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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과학원리 알고 타면더재밌다

로켓슬라이드 중력과 원심력로켓

슬라이드는 여수 디오션리조트 워터파크

의 대표적인 물놀이 기구다 기본적으로

놀이공원 롤러코스터와 비슷하지만 레일

위가아닌물길을따라타는게다르다 여

기엔중력과원심력이라는과학원리가숨

어있다

지상 16 높이에서 중력에 의해 아래

로 떨어지면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

로변화된다 이에 따라가속력이붙어아

찔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 로켓슬라이

드를타면커브구간에서몸이튕겨져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도 막상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구가 당기는 힘(중력)보다

바깥으로 튕겨나가려는 힘(원심력)이 크

게작용하기때문이다

또 한가지 재밌는 과학 원리가 숨어 있

다 바로자기부상(磁氣浮上) 원리다 자연

법칙에 순응해 위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

로 떨어지는 것만 아니라 자기장의 힘을

빌어 자연법칙을 역행하는 것이 특징이

다 위에서아래로떨어지는것은물론 아

래에서위로솟구치며올라가는것도가능

하다는말이다

위로올라가는부분에마그네틱을설치

하고탑승보트에부착된자석의힘을이용

해 밀어올리는 방식이다 내려오는 가속

도와 물의 부력까지 더해지면서 레일 등

별다른 지지대 없이도 230 구간 오르락

내리락물길을즐길수있다

관성의법칙다이렉트슬라이드17

높이에서순식간에미끄러져내려오는

다이렉트 슬라이드 외형은 놀이터에 있

는미끄럼틀과비슷하지만막상타보면아

찔하다 튜브 없이 맨몸으로 시속 60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90를 미끄러져 내

려오는 이 슬라이드에는 관성의 법칙이

숨어있다

완만한경사면에서출발해갑자기급한

경사면을 내려가면 순간 속도가 증가한

다 즉 가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슬라이드

를 타던 사람은 관성력을 느껴 몸이 공중

에붕뜨는듯한기분을받는다

쉽게빠르게달리던자동차가언덕길을

내려갈 때처럼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듯

한아찔한느낌을받는것과같은원리다

슬라이드는아래방향으로꺾어졌는데몸

에는 조금 전까지 관성이 남아 있기 때문

이다

무중력 체험 더블토네이도1287m

높이에서 중력에 의해 왕복운동을 하며

빨려들어가는 더블토네이도 이 기구는

중력과 무중력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놀이공원의 대표적인 시설 바이킹에서

처럼 올라갈 때의 긴장감과 내려올 때 쾌

감을즐길수있다

튜브를타고원형통로를내려가다보면

갑작스레 넓어진 소라 모양의 공간이 나

온다 이때 튜브는좌우로움직이는데 정

점의 순간을 찍고 내려오기 직전 아찔한

쾌감이 느껴지는 무중력 원리가 작동한

다 무중력순간에는귀속에들어있는반

고리관과전정기관이자극을받아방향감

각과 균형감각을 잃게 된다 그래서 아찔

한현기증을느끼게되는것이다

아쿠아플레이의 무게중심아쿠아

플레이는전기나유압없이중력과무게중

심에 의해 작동되는 기구다 공중에 달린

큰 물통은 앞부분과 뒷부분 비대칭을 이

룬다 물이 점차차오르다가가득차는순

간무게중심이뒤쪽에서앞쪽으로이동하

게되고아쿠아플레이가앞으로기울어지

며물벼락을쏟아붇는것이다 물이다쏟

아지면다시무게중심이앞에서뒤로이동

하면서원래의위치로되돌아간다

파동의원리나인스톰파도풀바다

에서 보는 파도는 단순히 물이 밀려오는

것처럼보이지만사실바람이만든파동이

다 바다 위를빠르게 지나가는공기의압

력에 의해 해수면의 물이 밀리면서 생긴

파동이 해안까지 전달되는 것이다 파도

가 밀려오는 해수욕장에서 물이 해변 쪽

으로밀려가지않고위아래로만오르락내

리락하는이유는바로거기에있다

나인스톰파도풀의파도도역시공기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공기펌프를 이용해 9

개의 물탱크에 공기를 밀어 넣어 물을 밖

으로내보냈다가다시빨아들이면서파도

가생기는것이다

박기웅기자pboxer@kwangjucokr

여수김창화기자chkim@

워터파크 물놀이 시설에 숨은 과학

척추동물가운데어떤동물이가장오

래 살까 거북? 틀렸다 상어가 정답이

다

영국 BBC에따르면덴마크코펜하겐

대학교연구팀은어선그물에우연히걸

린 그린란드상어 28마리를방사성탄소

측정법으로 나이를 잰 결과 젊게는 274

살 늙은 것으로는 512살까지 이르렀다

고과학저널사이언스에최근발표했다

연구팀 율리우스 닐센 해양생물학 교

수는그린란드상어가 1년에1씩자란

다면서그물에걸린 28마리중길이가 5

인암컷은최소 400살로 조선시대중

반인 1590년대에 태어났을것으로추정

했다

지금까지는 211살로추정되는북극고

래가최장수척추동물로알려졌다무척

추동물로는 밍이라고 부르는 대서양

연안산 대합류 조개가 507살로 측정됐

다

성장도느리지만깊은바다에서굼뜨

게움직이는이상어는 150살이돼야성

숙해짝짓기가가능하다

닐센교수팀은이상어의각막에있는

단백질이 재생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점에 착안해 방사성탄소 측정법으로 새

끼때의각막단백질의연도를쟀다

상당수 물고기는 귓속뼈인 이석(耳

石)의단면에나무의나이테처럼나타나

는동심원으로나이를추정하고백상아

리의 경우 등뼈에 켜켜이 자라 쌓인 석

회화한조직으로나이를측정한다

그린란드 상어는 간의 기름을 기계유

로 사용하기 위해 남획되다가 세계 2차

대전 이후 합성유가 개발되면서 수요가

급감했다 그러나 한번 남획된 후 새끼

들이자라번식하기에시간이오래걸려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다

닐센 교수는 북대서양 전체의 분포

로볼때성숙한암컷이나새끼 청소년

기의 그린란드 상어를 찾아보기 어렵

다며 상어가사람으로치면대부분10

대인만큼짝짓기를해후손이번성하려

면 앞으로 100년은 더 걸릴 것고 BBC

에말했다 연합뉴스

후후앤컴퍼니(대표 신진기)가 전화권

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

콜 서비스와 연동해 어플리케이션 후

후에서도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

공한다고 15일밝혔다

두낫콜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

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핸드폰이나 유선전화를통해 상품을 판

매하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수신거부 의

사를등록하는서비스다

기존후후이용자가전화수신이후스

팸을 차단했다면 이제는 두낫콜 서비

스 연동으로후후를통해 전화권유판매

전화를사전에차단할수있게됐다

후후 이용자는 앱 설정 메뉴 상단 수

신거부의사등록배너를누르고 수신거

부의사를등록하면손쉽게차단이가능

하다 전화권유판매사업자는월 1회이

상해당수신거부리스트를확인하게된

다

한편 후후는 지난 2013년 8월 출시한

스마트폰기반발신자정보식별스팸차

단 앱 서비스로 최근 누적 다운로드

2300만건을돌파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후후 앱도 전화판매수신거부가능해요

그린란드상어

512살 상어 최고령척추동물등극

유럽남부천문대(ESO)가지금까지발

견된 외계행성 중 태양과 최단 거리인

지구를닮은외계행성을관측했다고독

일 주간지 슈피겔이 지난 13일 보도했

다

슈피겔은 아직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이행성은태양에서가장가까운항성인

켄타우루스 프록시마 주위를 공전하고

생명체의존재에 필수적인액체상태의

물이표면에존재할가능성이있다고전

했다

이매체는 켄타우루스 프록시마가태

양으로부터 단지 424광년(약 40조1104

) 거리라고 소개했다 이 행성이 최단

거리에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

ESO가 이달 말 이 행성의 발견을 발표

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

천문학계는 외계행성 대부분이 수백

광년 떨어져 있어 거의 탐구를 하지 못

했다고설명했다 연합뉴스

태양과최단거리 지구닮은행성 발견

무게중심이동원리로물벼락을쏟는여수디오션리조트 아쿠아플레이

연일 무더위가기승을부리면서여름휴가철 워터파크를 찾는방

문객이 늘고 있다 시원한 물 속에서 놀이기구의 스피드를 즐기는

짜릿함은더없는행복이다 더욱이이곳엔놀이만이아니라과학의

원리까지담겨있다 이과학원리를자녀들에게알려주면서물놀이

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여수 디오션리조트 워터파크의 도움을

받아물놀이시설들에숨어있는과학의비밀을알아본다

60 가속도로공중부양효과

전기유압 없는물벼락즐기기

공기펌프로만든파동 파도풀

무중력체험더블토네이도

중력과원심력로켓슬라이드 관성의법칙다이렉트슬라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