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추천도서목록
안녕하세요. 문산북중학교 학생여러분. 글뫼도서관에서 안내드립니다.
학기중에 코로나19로 인해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고 수업도 힘들었지만, 어느새 1년이 가고 겨울방학이 왔네요.
추운 겨울방학, 휴대폰은 잠시 옆에 두고 여기 선생님이 추천하는 도서 한 권 함께 하면 어떨까요?
이 목록 뿐만 아니라, 문산북중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추천해주신 도서 한 권도 좋습니다.
겨울방학에 책 한 권 읽고 새학기에 만나요, 우리.
아래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문산북중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추천도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이버앱 - 메인화면 사진찍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순서

영역

책제목

작가

출판사

추천 한마디
AI와 바둑시합을 하고
자동으로 차 시동도 켜고요,
집에 불도 켤 수 있어요.

첫째

총류

수상한 인공지능

스테퍼니 맥퍼슨

다른

둘째

셋째

철학(심리)

저, 사랑이 처음인데요

이남석

북트리거

사회과학

수업 시간에 들려주지 않는 돈 이야기

윤석천

지상의책

사람이 하는일 대부분을 기계가 할 수 있대요.
나중에 내가 할 직업도 기계가 대신하면 어쩌죠?
AI가 대체 뭔가요?

지금은 공부만 하면 된다구요?
왜 연애는 하면 안되나요?
어른들은 도통 우리의 감정을 알아주지 않아요
지금의 제 감정도 존중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돈을 많이 벌거예요.
돈이 많은 직업을 갖고싶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그럼, 돈과 관련된 정확하고 제대로 된 공부는
하고 있나요?

책표지

선생님,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요...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체육수업을 못한대요!!
날씨가 왜 이런거예요???

넷째
자연과학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

공우석

반니
우리의 지구가 아파요. 저희의 삶도 너무
불편하다구요!

다섯째

응용과학

소녀들을 위한 내 몸 안내서

소냐 르네 테일러

휴머니스트

여섯째
예술

일곱째

여덟째

언어

문학(시)

거의없다의 방구석 영화관

왜요, 그 말이 어때서요?

아직 오지 않은 나에게

거의없다

김청연

이정록

왼쪽주머니

인간의 몸을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것.
삐뚠 시선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나의 몸을
탐색하는 것.
그것이 나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타인의 몸과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세계 최초 망한 영화 리뷰 〈영화걸작선〉의
바로 그 유튜버, 〈방구석 1열〉 내레이션의 바로
그 고막남친, 대단한 말솜씨와 소름 끼치게 시원시원한
크리에이터 스킬이 이번에는 웬일로 좋은 영화 걸작선과
삶을 귓가에서 들려준다구요

동녘

왜 이렇게 예민하냐구요?
왜 그렇게 과민반응 하는거냐구요?
저기요.
본인이 솔직하다는 핑계로 무례한건 알고있나요?
말은, 본인보다 상대를 배려해야 하는 것.
그게 말의 중요한 본질 아닐까요?

사계절

해야만 하는 일 말고,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여러분들의 시간이 마냥 괴롭지 않고
피식 웃음짓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아홉째
문학

역사

별을 지키는 아이들

10대들을 위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김태호

유홍준 외

라임

창비

열

나는 처음부터 버려지기 위해 태어나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 별이 뭐길래 이토록 무서울까요?
저기 내가 아는 주인의 모습이 보여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구요.

옛날 역사는 너무 어려워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읽으려다 실패했어요.
여기 10대를 위해 풀어쓴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가 있어요.
한 번 도전해볼까요?
뭘 하신다구요?
네?
발레를 할아버지가 하신다구요?

열하나

웹툰

나빌레라

최종훈

위즈덤하우스

저마다의 꿈이 난다 여기저기.
꼭 하고싶어서, 지금의 순간에 도전하는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좀 들어줄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