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디지털시대, 즉정보화시대인현대는혁신적으로눈부

시게 발달한 디지털 혁명 즉, 정보전산화와 첨단 정보통

신 기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융합되어 역사

상 유례없이 혁신적인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를

구축한다.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의

료, 사물인터넷, 환경, 신재생에너지, 3D프린터, 바이오에

너지, 증강현실 등의 개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흐름에발맞추어많은창업자들이인공지능을접목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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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문화에 잠재한 폐해들 중 하나인 지각의 자동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지각의 자동화 
현상에 대한 시의 지각의 낯설게 하기 효과, 시의 치료적 기능과 시적 장치로서 은유 등을 포함한 시의 효용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디지털 문화의 속성과 그 폐해, 특히 디지털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인 지각의 자동화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디지털시대의 급격한 기술혁신
의 결과 우리는 다양한 경험과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장밋빛 미래를 전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기기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의존으로 지각의 자동화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시는 사물들을 낯설게 하며 형식을 까다롭게 
하여 지각의 자동화를 막고 상상력, 문학능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또한 시의 치료적 기능은 새로운 경험을 하며 공감능
력을 키우게 하고 때로는 상처 받은 마음에 위안과 평화를 주어 정신건강을 회복하게 한다. 전통적인 시뿐만 아니라 디지털
융합기술로 탄생한 하이퍼텍스트시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다지털시에 대해 앞으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
가 필요하다.
주제어 : 융복합시대, 지각의 자동화, 낯설게 하기, 감정적 카타르시스, 치료적 기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a digital culture, its negative effects, 
especially automatism of perception, a poetic strategy against automatism of perception and the utility of 
poetry including the therapeutic function of poetry. The new technologies offer us various experience, great 
opportunities and rosy future by freeing us from boring and laborious tasks, and difficult decisions. Through 
the excessive and habitual use of new technologies, we may become too dependent on machines, losing our 
thinking abilities, sensibility, perception and creativity. Therefore, we need poetry to recover the sensation of 
life and make us feel things. Reading poetry allows us to look into someone else’s soul and cultivate the 
ability to empathize. As a healing fountain, poetry leads us to a way for a change of heart, a recovery of 
psychic health and universal love through perfect communion in ourselves and in society. Furthermore we need 
a systematic and in-depth study of digital poetry as well as traditional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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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를 개발하고 대기업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많은자본을투자하여혁신적인인공지능기술을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데 주력한다. 교

육계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이 정보라는 교과목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2018학년도부터 순차적으

로 중학생들에게 IT(코딩)교육을 34시간, 초등학교 17시

간 의무적으로실시하고고등학교까지확대할전망이다.

많은 대학도 SW특기자전형으로 컴퓨터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입학기회가 주어져 선발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소통, 언어, 인지, 행동, 사고방

식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디지털기술은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지만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 디지털 문

화의 속성과 그 폐해, 특히 디지털문화의 부정적인 영향

인 지각의 자동화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시는 이에대한해결책이될수있을까?.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

정을 통해서 지각의 자동화에 대한 시의 지각의 낯설게

하기효과, 시의치료적기능등을포함한시의효용성을

고찰한다.

2. 디지털 문화와 지각의 자동화 현상
디지털 플랫폼에 의한 최첨단의 방대한 규모의 영향

으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일이 현재보다 훨씬

더빠르게처리된다. 이런변화는정치, 외교, 경제, 언론,

예술, 문화와 사회규범 등을 포함한 사회의 전체 영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코헨(E. S Cohen)은 이처럼

빠르게 커지는 규모와 인터넷 기술에 의한 ‘상호연결성’

과의 결합에 주목한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

태블릿 PC, 노트북, 자율자동차, 정보시스템, 로봇공학,

인공지능같은분야에서곧등장할또다른발전은우리

가 디지털기술과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상호 작용

할수있게해줌으로써, 삶을효율적으로만들어준다. 상

호연결성이확대되고확장되면서세계화는더빠르게이

루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공유하는 칸 아카데

미를 포함하여 많은 새로운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체험

하게된다. 인공심박기, 몸에삽입하는인공칩등으로인

한 건강혁명의 시대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져 풍성

한오락거리, 지적이고문화적풍요로움, 휴식, 다른사람

과다방면에서공유할수있는기회등을누리게될것이

다〔1〕.

엄청나게빠른속도로똑똑해지는인공지능과기술혁

신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

은인간보다편견없이훨씬더공정하고논리적이며객

관적으로판단하여올바른결정을내리고합리적으로정

확하고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한다. 기분에 따라 업무효율

성이 달라질 수 있는 인간과 달리 인공지능은 힘든 일,

지루하고반복적인일, 위험한일을불평없이 24시간쉬

지않고처리할수있으며값싼노동력과비용절감을극

대화시킬 수 있다. 심지어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자동화

를 통해서 인공지능 로봇 등이 우주탐사 등을 포함하여

인간이 하기 어렵고 위험하며 지루한 일들을 대신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인공지능을포함한디지털기기가우리에게혜

택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기술의 영향

으로 자동화의 위험성에 빠질 수 있다. 인공지능을 지나

치게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기계에 과도하게

의존하게되어사고력, 감수성, 지각과창의성등을잃을

수 있다〔2〕. 니콜라스 카(Nicholas Carr)의 지적처럼

조종간을 조작하지 않고 스크린만을 응시하는 조종사처

럼자동화는우리는행위자에서관찰자로전도되어전문

지식을배우고개발할수있는능력을자칫잃을수도있

다〔3〕.

그러므로 인공지능의 자동화로 인해 신속한 처리와

편리함을누리는대신에극단적으로우리는무능한바보

가 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은 또한 우리를 많은 위기와

위험에 노출시키기도 한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도덕

적경계도없으며명확한윤리적·법적규범도없어서우

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인간은 특수한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고 판단하

여 결정을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인공

지능이악의적으로이용된다면인류에재앙을초래할수

도 있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의 이야기』( A Tale

of Two Cities)의 첫 시작은디지털 시대의 빛과그림자

상황을 명확하게 잘 드러낸다.

유례없이 가장 좋은 시절이었으며 가장 나쁜 시절이기도

했다.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고, 확신의 시

대이자, 불신의 시대였다. 빛의 계절이었으며 어둠의 계

절이기도했다. 희망찬봄이기도했고절망적인겨울이기

도했다. 우리앞에살아가기위한모든것이펼쳐져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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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서또한 아무것도없었고, 우리 모두는천국으로직

행하고있었으면서또한우리는다른쪽으로직행하고있

었다 --- 간단히말해서그시절은지금까지현재와너무

비슷해서 가장 목소리 큰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좋든 나

쁘든 간에 극단적으로만 고집스럽게 받아들였다〔4〕.

첨단 정보통신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기기 없이 하루도 지내기 힘들 정

도다. 남녀노소불문하고많은사람들은쉴사이없이틈

나는 대로 스마트폰으로 카톡, 문자를 확인하고, 인터넷

으로검색을하고, SNS를 사용한다〔5〕. 인터넷공간에

는 온갖 음란물과 폭력물 동영상들이 난무하고 많은 인

터넷방송에는상스러운막말과욕설로넘쳐난다. 인터넷

의 무한 확장성으로 음침하고 괴상한 음지와 인터넷 괴

물문화에노출되어많은사람들이특히청소년들이죄책

감과아무생각없이모방하여비행을저지르고많은사

회문제를 일으킨다〔6〕. 온갖 잡다한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하느라 우리의 뇌와 눈은 지나치게 혹사당한다. 혹

사당하는 뇌를 쉬게 하고 긴장된 뇌를 이완시키기 위해

산책, 명상요법 등을 비롯해 많은 해결 방법들이 제시되

기도 한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서울 광장

에서처음으로뇌를쉬게하자는취지로아무것도하지

않는상태를오래유지해야하는 ‘멍때리기행사’가개최

되었을 정도이다.

디지털기기에대한지나친의존으로인한후유증으로

디지털 치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디지털 치매

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서, 기억력

감퇴나 계산능력을 포함한 두뇌활용능력 저하를 초래한

다. 의학적으로 심각한 질병은 아니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어서디지털치매자가진단테스트와디지털치매

예방법 및 치료방법을 제시할 정도로 사회 문제로 부상

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니콜라스 카의 지적처럼 디지털

기계에 “기억을 아웃소싱할 때 우리는 지성이나 정체성

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역시 아웃소싱”한다〔7〕.

우리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탑재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들이 우리를 광활한 세상으로 초대해서, 우리의 사

고와시야를확장하고시간을절약시켜서우리의잠재력

과 소양을 끌어내는 창의적인 재능들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준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때때로

예기치 않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해서 그런 기기들이

오히려우리의능력을신장할기회를퇴화시키거나차단

시키기도한다. 니콜라스카역시기술에대한거의종교

적인 믿음만큼이나 그에 못지않은 인간에 대한 엄청난

불신으로기계중심의자동화는인도주의적이아닌비관

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이러한 기계 중심의 자동화는 혁

신기술을열광적으로찬양하는공상가가내세우는 “누가

인간을 필요로 할까?”라는 식의 냉소적인 태도를 기계

설계의핵심윤리로삼게될우려를낳는다. 그 결과기계

와디지털기기들은가정을포함하여우리의일상적인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면서 인간에 대한 비관적 관점과 태

도를심어줄수있다〔3〕. 자동화로인해서우리가우리

의 일에서 점점 멀어지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온갖 디지

털 기기들이 우리 일을 대신함에 따라서 자동화가 우리

와세상사이에개입할때, 자동화로인해예술적감각이

퇴화되고기계적인삶으로인도할위험이복병처럼우리

의 삶에 도사린다.

니콜라스카는디지털문화의문제점으로집중해서꼼

꼼히 읽는 선형적 독서와 달리 인터넷 웹싸이트 여기저

기에서핵심단어를찾아자료검색을해서대충읽어보

는 비선형적인 읽기 습관이 확산되는 반면에 집중해서

깊이 읽는 시간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원하는

정보를찾기위해자료를전체적으로읽는능력역시집

중적으로꼼꼼하게읽는능력만큼이나중요하다. 문제는

대충 훑어보는 읽기 방식이 만연해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인 사고와 독서를 통해

지식을 쌓는 창의적인 존재에서 “전자 데이터라는 숲의

사냥꾼이나 수집가”로 전락하여 자신의 생각이 없는 피

상적인 존재로 전락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7〕. 이런

맥락에서 그는 창의성,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문학적 뇌의 개발을 제안한다. 그에 의하면 단순히 글을

읽을줄아는뇌이상인문학적인뇌는주변의자극에영

향을받지않고깊게읽게하는독특하고창의적인정신

적과정에활발하게관여한다. 깊이있는독서를통해우

리는 마음을 채우고 시야를 넓히며 상상력, 감수성과 의

사소통능력 등을 키운다〔7〕.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피상적인 독서가 아

니라깊이있고폭넓게생각하고판단하는비판적인독

서이다. 럼지(Abby Smith Rumsey)의 지적처럼 상상력

을 점점 잃어가는 사회가 급격하게 빨라지는 엄청난 변

화속도에발맞추기위해서는상상력과감수성을키우는

일은 삶의 어느 단계에서나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술혁신의속도가과거그어느때보다도상상할수없

을 정도로 빨라짐에 따라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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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뿐만아니라우리의일상적인생각과습관을변화시

켜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긍정적이며 융통성 있고

독창적인 대응 방식으로 그는 도덕적 상상력과 미학적

상상력 배양의 필요성을 제안한다〔8〕. 미학적 상상력

뿐만 아니라 세계화 추세에 따라 지구촌이 되어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접촉할 기회가 많

아짐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

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인 도덕적 상상력을 배양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에 의하면 미학적 상상력은 우리의 감

성지능을강화하기때문에우리가더나은친구, 배우자,

부모, 이웃, 시민, 일꾼이 되게 하는데 유용하며 중요하

다. 미학적 상상력과 도덕적 상상력은 인간 조건의 본질

로서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삶을 누리게 한다

〔8〕.

3. 시의 낯설게 하기, 치료적 기능과 
시적 장치

시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타성에 젖거나 혹은 정신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지쳐서 여유와 활력

없는삶과현실에서쉽게체험하고터득할수없는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한다. 시는

습관화되고 기계화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감각들을

일깨운다. 시는언어에대한기대, 언어의자동성을저해

하고 언어적 충격을 가하고 각각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

운의미와생동감을끌어냄으로써의미지평을넓히고우

리의 상상력이나 감정을 자극한다.

도덕의 위대한 큰 비밀은 사랑이다; 혹은 우리의 본성에

서 탈피하는 것, 우리 자신의 것이아니라 사고, 행동, 사

람속에존재하는아름다움과우리자신을동일시하는것

이다. 굉장히 선해지기 위해서 인간은 강렬하게 이해심

있게 상상해야한다. 그는 그 자신을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두어야한다. 그의 종족의 고

통과 쾌락은 그 자신의 것 이 된다. 도덕적 선의 위대한

도구는상상력이다. 시는 운동이뼈를강화시키는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의 도덕적 본성의 기관인 능력을 강화시킨

다〔9〕.

시는자아라는좁은세계를넘어폭넓은세계에접하

는경험을갖게함으로써, 삶과우주의궁극적의미와가

치를 찾게 도와주며 두려움, 불안과 고통을 극복하기가

힘들고 외로울 때 사랑과 이해로 감싸주고 마음의 평화

와 위안을 얻도록 도와준다.

역사적 변화 특히 과학혁명으로 기존 질서체계와 종

교가 무너짐에 따라 극심한 불안과 혼란에 빠진 사람들

에게종교대신에시가구세주가될수있음을리처즈는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혁신적인 과학의 발견으로 사람

들이 전통적인 신화들을 전복시켜 그 전통적인 안정된

가치들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사회는 위기와 혼돈상태에

빠졌다. 인간심리의절묘한균형과평형감각이위험하게

깨졌으며그균형을다시잡는데무너진종교가더이상

중요한역할을할수없기때문에시가구원과위안이될

수있다. 시는 “우리를구해줄수있으며... 혼란과좌절에

서 우리를 지켜주고 구할 수 있다”〔10〕. 시는 지시적

언어라기보다는정서적언어이며세계를묘사하는것같

지만 실제로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만족할만한

방식으로조직할뿐인일종의유사진술(pseudo-statement)

이다. 가장 효율적인 시는 최소량의 모순이나 혹은 좌절

로 최대다수의 충동들을 조직하는 시다〔11〕. 리처즈(

I.A. Richards)의 지적처럼 정서적 혼란, 절망감과 혼돈

을 극복할 거의 완벽한 수단으로서 시는 현대적 실존의

무질서를조화롭게할수있는훌륭한구원책이될수있다.

현대사회처럼 1930년대혼란스럽고암울한시대에사

람들에게가장중요한일은위기, 우울, 불안감과절망에

서 벗어나는 노력이었다. 불안하고 위급한 상황에 오든

은시의필요성, 시인의능력, 의무와책임감에대해역설

한다.

그래서 이 위기와 절망의 시기에,

가장과 위안으로부터 겉치레의 무미건조한 작품들을

그대의 엄격하고 성숙한 펜보다 더 잘

우리에게경고할수있는것이있을까? 이보다무엇이더

아카데미와정원의구질구질한그림자를드러낼수있을까,

행동이화급함을알리고그본성을명확하게할수있을까?

누가우리에게정밀한통찰력, 흉포한재난을줄수있을까?

So in this hour of crisis and dismay,

What better than your strict and adult pen

Can warn us from the colours and the consolations,

The showy arid works, reveal

The squalid shadow of academy and garden,

Make action urgent and its nature clear?

Who give us near insight, the savaging disast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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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들은 기존 체제와 상황이 아주 생경한 30년

대라는새로운낯선환경에적응하려는문학적반응이자

시도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할 새로운 기교와 혁신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일상언어와달리참신한시어의문제들은아리스토텔

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

스는 시어가 평범한 언어와 달리 경이롭고 낯설어야 한

다고 했으며, 코울리지(Samuel Taylor Coleridge), 워즈

워스(William Wordsworth)를 포함한 낭만주의 시인들

은 시의 진정한 특징을 새롭고 신선한 감각이라 보았으

며, 초현실주의자들도근본적으로예술을재생의행위와

놀라움의 부흥이라 보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문제

는중요한관심사라기보다는부차적인문제이었으며, 중

요한쟁점으로집중적으로주목을끌게된것은바로러

시아 형식주의자들과 프라하학파들에 의해서다.

쉬클로프스키(Victor Shklovsky)는 시어의 중요한 기

능을 ‘낯설게하기’라는문학적인장치에둔다. 지각이습

관화되면, 자동적이고기계적으로그리고무의식적이된

다. 습관적인 우리의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이 되

어버려 많은 일상적인 행위들은 대부분 무심한 채로 지

나쳐버린다. 예컨대 문을 잠그는 행위처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그행위자체여부를분간하고기억할수없다.

이렇듯 지각의 습관화는 지각을 자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려서 지각하는 대상의 본질조차 의식하지 못하

게 한다. 시는 예술적으로 창조되어서 그에 대한 지각이

방해되고 가능한 한 최대 효과는 지각의 꾸물거림에 의

해서 얻어짐으로써 그 대상은 공간 속에서 확장이 아니

라그연속성속에서지각된다. 예술은지각과감각을다

시 찾도록 존재하며 새롭게 한다.

예술은 우리가 삶의 감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존재한다.

그것은사람이사물을느끼게해주며돌을돌답게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예술의 목적은 사물들에 대한 감각을

그것들이 알려져 있는 대로가 아니라 그것들이 지각되는

대로 부여하는 것이다. 예술의 기법은 대상들을 낯설게

하고형식들을어렵게하고지각에소요되는시간을연장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각의 과정은 그 자체가 미학적

인목적이고따라서연장되어야하기때문이다. 예술은 하

나의대상의예술성을경험하는방법이며그대상은중요

하지 않다〔13〕.

시의 목적 역시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이며 일상적인

것에서 시적인 것으로 우리의 지각의 형태를 새롭게 바

꿔주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시는 의도적인 창

작활동의 산물로서 감각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상상력,

문학적인 감수성을 일깨워서 문학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을 신장시킨다.

시는 단어들의 특이한 배열, 리듬, 다양한 시적 장치,

운율과 단어들이 내포한 의미 구조뿐만 아니라 음성과

어휘의 구조를 통해 일상언어와 다른 시적 특성을 드러

낸다. 시에서 단어들을 독특하게 배치함으로써, 시어를

음성적으로거칠게함으로써, 외국어와고어를사용함으

로써, 새로운 절묘한 스타일과 언어의 다의적인 스타일

의활용을통해서낯설게할수있다. 쉬클로프스키가시

를 비비꼬이고 뒤틀려진 형식화된 언어라 부른 것도 그

런 맥락에서다. 감정들로 충만한 문학언어는 기호들이

최대량의힘을발휘하여우리의상상력과감정을자극한

다〔14〕. 시어는언어의기대감, ‘언어의자동성’을좌절

시킴으로써 ‘언어적 충격’을 가한다. 바꿔 말하면 시어는

“초목과같이지상에자연적으로자라는자연물들”과같

아서 각기 새로운 문맥 속에서 생동감과 다양하고 새로

운의미를끌어올수있다. 시는일상언어의자원들을훨

씬더의도적이고체계적으로개발하고조직화한언어이

자 “단순한대상물이아니라다양한의미와관계를지닌

성층적인 성격의 고도로 복잡한 조직”이다〔15〕. 잭슨

(Leonard Jackson)이 문학을 인문과학의 마지막 텍스트

로규정하여우리가문학을설명할수있게된다면모든

것을설명할수있다고주장하는것도바로시를포함한

문학의 이러한 특성에 연유한다〔16〕.

시인의 역할, 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질병에

대한시의치료효과는오든의시「W. B. 예이츠를추모

하며」(“In Memory of W. B. Yeats”)에 잘 나타난다.

시인이여, 즉시 쫓아가라.

밤의 밑바닥까지 쫓아가라.

그대의 거침없는 목소리로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여 기쁘게 하라.

시를 가꿈으로써

저주를 포도원으로 만들고,

고통의 환희 속에서

인간의 실패를 노래하라.

마음의 사막에

치료의 샘이 솟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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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시대의 감옥 속에서도

자유인에게 찬미하는 법을 가르치라.

Follow, poet, follow right

To the bottom of the night,

With your unconstraining voice

Still persuades us to rejoice;

With the farming of a verse

Make a vineyard of the curse,

Sing of human unsuccess

In a rapture of distress;

In the deserts of the heart

Let the healing fountain start,

In the prison of his days

Teach the free man how to praise.

여기에서 화자는 시인에게 시는 변형과 치료의 기적

을 일으키라고 기도한다. 시가 어떤 일을 일으키지 않는

다할지라도말의골짜기에서살아남아저주를포도원으

로 그리고 괴로움을 황홀함으로 변형시킨다. 시가 암울

한 시대에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어 그 행동에

영향을 기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적, 영적전망을변형시킬수있는시는우리에게더

나은자신이되게하는비옥한토양이될수있다. “암흑

의 악몽” 속에서 걱정, 공포,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지쳐버리고 무기력해진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

고, 현대의황량한사막속에서인간의소외, 고독에서오

는 정신질환을 치유하며, 감옥과 같은 이 시대에 자유인

에게찬미하는법을가르칠자는오직시인이라는것이다.

시의 치료적 기능은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

TV, 라디오, SNS, 신문과잡지등을통해전국적으로유

포된 시, “얘야, 엄마의 손을 빨리 꽉 잡아라”에 대한 중

국인들의 반응에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심금을 울린 이

시는지진으로친족을잃은사람들을위로하고구조하는

사람들에게는영감을불어넣음과동시에엄청난재난앞

에서 보여준 중국인들의 불굴의 용기를 찬미하였다. 그

들은집단적으로상실감과슬픔을분출시켜감정적인카

타르시를 느꼈으며 국민적 통합과 단결, 애국심과 자부

심이 고조되었다〔17〕.

시에서 언어의 비관습적인 사용은 단어나 시의 연상,

생각, 의미에대해감각을새롭게하고, 관습화된규범을

전복시킴으로써언어의질서를파괴하고재조정한다. 이

런형식들이전복적일지라도이들의중요한효과는규칙

혹은 형식을 파괴하는데 있다기보다는 그것들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실험하데 있다. 시의 중요한 장치인 은유가

바로 그런 실험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한 사물, 사건

혹은장소를또하나의다른것에연결하면서은유는우

리가 보통 알아채지 못하거나 혹은 심지어 하찮다고 여

기는 것에 새롭고 흥미로운 자질을 부여한다. 은유는 이

미지를만들어내서추상적인것을구체적으로만드는데

아주 중요하다. 『시학』에서 은유를 능숙하게 다루는

일이지금까지가장중요한일임을강조한아리스토텔레

스에의하면 “탁월하게은유를다루는것은사물들속에

서 유사성을 지각하는데 달려있기 때문에 타고난 최고

수준의 천재성의 증거”라 보았다〔18〕. 다음 시에서 인

생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 은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생

생하게 제시된다.

두통과 걱정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삶은 새어버린다.

In headaches and in worry

Vaguely life leaks away.

(W. H. Auden, “As I Walked Out One Evening”)

인생은액체가담긴그릇으로서구체적으로비유된다.

그릇에서내용물이새어가는것처럼태어날때부터우리

의삶도항상소진되고있음을의미한다. 은유를통해시

인은걱정, 두통, 불안등으로얼룩진우리의삶이속절없

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 놀랍도록 간결하고 생동감 있게

전달한다. 시인은 은유를 통해 단어의 의미에 변화를 주

거나 비틀어서 풍성하게 한다. 이렇듯 은유는 단순한 비

유가아니라일상화되고기계적인단어에생명력을불어

넣고 이질적인 것들을 서로 연관시켜 삶의 세계를 넓히

는 기발한 장치이다.

기존의낡아빠진언어, 자동적이고무의식적으로길들

여진관념, 편견, 일상화된체제, 고정관념이나인습등에

서벗어나우리삶을새로운시각에서조명할수있는다

원주의적 인식 유형을 제공하여 시는 열린 세계를 지향

하게 한다. 우리는 시에서 서로 이질적인 것들의 유사성

을발견하고연결시켜가면서색다른체험을하고공감대

와 시야를 넓혀간다. 우리는 시의 의미지평을 넓혀가면

서 우리 자신의 세계를 훨씬 더 새롭게 확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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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는 잠재력,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고 촉진

시킬 수 있다.

창의성은 사물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때 그들은 그

것을 실제로 하지 않았고 단지 어떤 것을 보았을 뿐이기

때문에그들은약간죄의식을느낀다. . . . 그것은바로그

들이 겪은 경험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사물들을 종합적

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그들의경험에대해서더많이생각한다는것

이다〔19〕.

시는 상상력을 발휘해 스티브 잡스가 강조한 창의성

을 개발할 좋은 터다. 수십 년 동안 창의성을 연구한 신

경과학자인 안데르센(Andreasen)은 논문 “창의적인 뇌

의 비밀”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관계들을 알아채어서

연상과연결을지어서독창적인방식으로사물들은바라

보는데, 다시말해서다른사람들이볼수없는사물들을

잘 보는 사람들이라 규정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스티브

잡스와 안드리아센의 지적처럼 천재성이나 창의성은 완

전히 다른 것들 속에서 유사성을 찾아서 서로 연결시키

며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다〔20〕.

시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기능과 다원화된 시적 의

사소통 과정으로서 시는 살아 움직이는 시적 실재를 구

축하여독자의상상력과감정을자극하고무한한예술적

잠재력과생명력을지닌다. 다시말해시는 “죽지않으며

의미심장하게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서 끝없이

시의 과거와 현재가 되도록 구성한다”〔21〕.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적인 디지털기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이는 업무

의 효율성, 경제성, 편리함, 안락함을 넘어서 새로운 인

식, 사고, 언어, 행동, 문화양식을창조하고있다. 디지털

기기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기계 중심의 자동화는 지각

의자동화, 기억력감퇴나두뇌활용능력저하, 비판적사

고와 깊이 있는 독서보다는 대충 훑어보는 피상적인 독

서 방식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 우리는 지각의 자동화와

더불어 상상력, 예술적 감각이 퇴화되고 기계적인 삶에

빠질위험에처해있다. 이에대한대안으로니콜라스카

는 문학적 뇌의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문학능력,

창의성,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시 읽기는 적절한

수단이다.

기술혁신과 디지털 시대에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

에서바쁘게허우적거리며자동화되고기계적인삶이아

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삶다운 삶을 살기위

해서중심을잃지않고신선한감각을되찾고도덕적상

상력과 미학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 급변하는 디지털문화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

해서살아있는삶을살기위해서도덕적상상력과미학적

상상력으로신선한감각을되찾는데시는중요한역할을

한다.

시를 읽으며 현실에서 불가능한 다채로운 경험을 하

고 세상에 대한 시야를 폭넓게 함으로써 편견과 고정관

념을 깨고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우리는 사람에 대

한 이해를 폭 넓히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

를 만드는데 일조를 기할 수 있다. 시를 통해 우리는 다

른 삶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시는 세상에 닫아버린 마음과 정신에 깊게 숨겨진 상처

를드러내고새로운경험과생각을하게한다. 과학적합

리주의와 눈부신 혁신적인 기술의 여파로 여유 없이 메

말라가며 삭막해져 마음의 사막 속에 처한 우리에게 시

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정서적인 결핍을 메꾸고 정

신적인피폐함을치유하고심미적인대안으로감각을새

롭게 하며 삶을 충만하게 할 정신적인 안식처와 치유의

샘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시치료학회도 활발하

게운영되고있으며시치료에대한연구도활발하다〔22〕.

융복합시대의 디지털융합기술에 힘입어 활자뿐만 아

니라 미디어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한 애니메이션, 게임,

유튜브, 뮤직비디오, 영화, 팝송 등을 적용한 시의 폭 넓

은장르, 예컨대하이퍼텍스트시, 홀로그램시, 코드시, 사

운드시, 실험비디오시, 퍼포먼스시, 상호작용시 등을 포

함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시를 통해 시의 치료적 기능

과 효과를 향상시키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과 연

구는 후속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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