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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느리게 (2.4 낱말/초)

세 번째 미래: 셈틀 시늉내기

고체물리를 공부하고 있던 영석은 책에 있는 한 그림을 한참동안 보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다가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있던 참에, 

책에 있던 어떤 그래프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축을 파수벡터(wavevector) 로 잡

고 축을 에너지 로 잡아서 그린 「에너지 띠(Energy band)」라는 제목의 그래프

였다.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 것인지 궁금해서 책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

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방법으로 이 그래프를 그린 것인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았다. 복잡한 수식이 잔뜩 있을 뿐, 그 수식으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말인지, 없다는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림 1 영석이 궁금해 한 에너지 띠(Energy Band) 그래프

영석: ‘뭘, 어떻게 그렸다는 거지. 수한이에게 물어봐야겠군.’

영석은 수한을 찾아 나섰다. 수한은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친절하기까지 

하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라면 휴대전화가 없다는 점이다. 언제든 영석이 모르

는 것을 물어보면 잘 알려주지만, 만나고 싶을 때 쉽게 만나지지는 않는다. 어쨌든 

궁금한 것이 생겼으니 영석은 수한을 찾아 나섰다. 일단 구내전화로 수한의 방에 

전화를 걸어 보았다. 받지 않았다.

영석: ‘도서관에도 없고 방에도 없다면 어디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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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을 하던 영석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어디론가 움직였다. 그가 

향한 곳은 바둑동아리 맥(脈)의 동아리방이었다. 수한의 거의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둑이었다. 특별히 운동을 좋아하지도 않고, 셈틀 오락도 좋아

하지 않는 그가 진지하게 파고드는 취미가 바로 바둑이었다. 점점 바둑을 즐기는 

사람이 적어지는 시대에 그처럼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도 흔치 않다보니 수한은 바

둑동아리 회장까지 하게 되었다.

바둑동아리 맥의 동아리방 문을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열어봤더니 

역시나 수한과 그의 동아리 선배이자 물리학과 선배인 서병이 바둑판을 사이에 두

고 방바닥에 앉아서 까만 돌과 하얀 돌을 응시하고 있었다. 영석은 짧은 인사를 하

고 바둑판 옆에 앉았다. 바둑은 중반을 넘어 전체적인 집의 윤곽이 잡힌 상태였다. 

영석은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하지만 구경을 할 수는 있을 정도였다. 형세는 영석이 

보기에 누가 유리하다고 말하긴 어려웠다. 아마도 바둑을 두고 있는 당사자만이 알

고 있을듯했다.

영석: 호선이야?

수한: 아니, 정선이야. 서병이형이 나보다 급수가 높거든.

서병: 영석아, 수한이 이녀석 늘 엄살이야. 나보다 급수 낮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

보면 나보다 높아야 될 것 같아. 사기 바둑이라니까.

수한: 아, 서병이형 왜 그러세요. 하하. 자, 형 차례에요.

서병: 이거 봐. 이제는 빨리 두라고 다그치기까지 하네. 자 둔다 둬.

이렇게 이어진 바둑은 결국 서병의 4집 승리로 끝났다. 큰 집 차이는 아니었지만 

끝내기에서 열심히 따라붙어도 뒤집을 수는 없었다. 따라붙었다기 보다는 한 발 따

라가면 한 발 도망가는 형태로 끝까지 추격전을 펼치다가 마무리 되고 말았다. 바

둑이 끝나자 서병이 말을 꺼냈다.

서병: 근데, 영석이는 여기 왠일이냐? 바둑 두려고?

영석: 아니요. 수한이에게 뭐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수한: 어, 이거 고체 책이네.

영석: 응. 여기 이 「에너지 띠」라는 것을 어떻게 그렸는지 궁금해서 말이지. 그런

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다는 설명이 없더라구.

수한: 음. 내 생각에는 말이지, 슈뢰딩거 방정식을 풀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블

로흐(Bloch) 조건을 넣어서 풀어주면 될 거야. 근데 너무 복잡해서 아마 잘 안 

풀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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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물리에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수한은,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핵

심을 금방 파악하고 있었다. 다만 대학교 3학년 수준에서 더 자세히 알기란 어려웠

다. 그 때 적극적인 성격에 끼어들어 설명하기 좋아하는 서병이 말을 꺼냈다. 대학

원 석사 2년차인 서병은 아무래도 실제적인 연구환경을 알다보니 이와 같은 문제

에 좀 더 잘 대답할 수 있었다.

서병: 아, 그거 셈틀로 계산해서 그린 거야. 절대로 사람 손으로 풀 수는 없지.

영석: 아, 그래요? 셈틀로 어떻게 하죠?

서병: 셈틀 시늉내기라는 거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나도 그 전공이 아

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말야. 우리 바로 옆 연구실에서 이런 걸 많이 하더라

고. 슈뢰딩거 방정식에 블로흐 조건을 넣는다는 것은 주기적인 구조를 표현하

는 방법이지. 그 식은 선형대수학의 고유값 문제로 표시되는데, 고유값 문제의 

좌변에 있는 해밀토니안이 바로 블로흐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인 것이지.

수한: 그 고유값의 고유벡터가 전자의 확률분포가 되겠군요.

서병: 그렇지!

영석: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서병: 잘 봐.

서병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 때 서병이 그린 그림

을 여기 덧붙인다.

그림 2 서병이 설명하면서 그렸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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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 이렇게 원자들이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자고. 어차피 주기적

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계산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

래서 이렇게 원자 하나를 골라서 단위세포(unit cell)을 잡고 그 단위세포에 대

한 해밀토니안만 표시를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은 ……. 어차

피 수식적으로는 안 풀리니까, 수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거야. 그 단위 세포를 

이렇게 그물눈(mesh)으로 나눈 다음에, 각 그물눈에 대해서 쪼개서 수치적으로 

풀게 되는 거지.

수한: 그물눈을 얼마나 자세히 나누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겠네요.

서병: 그렇지! 역시 뭘 아는 구나. 그물눈을 자세히 나눌수록 해밀토니안을 나타내

는 행렬의 크기도 커지고 계산도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지. 그물눈 하나가 행

렬의 원소 하나라고 보면 돼.

영석: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 고유값으로 에너지가 나오겠군요.

서병: 그렇지! 각 고유벡터에 해당하는 전자의 공간적 분포가 나오고, 그에 따른 에

너지도 나오게 되지.

영석: 아, 이제 좀 알겠어요.

여전히 깊이 알지는 못했지만, 셈틀로 계산을 해야하고, 행렬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한 영석이었다. 책 속에 있는 그래프가 책 밖으

로 나와서 영석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