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뚝딱” 교사용 지도서- 전투함 만들기

☞ 강의 Tip.

! 오뚝이의 무게중심

이번 단원에서는 배가 무게중심을 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게중심이

오뚝이를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오뚝이

아래쪽에 있을수록 물체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배는 바닷물을 빼내거나 들여보
내면서 배의 무게중심 위치를 조절합니다. 또한 배가 물에 뜨는 부력의 의미
는 물속에 가벼운 물체를 넣어 손으로 눌렀다 떼면서 학생들이 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셔도 좋습니다.

는 언제나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은 오뚝이
의 아랫부분을 무겁게 하여 무게중심의 위
치를 낮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물체
의 아래쪽에 무거운 물체가 위치하면 물체
는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 비행기의 무게중심

▩ 선박의 안정성
화물의 이동이나 파도에 의해 평형상태가 깨져서 배가 기울어졌을 때 전복되

비행기의 무게중심은 날개 부근입니다. 날개는 양력(뜨는 힘)을 발생시키고 무게중심은
무게의 중심을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 두 힘이 일직선상에서 작용하지 않으면

지않고 원래의 평형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갖는 것입니다. 평형상태로 돌

비행 중에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비행기의 무게중심은 날개 부근에 위치

아가려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하여 비행기는 안정적이게 됩니다.

(가) 배의 무게중심이 부력의 중심보다 낮

☞ 강의 Tip. 부력은 아르키메데스의 일화와 함께 설명해주세요.

으면 선박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며 탕 속에 들어간 자기 몸의 부피만큼 흘러넘치는

그러나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즉

물을 보고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물속에서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

복원력이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면 횡적인

는 물속에 있는 물체의 부피와 같은 물의 무게와 같으며 부력의 방향은 중력

움직임이 심해질 것입니다.

의 반대 방향 즉 위로 뜨려는 방향입니다. 같은 쇠
라고 할지라도 덩어리 상태와 같이 부피가 작은 상

(나) 무게중심과 부력의 중심이 같을 경우

태에서는 부력의 크기가 작지만 배와 같이 만들어

선박은 외부의 힘이 가해지는 대로 기울어

부피를 크게 하면 배가 물에 잠긴 부피와 같은 물

지게 됩니다. 즉 좌로 밀면 왼쪽으로 우로

의 무게만큼의 부력을 위로 받아 배가 뜨게 됩니다.

밀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 선박 평형 수(Ballast Water)
(다) 선박의 무게중심이 부력의 중심 보다

선박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배 안에 채우는 바닷물을 말합니다.

높을 경우 선박은 전복됩니다. 무게중심이

배가 싣고 있던 화물을 하역하면 줄어든 무게만큼 물 위로 떠오르게 되고 이

부력의 중심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가기 위

에 따라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좌우 흔들림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힘이 작용하여 결국 선박은

운항할 경우 자칫 전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선박은

됩니다.

뒤집어지게

선체 내부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선박평형수를 담아 배가 물속에 어느 정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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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게 합니다.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을수록 선박의 안정도가 높아지기 때문

☺ 재미있는 이야기

이죠. 한편 선박의 한쪽 측면에만 화물이 많이 실려 있다면 반대쪽 물탱크에

내가 바로 철갑 전투함 거북선!!

물을 채워 좌우균형을 맞추기도 합니다. 선박 평형 수는 선박의 운항효율을

거북 모양을 한 전투함인 거북선은 세계 최초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배가 어느 정도 잠겨 있어야 효율적으로 운항할

의 철갑으로 씌워진 돌격용 전투함입니다. 거

수 있기 때문이죠.

북선은 바다에서의 전투능력을 생각하여 당시

! 배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바닷물이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의 전투선을 새롭게 고쳐 만든 철갑선으로 뱃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중해담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중해에서

머리에 용의 머리모양을 설치하였고 용의 입에

온 외래종입니다. 번식력이 워낙 좋아서 우리 고유 홍합의 서식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는 대포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거북선은 안

또한 국립 생물자원관은 지중해가 원산지인 소형갑각류 ‘몬스트릴라’가 경북 영덕 강구

에서 밖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볼 수

항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기는 이번

없게 만들어져 전투 시에 상당히 효과적이었습

이 처음인데 지중해지역을 운항하는 화물선의 선박평형수에 실려
우리나라 연안에 유입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담치

니다. 거북선은 조선함대의 맨 앞에서 활약하였는데 왜군의 함대에 포위되더
라도 일시에 대포를 쏘아 임진왜란의 크고 작은 해전에서 많은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북선은 그 과학적인 설계와 구조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미국의 워싱턴 전쟁기념관과 영국의 해군 사관학교박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투함
세종대왕함(2007)

문무대왕함(2003)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함

한국 최초의 스텐스 구축함

360도 전 방위를 감시
하는 스파이 이지스 레
이더와 각종 미사일기
관포로

3중

방공망을

구축합니다. 최대 1000
㎞떨어져 있는 항공기
나 미사일을 찾아낼 수
있고 9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
니다.

한국 최초로 전자파·적
외선 및 소음이 거의
노출되지 않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생화학
방사선 공격에 효과적
으로 대처할 수 있어
한국 해군이 보유한 기
존의 함정에 비해 성능
이 뛰어납니다.

물관을 비롯하여 중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 여러 곳의 역사기념관에
이순신함(2002)

전시되어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4000t급 구축함

달걀을 세우기가 힘든 이유

추진 기관은 가스 터빈

단순히 달걀의 모양이 둥글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달걀의 무게중심에 있습

2대와 디젤엔진 2대를

니다. 무게중심이 바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입

갖추었고, 320여 명이

니다. 달걀의 무게중심을 결정하는 것은 달걀의 노른자인데 노른자가 흰자보

승선 할 수 있습니다.

다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른자는 달걀의

2005년 영국 포츠머스

껍데기 속에서 위아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항에서 열린 트라팔가

가운데 위치할 수 있습니다. 달걀을 세우려면 어떻게

르해전 승전 및 넬슨

할까요? 달걀을 위아래로 매우 세게 여러 번 흔들어서

제독 순국 200주년 기

노른자를 고정하고 있는 막을 끊어버리면 노른자가 내

념 국제관함식에 참가

려와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려 세우기가 쉬워집니다.

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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