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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 조홍감이

박인로

반중 조홍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 이 없으니 그를 설워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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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섬 달 밝은 밤에

이순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적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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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살아실 제

정철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기기란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닯다 어이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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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노라 닫지 말며

김천택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가노라 쉬지 말라

 

부디 긋지 말고 촌음을 아껴 쓰라

가다가 중지곳 하면 아니 감만 못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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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가

윤선도

(물)

구름빛이 좋다하나 검기를 자주한다

바람서리 맑다하나 그칠 때가 하도 많다

좋고도 그칠 때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바위)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빨리 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다가 누르는가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소나무)

더우면 꽃피우고 추우면 잎지거늘

솔아 너는 어찌 눈서리 모르는가

구천에 뿌리 곧은 줄 그로 하여 아노라

(대나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곱기는 뉘 시키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저렇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 하노라

(달)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의 광명이 너 만한 것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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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중학교 교과서 수록)

이병기 

바람이 서늘도 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달이 별 함께 나아오더라

달은 넘어 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뉘 별이며 내 별 또 어느 게요

잠자코 홀로이 서서 별을 헤어 보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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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밤                (고등학교 교과서 수록)

이호우

낙동강 빈 나루에 달빛이 푸릅니다

무엔지 그리운 밤 지향 없이 가고파서

흐르는 금빛 노을에 배를 맡겨 봅니다

낯익은 풍경이되 달 아래 고쳐보니 

돌아올 기약 없는 먼 길이나 떠나온 듯 

뒤지는 들과 산들이 돌아 돌아 뵙니다 

아득히 그림 속에 정화된 초가집들 

할머니 조웅전에 잠들던 그날 밤도 

할버진 율 지으시고 달이 밝았더이다 

미움도 더러움도 아름다운 사랑으로 

온 세상 쉬는 숨결 한 갈래로 맑습니다

차라리 외로울 망정 이 밤 더디 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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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화                (중학교 교과서 수록)

김상옥

비 오자 장독간에 봉선화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로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앞에 삼삼이는 고향집을 그리시고

손톱에 꽃물들이던 그 날 생각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매어 주던

하얀 손 가락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을

지금은 꿈속에 보듯 힘줄만이 서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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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랑이                 (중학교 교과서 수록)

이영도

어루만지듯

당신

숨결

이마에 다사하면

내 사랑은 아지랑이

춘삼월 아지랑이

장다리

노오란 텃밭에

나비, 나비 

나비,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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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네 살구나무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정완영

동네서 젤 작은 집

분이네 오막살이

동네서 젤 큰 나무

분이네 살구나무

밤사이 활짝 펴올라

대궐보다 덩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