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PLE 1.)

도대체 무한이란 무엇일까?

무한을 본 사람
칸토어가 세운 알레프1 호텔은 ‘실수’ 호텔이며 ‘연속’ 호텔이다.
객실 번호가 무한 자리의 실수로 되어 있어서, 이 호텔은 참으로 놀라운 특징을 갖게 된다.
첫째, 알레프1 호텔의 객실에는 옆방이 없다. 어쩌면 여러분의 방도 존재하지 않는지 모른
다. 여러분의 방이 누구의 옆방도 될 수 없을 테니.
둘째, 0호실에서 1호실 사이의 모든 방의 개수는 호텔 전체 방의 개수와 같다! 심지어 여러
분이 0호실에서 0.1호실까지의 모든 방을 생각하든, 0.01호실까지의 방을 생각하든
0.0000000001호실까지의 방을 생각하든 마찬가지다. 아무리 작은 구간이라도 그 사이에
있는 방의 숫자가 호텔 전체 방의 숫자와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호텔을 설계하느라 칸토어는 정말 힘들었겠다!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소설가 보르헤스는 칸토어의 알레프1 호텔과 똑같은 특징을 가진 책
을 상상했다.
<모래의 책>이다.
(<모래의 책>과 보르헤스 이미지)
<모래의 책>이라는 책 속에 언급되는 <모래의 책>은 시작도 끝도 없고, 한 페이지를 넘기
면 다시는 그 페이지를 찾을 수 없는 책이다.
두 실수 사이에 무한히 많은 다른 수가 있는 것처럼, <모래의 책>의 어떤 두 페이지 사이에
도 무한히 많은 페이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수는 참으로 놀라운 속성을 가졌다.
하지만 이렇게 괴상망측한 실수도 공간상에 표현하면 너무도 간결한 모습이 된다.
그냥 수직선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매끈하게 보이는 이 수직선 속에, ‘무한’과 ‘연속’이라는 두 가지 마법의
정기를 불어넣는 순간, 수직선은 모순과 역설이 소용돌이치는 심연으로 바뀐다.
수직선의 양 끝은 무한을 향하고, 수직선의 모든 작은 부분은 무한을 담는다.
수직선은 무한소로 이루어진 무한대이다!
자연수도 무한하긴 하지만 두 수 사이에는 유한한 자연수가 존재한다.
유리수는 어떤 두 수 사이에도 무한한 유리수가 존재하지만, 셀 수 있고 불연속이다.
칸토어의 친구였던 수학자 데데킨트는 우주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상상해서 이걸로 수직
선을 자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를 자르면 칼날이 닿는 자리가 반
드시 무리수가 됨을 보였다.

(SAMPLE 2.)

사랑과 죽음의 기원 : ‘두뇌 속의 폭풍’
Love in My Brain
손바닥을 마주 보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주먹을 쥐고 함께 모아보세요.
이것이 대충 여러분의 뇌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작은 공간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곳이 여러분의 ‘자아’가 기거하는 곳이고, 여러분의 의식과 마음, 정신과 영혼이 발원하
는 곳입니다.
우리가 학습한 수많은 지식과 과거의 모든 기억, 현재의 막연한 설렘이나 불안, 미래에 대
한 기대와 희망이 어우러지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다른 모든 신체 부위를 컨트롤하는
명령어들이 시시각각 쏟아져 나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우리의 가장 내밀하고 소중한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미래의 불확실
성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현재형으로 끌어당겨져 끔찍한 악몽이 되기도 합니다.
‘찻잔 속의 폭풍, A Storm in a Teacup’이란 말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엄청 큰 일로 느껴지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사소한 사건을 말합니다.
뇌과학자들은 흔히 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감정이 모두 ‘두뇌 속의 폭풍, A Storm in a Brain’이라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전기화학적 폭풍입니다.
사랑이 ‘두뇌 속의 폭풍’인 건 맞지만, 우리의 뇌는 스토리텔링, 즉 썰을 푸는 데도 천부적
입니다.
책과 드라마, 영화, 인터넷, 유튜브와 SNS 등에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각
해 보세요.
이런 것들 중에는 물론 진실 되고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지만, 낭설과 괴담, 수많은 거짓말,
거짓인 줄도 모르고 하는 거짓말 등등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과 나누는 이야기도 잘 돌이켜 보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라기
보다 합리화하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대개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또 많은 경우 별도의 세상, 가상현실
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사랑도 스토리텔링, ‘러브스토리’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순식간에 생생한 가상현실, VR로 바꾸고, 때로는 이를 증
폭시켜 증강현실, AR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스펙트럼은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러브스토리부터, 편집증과 스토킹 등 온
갖 기형적 형태까지 다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