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문화교육(현대시의 창작과 감상) 강의계획서
현대시 감상과 교육을 통해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마음의 위안을
제공하고, 현대시의 실제적인 창작 능력 배양

q 교육목표
m 현대시 감상을 통해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 제공
m 현대시 창작 능력을 배양하여, 실제적인 창작 기능 향상

q 운영개요
m (과정명) 현대시의 창작과 감상
m (교육기간) ‘21. 3. 3. ~ 5. 26. (3개월 / 33시간)
m (교육시간) 19:00 ~ 22:00(3시간, 수요일)
m (교육대상)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15명
m (교육방법/장소) 화상강의 / 재택교육
m (교육강사) 최필제 (필명: 최금진)
- 계간 <시와경계>, <문학과 사람> 편집위원, 시집 ’새들의 역사‘ 외 다수 저서

m (수강료) 35,000원
m (준비물) 수강생 과제물

q 강의 세부계획
강의일자

3.3.(수)

주 제

좋은 시의 조건 알아보기

내

용

재미, 감동, 새로움, 충격 등의 미적
효과가 들어있는 여러 작품 감상 및
실제 창작 적용

일상어, 논리적 언어 등과는 다른
3.10.(수) 시의 언어의 특징 알아보기 시어만의 고유한 특징 알기 및 실제
창작 연습

비고

15시간

강의일자

주 제

내

용

3.17.(수) 시의 소재 찾아보기

다양한 작품 감상을 통해, 인물과 사건
과 배경 중심의 시적 소재 파악 및 개인
창작 연습에 반영

3.24.(수) 관찰과 발견 연습

사실 관찰과 발견을 통한 이미지의
연쇄 과정을 실제 개인 창작에 적용

3.31.(수) 형상화 연습

관념을 구체화 방법으로서의 다양한
이미지 전개에 대해 실제 창작에 적용

4.7.(수) 인물로 시 쓰기

인물 중심의 작품들을 감상해 보고
어떤 특징,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개인 창작에 적용

4.14.(수) 배경으로 시 쓰기

배경 중심의 작품들을 감상해 보고
어떤 특징,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개인 창작에 적용

4.21.(수) 묘사와 진술 익히기

보여 주는 방법과 들려 주는 방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실제 작품 안에서의
기능 확인

4.28.(수) 은유와 환유 익히기

은유의 계통성과 환유의 인접성 및
시에 대한 작용 이해

5.12.(수) 알레고리적 기법 익히기

멜랑콜리, 알레고리, 환유 등에 대한
개념을 하나로 묶어 현대시 창작의
실제를 체험

5.26.(수) 좋은 시 감상과 대회 도전

신춘문예, 문예지 당선작 분석을 통한
공모전 도전

※ 비대면 화상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면수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
※ 5.5(어린이날), 5.19(석가탄신일)은 강의 없습니다.

비고

12시간

6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