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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빠르기로 (3.0 낱말/초)

두 번째 미래: 유쾌한 젊은이

영석: ‘몸도 찌뿌듯한데 농구나 한 판 해야겠다.’ 후상! 농구나 하러 갈까?

후상: 응? 아 그럴까?

성후상. 후상은 영석과 방을 같이 쓰고 있는 방돌이다. 수학과 3학년이며 영석의 

단짝 친구이기도 하다.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며 현대대수학 책을 보고 있던 후상

은 책을 덮고 두 팔을 쭉 뻗으며 몸을 일으켰다. 운동복을 챙겨 입고, 농구공을 챙

기고, 운동화를 신고, 방을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기숙사에서 교양도서관 앞

을 지나 체육관으로 걸어갔다. 후상은 농구공을 바닥에 튕기며 걸어갔다.

영석: 어! 유선이다.

후상: 그러네. 유선아 안녕?

유선: 농구하러 가나보네?

후상: (공을 튀기면서) 응.

영석: 몸도 찌뿌듯하고 해서 말이지.

유선: 여유 있네. 좋겠다.

영석: 오늘은 당장 해야되는 숙제도 없어서. 도서관 가는 길이야?

유선: 응, 그렇지 뭐. 농구 재미있게 해~.

후상, 영석: 응, 안녕~!

유선과 인사를 마친 영석과 후상은 계속 체육관으로 향했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많은 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 늘 기숙사에 있는 카이스트 학생

들에게 농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이 있다는 건 학교생활의 답답함을 풀 수 있는 공

간이 있다는 뜻이 되기도 했다. 농구장에서는 학생들이 이미 시합을 하고 있어서 

영석과 후상은 몸을 조금 풀면서 잠시 기다리기로 했다. 시합이 끝나고 나니 시합

하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농구를 그만하겠다고 해서 이들에게도 뛸 수 있는 기

회가 생겼다.

모르는 사람 두 명과 한 편이 되어서 시합을 시작했다. 열두 명의 학생이 네 명

씩 세 편으로 나뉘어져 시합을 했다. 이기는 편은 계속 시합을 할 수 있고 지는 편

은 기다리고 있던 편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방식이다. 이른바 ‘농구장 빼앗기’

이다.

영석은 몸이 가볍고 움직임이 경쾌했다. 모르는 사람들과도 금방 호흡을 맞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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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하게 움직였다. 감각적인 패스와 빠른 드리블이 영석의 장기이다. 한 편 후상은 

묵직한 움직임을 보였다. 빠르게 움직이기 보다는 중요한 자리를 잡고 지키다가 리

바운드를 하는 것이 그의 장기이다. 수비가 심하지 않을 경우는 때때로 점프슛을 

성공시키기도 한다. 이들은 농구를 하는 내내 유쾌했고, 이기고 지는 것과 상관없

이 농구를 즐겼다.

이렇게 15점 내기 시합을 세 판 하고나니 이들도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어

느덧 시계도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후상: 야, 이제 갈까?

영석: 그래, 음료수나 좀 마시자. 아, 덥다.

땀에 흠뻑 젖은 두 젊은이는 자판기에서 뽑은 시원한 이온음료를 마시며 기숙사

로 향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몇몇 친구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밤

이 늦어도 모두들 각자의 일에 바빴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 실험을 마치

고 돌아오는 친구, 동아리방에서 공연 준비를 하는 친구, 연애를 즐기는 친구까지.

방에 들어온 이들은 땀에 젖은 옷을 벗어 빨래바구니에 던져 넣었다. 이제 씻으

러 갈 참이었다. 영석은 옷을 벗어 던진 상태로 방문을 열며 말했다.

영석: 나 먼저 샤워하러 간다.

후상: 야! 너 또 그러고 가냐. 옷 좀 입고 다녀!

영석: 하하. 유레카!

그러더니 영석은 세면도구가 담긴 작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수건 하나를 담아서 

슬리퍼를 신고는 샤워실로 달려갔다.

운동도 하고 샤워도 하니 몸이 쫙 풀리면서 잠이 왔다. 둘은 자려고 각자의 침대

에 누웠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영석이 슬그머니 일어났다. 그러더니 후상에게로 

다가왔다. 자려고 누웠던 후상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후상: 아, 또 그러냐. 절루 가라!

영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웃음을 지으며 누워있는 후상 위에 포개 누워 후상을 껴

안았다. 후상은 몸을 뒤척이며 영석을 밀어냈다. 결국 영석은 침대 밖으로 밀려났

다.

후상: 아, 너 진짜 애정 결핍 아냐?

영석: 크크, 그래 애정 결핍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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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상: 나중에 너 결혼하면 네 아내나 그렇게 안아줘. 나한테 그러지 말고.

영석: 하하, 알았어, 알았어.

좀 짓궂은 영석의 장난은 이렇게 끝이 났다. 어디까지나 장난일 뿐 이 둘은 늘 

유쾌한 친구였다.

각자 잠자리에 누운 이들은 잘 자라는 인사를 나누고 누워있었다. 그러나 종종 

그렇듯이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바로 잠들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

후상: 요즘 수업은 잘 듣냐?

영석: 뭐 그런대로. 양자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후상: 아, 양자. 근데 그 양자역학이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영석: 간단히 말하면 파동으로 세상을 표현하겠다는 거지 뭐.

후상: 응, 그래. 그거야 알고 있는 건데.

영석: 음, 어디부터 얘길 해야 되나. 일단, 연산자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관측 가능한 물리량이야. 예를 들어 에너지나 운동량 같은 것들이지.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해밀토니안 연산자가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파

동함수에 곱해주면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전자의 상태가 파동함수에 표현되는 

거지. 그리고 고유값으로 에너지가 나오고.

후상: 연산자가 관측 가능한 물리량이라는 말이지?

영석: 그렇지. 보통은 미분으로 표현되지.

후상: 뭐, 좀 쉽게 설명 안 되냐?

영석: 그러니까, 연산자를 걸어준다는 건 어찌 보면 측정을 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

지. 해밀토니안을 걸어준다는 건 에너지를 측정하겠다는 거니까.

후상: 그럼 전자가 하나 있을 때하고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데?

영석: 그건 해밀토니안에 표현되는 거지. 대신 전자 두 개를 다 표시해 줘야 하니

까, 파동함수에 변수가 두 개로 늘어나겠지. 그건 마치, 이 방 안에 너 혼자 있

을 때와 너랑 내가 같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

이나 마찬가지지. 그와 동시에 너와 내가 있을 위치도 달라지겠고.

후상: 아하, 뭔가 감이 오는데.

영석: 아, 근데. 유선이는 참 공부 열심히 하지 않냐? 늘 도서관에 늦게까지 있더라

고.

후상: 우리도 열심히 하잖아. 졸립다. 야, 그만 자자.

영석: 그래. 잘 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