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 탈근대주의 사법 운동; '게리 민다, Jan 5th, 2018
'게리 민다'의 탈근대주의 사법 운동은 대전 후, 미국 사회 내의 사상이나 관념의 변천을 '탈근대주의' 관점을 차용해 사법 운동 배경에서 설명하려고 한, 미국 철학 서적들이 추구하자는 정칙한 필치에 충실하고자 한 개념 입문서이다.
한국의 연구자라면 탈근대나 탈근대주의가 탈근대라는 개념 외에도 후기 근대인지, 근대의 반대나 비근대를 의미하는지, 또는 개신교 철학이나 행동 강령을 의미하는지 고유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혼란을 느끼기 쉬운데, 더군다나 여기서처럼 배경이 사법 운동이면서 법원(ursprung von recht)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고 오직 법 경제학이라든지 법 문학 이론, 또는 사법 비평 이론처럼 유관 분과들과 형성한 관계를 통해서 사법 이론이나 법리를 설명할 경우,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여러 곳에 배치된 중의적 개념들 사이에 '자아(selfness)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인위성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쉽다.
하지만 영국의 비관적이거나 상심한() 근대주의, '러시아'의 근대주의가 띄는 '하드 보일드' 속성처럼 인구-지리적 문화 차이를 미국의 도회적이며 대량 생산 의존적이고 급기야 탈주관적인 근대주의와 대비(contrast)해서 읽을 의도이거나 전후 미국 지식인들이 '유럽' 문화와 화해하는 과정에 등장한, 잘 알려진 '푸코', '리오타르', '데리다', '사이드' 철학의 미국내 전파 과정을 파악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좋은 개괄서가 될 수 있다.
저자의 설명 중에 인상적인 것들은 '랭덜' 근본주의, '홈즈' 도구주의, 일군의 사실주의 법학자들의 철학을 전반에서 설명하고 이후 '코즈'를 비롯해 '시카고' 학파의 합리주의 법 경제학, 영국의 '마들린'처럼 고유 상징을 등장시킨 법 문학 이론 (필자는 '니체' 서사의 지나친 관념론적 자기 만족(self-indulgence)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과학주의와 '뷰캐넌'에서 볼 수 있는 사법 비평 이론, 70 년 대, 정부 개혁이 시작한 이후, '유럽' 연구자들의 동참과 미국 '포스트모더니즘'의 본격적인 등장을 설명한 발전부인데 본저의 표제 설정과 약간 동떨어진, 실제로 법리 변천에 대한 설명은 부재하고 법학자나 지식인의 생각이나 관념이 바뀌었다는 설명, 신설 분과에 대한 설명은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의 요약을 추구한 결과, 오히려 내용이 파편화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내용이 파편화 됐다고 하지만 미국 후기 근대주의의 성격을 신실용주의와, 예를 들어 '존 스타인벡'의 재현인 모순주의로 설명한 것이나 중의적 개념인 후기 근대주의를 설명하는데 자유 방임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함축, 다인구 집단 전제와 여성 역할에 관심처럼 고유한 연구 범위 포함은 상당히 발전적이며 진보적인 질적 연구 방법의 제시가 아닐까, 독자들 역시 필자를 옹호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