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에세이

물 위에 납작 엎드려 살아간다. 물 위에 가만히 떠있는 소금
쟁이를 살펴보면, 다리 끝 부분만 살짝 물에 닿은 채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고 몸무게를 지탱한다. 지름이 사람 머리
카락(0.1mm)과 비슷한 소금쟁이의 다리를 전자 현미경으
로 보면,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털이 빽빽하게 나있으며, 이
를 더 확대해 보면 털 한 가닥 가닥마다 나노미터 크기의 홈
이 파여있다. 털은 물을 싫어하는 성질을 지닌 왁스로 코팅
되어 있어, 다리의 작은 털 사이에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
는다. 마치 공기쿠션으로 다리를 감싸는 효과를 내는 것이
다. 덕분에 물 위에 쉽게 뜰 수 있고, 물 위를 미끄러질 때에
는 물의 저항을 매우 적게 받는다.
소금쟁이가 송장헤엄치게와 같은 천적의 공격을 받으면, 순
식간에 다리를 오므려서 물을 박차고 자기 몸 길이의 수 배
나 되는 높이까지 뛰어오른다. 땅 위에서 자기 키만큼 뛰어
오르기도 힘든 사람과 달리, 소금쟁이가 물에 빠지지 않고
높이 뛰어오르는 비밀은 바로 물의 표면장력에 있다. 물 분
자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특성 때문에 물 표면을 팽팽하게 당
겨주는 힘이 생기는데, 이를 표면장력이라고 한다. 소금쟁이
처럼 작은 동물은 물 표면을 트램펄린처럼 느낀다. 소금쟁이
가 물을 너무 세게 누르면 물 표면을 뚫고 들어가 퐁당 빠져
버리겠지만, 적당한 힘으로 누르면 사람이 트램펄린에서 뛰
어오르는 것처럼 물 위에서 뛸 수 있다.
서울대학교 공대(조규진 교수팀, 필자 연구팀)와 자연대(피
오트르 야브원스키 교수팀)의 공동 연구진은 소금쟁이가 물
위에서 뛰어오르는 과학적 원리를 밝히고 이 원리를 적용한
로봇을 개발하여 최근 ‘사이언스’지에 발표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로봇은 실제 소금쟁이처럼 수면을 부드럽게 눌러, 지
상에서 뛰는 높이만큼 물에서도 뛰어오를 수 있다. 아직 많
은 기술적인 과제가 남아있지만, 미래에는 공상과학영화처
럼 어느 연못에서 소금쟁이와 로봇이 나란히 노니는 광경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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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위에서의 도약 그 우아함의 재현

소금쟁이는 보통 세 쌍의 가늘고 긴 다리를 넓게 벌린 채로

,

호수나 연못에서 수면을
지치며 노니는 소금쟁이는
인간의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더없이
알맞은 대상이다. 물 위를
미끄러지듯 걸어 다니다가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소금쟁이의 능력을 그대로
재현한 로봇이 최근
개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