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거인의 어깨 위에서, '로버트 K 머튼', 2016. 10. 26
‘에코'가 서문을 쓰고 '머튼'이 '버드'에게 쓴 서간문 형태의 '거인 어깨 위에서'는 60 년대 출간됐으며 최초로 접한 시기는 90 년대 중반 학부 시절, ('보나파르티즘' 또는 '맑시즘'처럼 정치적으로) 과잉한 사회 현상들을 설명해 줄 단서들을 찾다가 어느 요약주의자(adumbratist)가 한글로 정리한 '머튼' 행정학(그는 한때 '머튼' 국장였으며 또한 사회학자이다.) 이론을 어느 서점에서 발견했을 때이다. 당시는 영미권 인문학 설명이 낯설어 나중에 다시 찾아 보마 다짐하고 '모더니티'에 대한 개념적 혼란을 '칼리니스쿠'로 일단락 했던 것이다. 필자가 처음 본저에 대한 요약과 인용을 접했던 수 십 년 전에는 본저가 현실과 동떨어져 난해하거나 고루하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후 근 20 년이 지난 후, '에코'의 부음을 접하고 '에코'의 저서를 찾던 도중, 우연치 않게 '에코'가 서문을 쓴 이태리어 출간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머튼'의 '거인 어깨 위에서'를 발견하고서 잠시나마 반가운 순간을 가졌다.
본 저서의 목적은 '근대'라는 '난장이'가 올라탄 '근대 이전'이라는 '거인'의 유비(similie)가 어떻게 인문학사에 등장했으며 동시대인들은 어떻게 근대와 근대 이전 저작물들의 평가를 통해 자유와 진실, 경험과 비평, 의미와 언어, 알려진 세계와 미지의 세계, 원작(자)와 표절(자), 이러한 정의쌍들(modals)에게 어떻게 일반 언어(langue)나 언어 용례(parole)적 의미가 부여되었거나 부여할 수 있는지 (저자의 직업이 요구하듯) 독자들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영문학이나 영미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소피스트'부터 '뉴턴'까지 이어진, 중세적 광휘(aura)로 둘러싸인 어휘들과 개념들에게서 적지 않은 혼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서를 숙독하고 내용을 발전시키기에 앞서 짧게나마 개념들과 배경 지식들에 대한 언급을 남기기로 했다.
* 본저서에서 단서(inkling)만 남긴 어휘/개념(들)이거나 없지만 유의미한 인용(들):
1. 인문주의 비의(mystisisme)와 '스파르탄' '데카르트'주의자들, 2. 동방(orient)으로부터 수학-광학의 전파와 '뉴턴'이 수학한 '베로나' 대학, 3. 후세가 명시한 '전통주의(traditionalisme), 4. '젠트리', '인클로져' 운동과 '찰스 디킨슨', 5. '루소'-'푸리에' 사회주의와 '떠돌이(vagrant)들', 6. 독립 전쟁 전의 식민지 정책과 동양학(oriental study), 7. '칼리니스쿠'와 어쩌면 '브렉시트' 원인까지도 기타
* 본저서에서 과하게 노출시켰(explicate)거나 밝히려(enumerate)고 했던 인용들:
1. 유비와 격언의 순환, 재조합, 또는 표절, 2. 고대와 근대(성), '로마'와 '앵글로필'(anglophile), 3. '아버지' '전지식(prescience)'과 (자식) '실증주의'의 상충, 4. 지식의 허상(figment)과 그로 인한 지식 혁명의 가능성, 5. '로크', '베이컨', '후크', '덴마크' 역사가, 예수회, '밀', ‘버턴’, '밴덤', '스위프트', '(아베) 벨레', '패러데이', '로스', '코페르니쿠스', 영국인 '버나드-어거스틴-존', '비베', '루소',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비기독교인과 '십자가' 외, 6. 발견된 세계와 미지 세계의 비교(comparison), 7. (불쾌하거나 괴로운 경험도 즐겁게 만드는) '비베-후크-뉴턴-머튼' 실험, 8. 학자의 권위는 과연 어디에서 나오나? 기타
'과연 '거인'과 '난장이'는 같거나 다른 크기의 같은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일까? '거인과 난장이'라는 유비나 질문은 어디에서 시작했으며 누가 훔쳤거나 상속했으며 일종의 타자들 앞에서 동시대인들이나 등장 인물들은 거인일까, 난장이일까?' 끊임없이 '버드'와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다시 설명하며 혼란(bewilderment) 가운데 계몽(enlightment)을 제시하는 '머튼'을 보면서 '에코' 역시 경외감을 느꼈던 것이다. 흔히 ‘빛과 어둠, 거인과 난쟁이, 아버지와 아들, 질서와 혼란’이란 유비(analogy)들 가운데 후자를 뜻하는 ‘모더니즘’ 문제조차 해결 못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인문학계의 문제 의식은 전쟁과도 같은 국제 사태들의 발전 때문에 논의가 시들해졌는데 인문학(liberal art) 대신 사회 과학(social science) 분야에서 ‘질서와 혼란’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은 인문학에게도 그나마 다행이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오리엔탈리즘’은 주로 80-90 년대부터 인문학계의 주된 연구 주제가 됐는데 그 때, ‘오리엔탈리즘’이 반드시 동양 철학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본저를 동양 철학에 바탕해 본다면 한나라의 ‘회남자’처럼 역사-철학-법률서도 아니고 태극도설과 성학십요로 대표되는 퇴계적 이론 요약서(adumbration)라기 보다는 ‘논어’처럼(주자집주 cf.) 담론을 채록, 설명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