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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중학교 교과서 수록)

조오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다

산은 골을 만들어 물을 흐르게 하고

나무는 겉껍질 속에 벌레들을 기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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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박시교

그리운 이름 하나 가슴에 묻고 산다

지워도 돋는 풀꽃 아련한 향기 같은

그 이름

눈물을 훔치면서 되뇌인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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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이

이우걸

쳐라, 가혹한 매여 무지개가 보일 때까지

나는 꼿꼿이 서서 너를 증언하리라

무수한 고통을 건너

피어나는 접시꽃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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둑방길                (중학교 교과서 수록)

유재영

개오동 밑둥 적시는 여우비도 지났다

목이 긴 메아리가 자맥질을 하는 곳

마알간 꽃대궁들이 물빛으로 흔들리고

빨강머리물총새가 느낌표로 물고 가는

피라미 은빛 비린내 문득 번진 둑방길

어머니 마른 손 같은 조팝꽃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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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국밥

민병도

울 오매 뼈가 다 녹은 청도 장날 난전에서

목이 타는 나무처럼 흙비 흠뻑 맞다가

설움을 붉게 우려낸 장국밥을 먹는다

5원짜리 부추 몇 단 3원에도 팔지 못하고

윤사월 뙤약볕에 부추보다 늘쳐져도

하교 길 기다렸다가 둘이서 함께 먹던…

내 미처 그 때는 셈하지 못했지만

한 그릇에 부추가 열 단, 당신은 차마 못 먹고

때늦은 점심을 핑계로 울며 먹던 그 장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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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생각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김일연

등나무에 기대서서 

신발 코로 모래 파다가

텅 빈 운동장으로 

힘 빠진 공을 차 본다

내 짝궁 왕방울눈 울보가

오늘 전학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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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소금

이지엽

빛이 된다는 것,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두운 그대 방을 꽃밭 되게 합니다

맨몸을 다 드러내고 혼자서도 오롯합니다

소금이 된다는 것, 스며드는 일입니다

자신의 몸 다 녹여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섬김의 낮은 자리라도 하나 되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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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눈빛만 봐도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이정환

  

봄이면 꽃피는 소리

두 귀는 듣는단다

겨울날 눈 내리는 소리

두 귀는 듣는단다

친구야, 눈빛만 봐도

네 마음의 소리 들린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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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절초 시편

박기섭

찻물을 올려놓고 가을 소식 듣습니다

살다보면 웬만큼은 떫은 물이 든다지만

먼 그대 생각에 온통 짓물러 터진 앞섶

못다 여민 앞섶에도 한 사나흘 비는 오고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허기를 버리는 강

내 몸은 그 강가 돌밭 잔돌로나 앉습니다

두어 평 꽃밭마저 차마 가꾸지 못해

눈먼 하 세월에 절간 하나 지어 놓고

구절초 구절초 같은 차 한 잔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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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권갑하

하루 종일 내리는 비, 창가를 맴돈다

친구는 지금 쯤 무얼 하고 있을까

지웠다 다시 그려보는 친구 얼굴 내 얼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