지 않은 깨끗한 물, 바다 위 플
라스틱 띠, 멸종되는 동물, 녹아버리는 빙하... 지금
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로 나타난 현재의 모습
아픔은 고스란히 인간의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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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당장 겪지 않는 일이라

상황별 추천

상황별 추천

작성자

흐름을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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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미움으로 마음을 낭비하지 말자.

당당하게 살고 싶은 사람.

세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러한 강력한

이다. 이상 기온으로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지구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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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살기’로 한 우리의 다음 과정은 ‘나를 지키는

기후 이상 현상, 미세먼지 수치

더운 여름. 더 이상 물이 많지 않아 일주일에 샤워

위험, 일상에서 기후 변화를

를 한 번 밖에 못한다면?

감지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행동하

기후변화에 둔감한 사람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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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변화는 시작되

관계 맺기’다.

한줄 발췌
“말하라, 모든 진실을.
하지만 말하라, 비스듬히.” - 에밀리 디킨스

고 해서 앞으로 내가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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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세대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
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미래는 막연한 시간이
아닌 삶과 직결된 현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