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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주 가

있 다.

관측 가능한 - 관측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그 너머에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있는지 알지조차 못한다는 뜻이다 - 우주는 천억 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다. 천억 개면 억이 천 개라는 소리다. 은하 하나만 해도 엄청난데 그게 억 개가 있는 걸 하나
로 쳐서 천 개나 된다는 말이다. 각 은하는 대략 또 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그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별 중 하나가 태양이다. 태양의 주위에는 수명을 다하고 폭발한
별들의 부스러기가 뭉쳐진 작은 덩어리들이 돌고 있는데 그중 조금 큰 덩어리로서 정체성을 그나
마 가지고 있는 몇 놈들이 태양의 행성이라고 불리며 그중 태양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자리 잡고 있
는 태양의 백만 분의 일의 부피를 가지는 덩어리가 지구이다.
생성초기에 뜨거웠던 지구는 오랜 시간 동안 식으면서 안쪽은 이글이글 끓고 있는 뜨거운 불
덩이지만 그 거죽은 식어서 딱딱하게 굳은 매우 얇은 층이 불덩이를 감싸고 있다. 뜨거운 팥죽을
상상해 보자. 후후 불면서 식히면 제일 윗부분은 살짝 이불 - 나는 어릴 때 이렇게 불렀다 - 이
생긴다. 다 식은 줄 알고 떠먹었다가는 입천장이 훌러덩 벗겨지기에 십상이다. 지구의 표면을 감
싼 층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인가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이 지구를 찌른다면 그냥 쉽게 푹 꺼지고는
안쪽의 불덩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아주 얇으면서 파삭한 껍데기인 것이다. 다행히 지구가 그런
것에 부딪힐 경우가 잦지 않기 때문에 - 적어도 우주의 시간에 견주어 볼 때 상상하기조차도 힘
들게 짧은 인류의 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파삭한 껍데기라
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그런 매우 불안정하고도 얄팍한 껍데기 위
에 겨우 붙어살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참고로 지각의 두께는 지구 전체 반지름의 삼천
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발밑이 불덩이라면 우리의 머리 위는 어떠한가?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층은 무한히 두꺼워 보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지구의 밖에서 쳐다보자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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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으로부터 산소가 존재하는 공간은 매우 얇고 좁디좁은 거의 2차원에 한정된 공간에 지나
지 않는다. 그 두께는 지각의 두께와 어림잡아 비슷하다. 설상가상으로 인간은 아무리 용을 써도
지표면에서 채 2m도 벗어나지 못하며 아무리 빨리 움직이려 해도 1초에 겨우 10m 남짓 이동할
수 있을 뿐이다. 2m라는 길이는 지구의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지구에 “딱 붙어서” 사는 존재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랄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작은 길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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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불덩이 위에 식어 붙어 있는 매우 부서지기 쉬운 얇디얇은 껍데기 위의 아주 살짝 덮여
있는 얇은 공기층 안에서 한정된 2차원만을 스멀스멀 기어 다니는 그러면서도 그 대단한 생존력
으로 지구를 새카맣게 덮어버린 존재. 그 지독히도 한정된 생존 공간조차 현재의 욕구에 빠져 점
차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
다. 언젠가 아슬아슬하게 앉아 있는 지구의 “이불”이 팍삭 소리를 내며 부서져 버리는 순간 흔적
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교만함을 버리고 좀 더 겸손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소크라테스가 땅속에서 이렇게 소리칠 것이다. 너 자신을 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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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심장 박동의 주기인 1초를 인식하는 기본 단위로 하여 100년 정도를 산다. 인간이 알고
있는 범위의 우주의 나이는 어림잡아 100억 년 정도이다. 즉 인간의 1초를 기준으로 우주의 수명
은 대략 1017 정도가 된다. 자연을 관찰하면 보통 크기가 작은 것은 시간 규모도 작고 크기가 큰
것은 시간 규모도 크다.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 원자 속의 전자가 수소 원자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016 분의 1초이다. 따라서 인간의 수명은 수소 원자의 심장 박동(전자가 수소
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기준으로 대략 1023 정도가 된다. 수소원자가 바라보는 인간의 시간 규모는
인간이 바라보는 우주의 나이보다도 길다.
그렇다면 수소 원자도 인간과 같이 생각한다면 자신의 미천함을 느껴야 할까? 하지만 여기서
인간이 알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인간을 포함한 지구 위의 모든 물질, 심지어는 우리
가 보는 저 광활한 우주조차 전자가 존재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 전자들과 원자핵 사이의 그 작고도 작은 상호작용들, 개개의 전자들끼리 주고받는 그 미천한
힘들이 물질을, 인간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우주의 삼라만상을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히는 근본이
라는 것을 우리는 과학을 통해 배웠다.
원자는 그리고 전자는 아마도 자신의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도 이 광대
한 우주에서 그리고 또 인간의 인식 너머에 있어 알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거대함에서 우리가 차
지하는 중요성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간이 너무 작다고 우리가 ‘상호작용’을 펼치는 공
간이 너무 작다고 스스로 너무 쪼그라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광활한 미지에 대한 겸손함을 바
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상호작용이 아닐
까? 그렇게 우리는 저 거대한 우주와 통하며 우주의 한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그리고 무의미하지
않게 떠받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의 나래를 ‘내’ 마음대로 펼쳐 본다. 전자가 그러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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