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학년 문학과제> 표현기법 워크북 만들기
1. 표현기법이 사용된 시를 찾는다.(앞의 ‘표현기법의 이해’ 프린트에서 설명된
것 이외의 표현기법도 다양하게 찾아본다.)
2. 그 시에 대한 해설을 적는다.
3. 표현기법이 사용된 구절을 적고, 어떤 표현기법이 사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
그 구절에 대한 해설을 적는다. 한 시에 여러 개의 표현 기법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조사한 만큼 다 적는다.
4. 시에 대한 감상을 짤막하게 적는다.
5. 다음 페이지의 예시를 참고한다.
6. 총 4편의 시를 찾아 과제를 완성하고, 개학 후 첫 번째 문학시간에 제출한다.
7. (주의사항)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손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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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번 이름 :

1. 시 읽기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 낸 돌 온기(溫氣)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2. 해설
이 시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황폐해진 자연으로부터 점차 소외되어 가는 현대인
의 모습을 ‘성북동 비둘기’를 통해 보여 주는 작품이다.
도시화, 산업화가 되어 성북동 산에까지 문명이 침투하면서 본래 그곳에 살던 비둘
기는 보금자리를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된다. 결국 비둘기는 가는 곳마다 쫓기면서 사
랑과 평화가 있던 옛날을 그리워하게 된다.
비둘기는 자연을 대표하는 소재이지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도시 개발에 의해 삶
의 터전을 잃은 도시 변두리의 사람들, 나아가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인간성을 상실
하고 소외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은 마음의 안식처인 자연
을 잃어버렸고, 사랑과 평화와 같은 인간적인 가치보다는 경제 성장이라는 물질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는 문명 속에서 불안과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시인은 인간 스스로 창조한 물질 문명이 자연의 파괴뿐 아니라 인간성 파괴
의 결과까지 가져왔음을 비판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사랑,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3. 표현기법
① 의인법
- 성북동 비둘기가 자신들의 서식지를 상실하게 된 것을 ‘번지가 없어졌다’고 표현함
- 비둘기를 사람을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의인화된 존재로 묘사함.
② 대조법 :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던 과거 비둘기의 모습과 산업화된 물질문
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비둘기의 모습을 대조함.

4. 시를 읽은 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