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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느낀 것 그리고 상상하게 된 것,

서로 다른 분야로 축적해가던 지식이 한 데 모여 어우러지는 모습의 놀라움 스위치 회로.

와 부울 논리가 같은 걸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의 발견과 기계적 접근방식의 언어로 짜는 프,

로그램이 논리학자들이 쌓아온 논리들과 같은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의 발견이 이

루어낸 성과들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부울 논리와 스위치 회로를 연결 짓지 못.

했다면 지금처럼 편리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 또 기계적인 접근으로 짠 언어와. ,

논리가 대응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쉽게 배울 수 있었을까 아무런 연관이 없어보이던 두 분야를 엮으며 이루어낸 성과를 우리.

가 직접 누리는 탓인지 지식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더 놀랍게만 다가온다, .

문득 지금도 우리가 엮어낼 수 있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분야가 있지 않을까‘ ’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 두 분야를 엮어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

게 되지 않을까 아니 적어도 한 분야에서 풀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는 문제를 다른 분야에. ,

서의 지식을 힌트로 해서 풀어낼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전에 한 자료에서 읽은 내.

용에 따르면 수학의 어떤 문제를 풀고 풀어 찾아낸 답이 물리학에서의 어떤 값과 정확히,

일치했다고 한다 또 어떤 공학 분야에서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

공학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풀리는 다른 문제를 이미 풀어놓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다른 곳에서 답을 풀어놓았지만 그 답이 풀려져 있는. ,

지도 모르는 상태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는 그런 건 어.

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보다 먼저 시대를 살아가신 선배님들의 노력들로 수많.

은 지식들이 쌓이게 되면서 우리들은 모든 분야의 지식을 전부 다는 알 수 없게 되었기 때,

문이다 우리들은 몰두할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서 그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파고 나가는 방.

식을 택하면서 각 분야들이 독자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의 지식수준은,

모든 방면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우리들 개개인은 점점. ,

더 좁고 깊은 수준의 지식만 갖게 되어서 넓은 시야를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 중 누군가는 한 가지 분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분야만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 분야들의 큰 그림들을 파악해 다른 분야들을 연결 지으면서 그 분야를 발전시,

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단순히 학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들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들 모두는, .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

서 마주치는 순간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마주쳐간 적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는 우리보다 그 순간들을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 선배들은 어떻게 대처.

했는지 어떻게 하면서 시간을 낭비했고 어떻게 하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었는지를 들으면, ,

서 우리들은 더 나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만의 길을 걸어간다.



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 보다는 가끔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

각한다.

컴퓨터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상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

컴퓨터가 내장되는 모습이었다 전등 책상 의자 침대와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에 컴퓨터가. , , ,

내장되어 알아서 불빛을 조절해주고 높낮이와 기울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며 온도나 자세,

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물건들 그리고 이 밖에도 더 많은 곳들에 컴퓨터를 넣으면서.

점점 더 편리해지는 사회를 상상하게 된다 사실 나는 이전까지만 해도 임베디드 시스템이.

라느니 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냥 별 감흥이 없었다 컴퓨터가 정확히 뭐인지 생각해본, IOT .

적도 없고 컴퓨터는 엄청 복잡한 거라고만 생각해서인지 나랑은 그저 다른 세계에 있는, ,

말들만 같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컴퓨터가 어떤 일들을 하는 거고 어떻게 구현된.

것인지를 보게 되면서 알고 보니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로, ,

그냥 일반적인 사물에도 어떻게 하면 컴퓨터들을 구현해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임베디드 시스템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사회의 모습이 확 와 닿게 되고 그 미래모습을IOT ,

더 깊이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온갖 사물들에 편리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 추가되고. ,

온갖 사물들에 저장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유용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 아직.

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것 같은 그 시대를 직접 주도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들이 마구마구 솟아나게 되었다 생각만 해도 설레는 생각들. .

나는 그 생각들을 직접 실현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