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금 빠르게 (3.4 낱말/초)

여섯 번째 미래: 사흘하고 한나절

영석: 우와! 드디어 됐다!

영석은 소리쳤다. 드디어 양자역학과 고체물리 그리고 전자기학의 이론이 조화된 

광결정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든 것이다. 며칠 밤을 지새우고 컵

라면을 먹으며 프로그램 코드를 쳐다보기를 이어가던 영석은 드디어 코드를 완성했

다.

영석이 이 세상에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만든 것도 아니다. 이미 MIT에 있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라

이브러리(library)는 누군가가 만들어 둔 것을 가져다 사용했다. 게다가 꼭 만들

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궁금했다. 만들 수 있을지, 만든다면 실행은 될

지 궁금했다.  그렇다,  호기심이다.  양자역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졌던 전자

수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고체물리를 배우면서 알게 된 주기적 구조의 신비

로움, 거기에 전자기학 이론까지 더해진 광결정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

영석은 또 수한을 찾아 나섰다. 간단한 검사는 다 끝났으니 이제는 실제로 정

확하게 작동을 하는지 시험을 해 볼 차례였다. 수한이 들어가서 지내고 있는 연

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에 대한 계산을 똑같이 돌려볼 생각이었다. 2차원 계산

만 되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 아쉽지만 3차원까지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이 되면 

혹시 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영석이었다.

수한: 그걸 결국 다 만들었구나. 대단한걸.

영석: 이거 하느라 진짜 힘들었지.

수한: 원래 프로그램의 예제는 다 똑같이 돌아가?

영석: 응, 유효숫자 여섯 개까지 똑같게 나와.

수한:  좋아, 그럼 이 논문을 따라서 해 보자. 얼마 전 우리 연구실 선배가 쓴 논문인

데, 좀 구조가 복잡하긴 하지만 아마 해 볼 수 있을 거야. 광결정 공진기의 모드

(mode)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에너지와 전자기장 모양을 얻어내면 되는 거지.

영석: 그런데 셈틀 한 대에서 할 수 있어?

수한: 그물눈을 좀 성기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값이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그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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쩔 수 없고. 그렇게 해도 시간이 꽤 걸릴걸.

영석: 그래. 먼저 계산에 필요한 변수 설정부터 하자.

이렇게 계산을 시작했다. 계산의 구조와 변수를 모두 집어넣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렸다. 한참 설정을 하고 나서 드디어 계산을 실행시켰다. 실행과정을 지켜

보니 일단 계산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진행속도를 보니 대략 8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았다. 사흘하고도 한나절이 더 걸리는 셈이다. 앞으로 며칠 동안 동아리방

의 셈틀이 드득드득 대며 열심히 돌아갈 것이다.

영석은 수한의 연구실에서 방으로 돌아와 잠시 쉬기로 했다. 그동안 쌓였던 고

단함이 한 번에 밀려오고 있었다.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수한의 연구실까지 어

떻게 갔었는지가 신기할 정도였다. 옷도 입은 채로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데, 방

돌이인 후상이 들어왔다.

후상: 쓰러졌냐?

영석: 쓰러졌다.

후상: 다 짰냐?

영석: 다 짰다.

후상: 오호~ 진짜 다 짰냐? 잘 돼?

영석: 일단 기본적인 예제는 잘 돼. 지금 좀 더 실제적인 문제를 풀도록 계산을 돌려 

둔 상태지.

후상: 이야. 그거 며칠이나 걸렸냐?

영석: 며칠이 뭐냐. 거의 한 달 걸린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내내 이것만 하고 있었다.

후상: 너 수업도 안 들어가지 않았냐?

영석: 안 들어갔지. 이제 수업 시간표도 잘 기억 안 난다.

후상: 하여튼 너도 대단하다.

영석: 내가 생각해도 내가 대단하다.

후상: 그런 뜻이 아니거든? 응? 이제 좀 있으면 기말고산데 어떡할래.

영석: (뒤척이면서) 인생,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후상: 아, 또 뻘소리 하지 말고.

영석: 근데, 유선이랑은 화해했냐?

후상: 아, 유선이? 뭐 그런 셈인가?

영석: 뭐야, 화해한 거야, 아님 안 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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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상: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유선이는 내가 이해는 잘 안 된다는데 그래도 

잘 지내려고 하고 있대.

영석: 왠지 그거 넌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너에 대한 이해를 포기

한 것 같은데?

후상: 뭐 그런 건가? 근데 그건 왜 물어?

영석: 아, 아니 뭐. 근데 내가 코드를 짜면서 생각한 건데 말이야.

후상: 이건 뭔가 뻘소리를 시작할 때 쓰는 말인데.

영석: 아, 그러지 말고 좀 들어봐.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을 셈틀 시늉내기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후상: 야, 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자라.

영석:  아니, 자 봐봐.  사람이 가지는 에너지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결정 되는 거

지. 뭐 예를 들면 기분이 좋으면 에너지가 높고, 기분이 나쁘면 에너지가 낮다든

지.

후상: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 되겠냐.  게다가 감정 말고도 사람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 텐데.

영석: 아, 물론 그렇지. 그래도 사람의 상태와 에너지를 연관 지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걸 고유값 문제로 환원시켜서 해결하는 거지. 여러 사람이 같이 있

을 때에는 각 사람 사이의 상관관계에 해당하는 변수를 넣어 주어서 서로 영향

을 주고받는 걸 고려해주면 되고.

후상:  네가 진정 이번학기 기말고사를 포기했구나.  지금 돌려놓은 계산 결과나 잘 

확인해보고 이제 뻘짓 그만하고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영석: 아, 좀 자고나서 더 생각 해봐야겠다.

며칠 뒤 계산 결과를 확인 해보았다. 결과 파일에서 결과값을 뽑아내고 약간의 

추가적인 처리과정을 거친 뒤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논문에 있는 그래프와 완전

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비슷한 모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

석은 ‘그래 이 정도면 훌륭해’라고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영석의 동아리 같은 학번 친구들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다. 곧 

기말고사가 있고 그 뒤에 바로 방학이니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함께 모이자는 뜻이

었다. 영석, 후상, 유선, 상훈, 배창, 세희가 함께 모였다. 뭔가 그럴듯한 것을 먹고 

싶었지만 결국은 삼겹살집에 가기로 했다. 목소리 큰 영석과 후상이 이야기를 이

끌어가는 듯 보였다. 그렇지만 안을 잘 들여다보면 세희가 중요한 때마다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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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이야기 속에 끼워 넣으며 눈치채지 못하게 분위기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 흐름을 모두 눈치채며 꿰뚫어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상

훈이다. 상훈은 대화를 이끌어가기 보다는 흐름을 즐기면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성격이었다. 특히 사람들 사이의 감정 흐름을 유난히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

야기가 흐르는 가운데 관심 있는 주제에는 갑자기 적극적이 되어 불쑥 뛰어드는 

배창도 있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열변을 늘어놓다가 관심이 없는 주제

에 대해서는 극도의 무관심을 보이곤 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를 웃으면서 받

아주는 유선이 있다. 딱히 마음이 넓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대화에 한 박자씩 늦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삼겹살은 계속 구워졌고, 이야기는 꽃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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