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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로 상상하는 미래 에너지
먼 미래에는 어떤 에너지원이 가능해질까?
고장원 SF 평론가

수십 년 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는 화석연료의 대체재로 인류는
이미 원자력과 수력, 조력(온도차), 지열, 태양열, 풍력 그리고
바이오매스(Bio-mass) 같은 보조동력원을 사용해왔다. 이쯤에서
사고의 지평을 좀 더 열어보자. 앞으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후에도 인류가 찬란한 문명을 계속 누릴 수 있다면, 그때에는
과연 어떤 에너지를 주된 동력으로 쓰게 될까? 현재의 우리로서는
이러한 물음에 섣불리 답하기 어렵다. 손에 어렴풋이나마 잡히는
근 미래 청사진과 달리 먼 미래의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고도의 물질문명을 구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SF와 과학의 상관관계를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과학자들의
첨단이론을 자양분 삼아 작가들은 상상의 날개를 한껏 펼쳐왔고
작가들의 개방적인 아이디어에서 과학자들은 독창적인 영감을
얻어왔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상상적 대안들을 하나씩
간략하게나마 둘러보려 한다. 태양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운 이웃 항성계로까지 진출할지 모르는 먼
미래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어마어마해질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후손들은 어떤 대안들을 갖게 될까?

26

KAIST Research Center for Future Strategy ●

찰스 스트로스(Charles Stross)의 소
설 <Accelerando(2005)>을 보면,
기술적 특이점 상황의 클라이맥스에
서 다이스 구 제작에 착수한다.

1. 태양에너지의 100% 활용을 위해 태양계 구조를 바꾸다!
- 다이슨 구(Dyson Sphere)
1959년 영국계 미w국 천문학자 프리먼 다이슨(Freeman Dyson)
은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내놓았다. [과학 Science]지(誌)에 실
린 2쪽짜리 그의 논문 “적외선 방출 인공천체 탐색(Search for
Artificial Stellar Source of Infrared Radiation)”은 항성이 주위로 내
뿜는 복사에너지 일체(一體)를 재활용할 수 있는 인공적인 초거대
건축구조물(mega-structure)을 상정했다.
다이슨 구의 구조는 반지름이 행성(이를테면 지구)의 공전궤도와
맞먹는 거대한 공 모양으로 그 정중앙에 태양이 자리한다. 이 인공

다이슨 구의 모형 예상도

건축물을 가까이서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은 저마다 태양전지를
장착한 작은 단위개체들의 밀집대형 집합이다. 이 단위개체들은
중심에 있는 항성을 기준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제각기 공전과 자
전을 하되 서로 바짝 붙어있다시피 하여 태양빛을 거의 다 가두리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이슨 구 전체의 태양 에너지 전환효율은 이
1)

2. 거의 영원토록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 블랙홀을 에워싼 링월드
성간 가스만 공급해준다면 영원히 멈추지 않고 에너지를 생산

론상 100%에 육박한다.

할 수 있는 천체가 있다. 빛도 빨아들인다는 블랙홀이 바로 그것

그렇다면 다이슨 구의 에너지 산출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 초

이다. 미국의 물리학자 킵 S. 손(Kip S. Thorne)이 고안한 링월드

구조물의 반지름이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1AU)와 같다면 그

(Ringworld) 모델은 작은 블랙홀2) 주위를 둘레 500만km3), 두께

내부 표면적은 약 2.72×1017 km2로 지구 표면적의 약 6억 배에

552km 그리고 폭 4,000km의 거대한 링이 에워싸는 구조로, 블랙

달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다이슨 구는 약 4x1026 W에 달하는

홀이 잡아당기는 구심력을 상쇄하는 동시에 자체중력을 만들어내

태양의 에너지복사를 거의 다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자 자체적으로 시간당 두 번 회전한다. 형태만 놓고 보면 다이슨

1960년대부터 과학소설계가 다이슨 구를 주요한 소재나 배경으

구의 변종인 셈인데, 중요한 차이는 중심에 태양 같은 보통 항성이

로 다루면서 이것을 (프리먼 다이슨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마치

아니라 블랙홀이 자리한다는 점이다. 이 거대한 링에는 사람들이

속이 텅 빈 한 덩어리의 단단한 호두 껍데기처럼 오도한 면이 없지

거주하며 필요한 에너지(열과 빛)는 블랙홀에서 충당한다. 이는

않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한 치의 빈틈없이 빽빽하게 이어져 태

블랙홀 질량의 20%가 사상의 지평면4) 바로 바깥에 소용돌이 형태

양을 에워싼 공 모양의 두꺼운 벽 같은 다이슨 구가 탄생했다. 작

의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에너지는 우리의 태양이

가에 따라서는 이보다 한술 더 떠서 공의 안쪽(혹은 바깥쪽) 표면

평생 열과 빛으로 발산하는 총량의 1만 배에 달한다.5) 이 에너지를

에 지구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우주복 없이 맨몸으로 공기를 마시

50%밖에 소화하지 못한다 해도 태양보다 5,000배나 많은 에너지

며 살 수 있는 천혜의 생태환경을 펼쳐놓기도 한다.

를 공급받는 셈이며, 주기적으로 일정량의 성간물질을 블랙홀 안

1 Anders Sandberg, Dyson Sphere FAQ, http://www.aleph.se/Nada/dysonFAQ.html
2 블
 랙홀의 질량과 크기는 원래 모체였던 항성의 체급에 좌우된다. 태양보다 질량이 서너 배인 항성은 폭발 후 남은 잔해인 블랙홀의 크기가 맨해튼만하며, 태양질량의 1,000배인 초거성
은 폭발 후 화성만한 블랙홀을 남긴다.
3 지구둘레가 4만120km인 것과 비교해보라.
4 블랙홀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들어오면 설사 빛이라도 달아날 수 없다. 이 한계선을 사상의 지평편이라 한다.
5 킵 S. 손 지음, 박일호 옮김, 블랙홀과 시간굴절, 이지북, 2005년, 49쪽

● See Futures : Vol.12 • FAL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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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입시켜준다면 인류의 수명을 고려할 때 거의 영구적인 에

서도 가장 유명한 초기작으로는 H. G. 웰즈(Wells)의 <달 최초 인

너지 생산시스템이나 마찬가지다.

간들 The First Men in the Moon; 1901년>을 빼놓을 수 없다. 작가
들 사이에 갖고 놀던 반물질을 실험실에서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

3. 우주의 기본특성을 에너지로 사용한다?
- 반중력(Anti-Gravity)

게 된 오늘날, 우리가 반중력의 원리라고 해서 터득하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을까.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화석연료와 질적으로 판이한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방정식에 척력(斥力)을 의미하는 ‘우주상

교통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생활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

수’를 마지못해 우겨넣었다. 그 항이 빠지면 우주가 자체 질량이

놓을 것이다.

유발하는 중력을 이겨내지 못해 하나의 점으로 다시 뭉치게 된다
는 계산이 나온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늘 이 인위적인 임의조정을
내심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1998년 우주가 예상외로 빠르게 가속
팽창하고 있음이 관측되면서6) 이 팽창하는 힘에 이른바 ‘암흑에너
지’란 이름이 붙었는데, 이를 두고 공교롭게도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가 실제로 유의미하다는 사후평가가 뒤따랐다. 이러한 발견
은 대안 에너지원 차원에서 의미심장하다. 암흑에너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만 알아낸다면 이제까지 과학소설에 허무맹
랑한 운송(또는 여행)방법으로 등장했던 반중력을 실용화할 수 있
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확히 과학 이론적 근거에 입각한 것은
아니나 SF문학에서 반중력이 우주여행수단으로 사용된 예는 영국

퍼시 그렉(Percy Greg)의 소설

작가 퍼시 그렉(Percy Greg)이 19세기 말 발표한 <황도대를 가로

<황도대를 가로질러

질러 Across the Zodiac; 1880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중에

Across the Zodiac(1880)>

6 우주의 팽창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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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행우주(Parallel Universe)를 약탈하라!
- 남의 우주에서 에너지 훔쳐오기 (1)
거시세계의 성립과정을 설명하는 우주팽창(빅뱅)이론과 미시세
계를 조명하는 양자역학 같은 현대물리학은 하나 같이 다중우주
(Multivers), 다시 말해 복수의 세계들의 존재가능성을 가정한다.
각각의 우주들은 초기 탄생조건에 따라 물리적 성질(이를테면 중
력, 강력, 약력, 전자기력의 크기)이 다르다. 이는 별이 하나도 생기
지 않은 암흑의 우주가 있는가 하면 중력이 전자기력보다 더 강한
우주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차이는 우주마다 흔한 원소
도 달라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우주에서는 희소하여 귀중한 원

캔 매클라우드(Ken MacLeod)의 소설
<세상 배우기 Learning the World(2005)>

소를 그것이 아주 풍부한 다른 우주에서 대거 가져올 수 있다면 좋
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착상에서 출발한 소설이 있다. 아이작 아시
모프(Issaac Asimov)의 <신들 자신 The Gods Themselves; 1972년
>을 보면, 우리우주에서는 통상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방사성

만 써먹는다는 점에서 대안 에너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물질인 플루토늄-186이 느닷없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 바람에

그러나 21세기 들어 발표된 캔 매클라우드(Ken MacLeod)의 장

우리 우주를 지탱하는 기본속성 중 하나인 핵력이 과도하게 강해져

편 <세상 배우기 Learning the World; 2005년>에서는 소위 우주

서 태양이 밝아지다 못해 폭발하기 직전에 이른다. 알고 보니 이는

창조 엔진(cosmogonic engine)으로 미니 빅뱅을 일으켜 그 작

평행하는 이웃우주의 지적 존재들이 불안정한 자기네 우주를 안정

은 우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훔쳐온다.

화시키려 우리우주에다 그 원인물질들을 대량으로 내다버린 탓이
었다. 하는 수 없이 인류 역시 생존을 위해 또 다른 제3의 평행우주

이제까지 소개한 미래 에너지 확보모델들은 하나같이 허황되어

에서 에너지를 빨아들여 지나치게 강해진 핵력을 완화시키고자 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거나

다. 남의 우주에서 에너지를 뽑아온다는 발상은 로벗 A. 하인라인

그에 버금가게 될 기술적 특이점 시대(technological singularity

(Robert A. Heinlein)의 소설 <Waldo; 1942년>에서도 찾아볼 수 있

age)가 향후 짧게는 30~40년, 늦어도 금세기 말까지 도래하리라

다. 만일 평행우주의 존재가 확인되고 양자의 연결로를 만들어낼

예측되는 마당에 당장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 해서 그냥 코웃음

수 있다면 각 우주에 사는 지적존재들 간에 필요한 자원이나 유해

칠 일은 아니지 않을까.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인류사상 최초

한 자원을 서로 주고받는 이기주의가 횡행하지 말란 법도 없을 것

로 12초 동안 불과 36m를 간신히 날 때에만 해도 그로부터 66년

이다.

뒤 인간이 달에 족적을 남기리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인간은 자
신도 모르는 출중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아파넷(인터넷의 원

5. 미니 빅뱅(Mini-Big Bang)을 일으켜라!

형)이 한정된 용도로 개발된 지 겨우 30년 만에 온 세상이 디지털

- 남의 우주에서 에너지 훔쳐오기 (2)

경제권에 편입되어버렸고 최초의 원시적인 전자계산기가 발명된

우리가 우리우주의 탄생원리를 되짚어 태초의 순간을 재현하는 단

지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어느덧 양자컴퓨터의 탄생을 앞두고

계에 이를 수 있다면 굳이 평행우주들을 기웃거릴 필요 없이 직접

있다. 과학소설에나 등장했던 반물질도 이제는 CERN(유럽입자

필요한 용도에 맞는 미니우주를 만들어 이용하는 편이 더 입맛에

물리연구소)에서 극소량이나마 만들어낸다. 여기서는 반물질이

맞을지 모르겠다. 과학자가 소우주를 창조하는 이야기는 에드먼드

정상입자에 닿아 쌍소멸 되지 않게 그것을 자기장으로 최대 16분

해밀튼(Edmond Hamilton)의 단편 <페센덴의 세계 Fessenden's

간 붙들어 놓을 수 있다. 아직까지 CERN의 연간 반양자생산량으

Worlds; 1937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이 작품은 미니

로는 고작해야 100와트짜리 전구를 3초 밖에 켤 수 없지만 이것

우주의 창조주인 인간이 해당우주를 개인적이고 가학적인 용도로

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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