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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강의(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를 수강하는 [서울대저널] 학생기자였다.

교수님 책을 소개하는 글을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요? 다른 사람이 써야하지 않을까요. 내가 책 소개로 할 말은 책 머리말에 모

두 해 놓았어요. 그 외에 할 말은 없는데 어쩌죠.

그러곤 주말에 한강변을 뛰면서 생각이 스쳤다. 머리말에 밝히지 않은게

있었구나. 책에 스민 뉘앙스랄까. 그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쓰게되었다. 우선 책 머리말의 일부를 반복하면 이렇다.

“부담이없지는않았다. 한숨에컴퓨터과학이란분야를제대로짚

을 순 있는건지. 멀어지면 숨소리를 놓치고 가까우면 형체를 잃는

다는 그런 줄타기였다. 균형추로 삼은건 컴퓨터과학 고유의 원천

아이디어들이었다.

의외로 시중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 소개하는 책은 찾기어려웠

다. 영어권도마찬가지였다. 단편적이었다. 컴퓨터과학의풍경아

래에 흐르는 원천 아이디어들. 이것들이 나온 이야기들. 그 연유

와 그 의미들. 그래서 그 진폭과 그 주파수로 생각이 진동한다면.

이 책이 독자들에게 그런 진동을 유도할 수 있다면 영광일것이다.

그런 진동이 우리가 원하는 선진국형 원천지식을 만들어 낼 토양을

도탑게 할 것이라고 본다. 컴퓨터과학에서 그런 지식이 지금까지

어떤 동기로 어떻게 나왔는지, 겁낼 필요없는 모습을 소개한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편안한 우리말로 컴퓨터과학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 믿고 나섰다. 확인할 수 있어서 즐거웠는데, 독자들도

같은 생각일진 모르겠다.

사실 따스한 모국어로 깊이있는 전공서적들이 모인 시리즈를 상상

해왔었다. 이 책이 그런 시리즈의 한 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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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들어설 수 있는 열린 울타리의 비옥한 토양, 그 한 귀

퉁이를 이 책이 담당한다면 기쁠것 같다.”

책에 스민 뉘앙스는 다섯개 정도다. (1) 겁먹지 마세요, (2) 상기해요 우리

가 어땠는지, (3) 비밀병기가 보이세요, (4) 불씨가 번지길, (5) 시.

“겁먹지 마세요.” 원천 아이디어라고 하면 어려운 아이디어일거라는 선입

견이 있다. 원조논문은 소문으로만 듣기 십상이고, 그 위에 쌓인 많은 연구가

우리를 불필요하게 질리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원조논문을

겁낸다. 그러나, 그러나 원조논문이 오히려 쉽더라. 앨런 튜링이라는 소년의

그 논문은 그가 천재여서일까? 전말과 경위를 살피고 읽어보니 아니더라. 주

변의 선생들이 잘 가르켜준 덕분이더라. 원조는 아주 상식적인 계기로 소박하

게 시작한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이더라, 는 뉘앙스

가 있다.

“상기해요우리가어땠는지.” 컴퓨터이야기를하면서드러난년도들이있

다. 1854년, 1936년, 1937년, 1948년, 1958년, 1969년 등. 그러면서 우리의 그

때와 살짝 대비했다. 우리는 그 시절 얼마나 답답했던가. 영정조 이후 순조,

헌종, 철종의 60여년. 결정적인 그 시기에 우리는 어쩌자고 뒷걸음만 쳤을까.

늦은 출발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가끔 기운빼고 있지않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되새기는 뉘앙스가 있다.

“비밀병기가 보이세요.” 전문용어를 힘을 뺀 일상의 우리말로 했을 때 얼

마나 쉬운가 보셔요, 우리가 즐기는, 일류가 되는,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

어요. 전문용어들의 개념이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모국어로 표현될 때

얼마나 편하고 쉽게 다가오는 지. 우리가 비밀병기로 꾸준히 축적해야 할 신

나는 프로젝트가 이런거랍니다, 라고 속삭이는 뉘앙스가 있다.

“불씨가 번지기를.” 이렇게 편하게 우리말로 전공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도 한번 이렇게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기를. 지금

은 300년마다돌아오는한반도의르네상스라고한다. 각자의세부전공에서도

재주껏 바라는 방향의 내용을 쉽고 편한 우리말로도 써보자는 응원, 그런 바람

잡이의 뉘앙스가 있다.

“시.” 새로운 발견과 즐거움이었다. 전공개념들에 해당하는 것을 시인들

은이미일상어로표현하고있었다. 시인들은섬세한개념이나느낌을아주쉬

운 일상의 단어들로 밀도있게 표현하는 전문가가 아니던가. 그래서 그런지 전

문용어에 해당하는 일상어는 시 속에 늘 있었다. 우리가 힘을 빼고 유연하게

표현할 줄 몰랐던 것 뿐이더라, 는 각성의 뉘앙스가 있다.

이렇게책에스민다섯뉘앙스. 어떤얼룩으로독자에게번질지. 주인공은

물론 책 내용이다. 뉘앙스는 그 배경색에 흐르는 붓질의 무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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