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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인지 재

앙의 연속인 것 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한 해에 

무려 세 번의 반영월식이 있던 우주만큼은 그

렇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하여 쥐도 새도 없이 

지나가 버린 2020년 상반기, 앞으로 어떠한 천

문 현상이 우리를 보상해 또 이러한 천문 현상

들은 어떠한 원리로 생기는지 줄지 알아보자.

10월, 보름달 두 번 뜬다

10월은 보름달이 두 

번이나 뜨는 아주 희

귀한 날이다. 첫번째 

보름달은 10월 1일인 

목요일 중국시간으로 

17시 20분에 뜨며 23

시 20분에 가장 높이 뜬다. 두 번째 보름달은 

10월 31일에 뜨며 중국 기준으로 22시 50분쯤

에 보름달이 가장 둥글어 진다. 보름달은 달이 

지구를 공전하면서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 할 때 나타난다. 이 때 태양 빛이 달의 모

든 앞면에 부딪쳐 지구에 반사되므로 달이 둥

글게 보이는 것이다.

11월, 반영월식

11월 30일에는 올해 3

번째 중 마지막인 반영

월식이 일어난다. 중국 

기준으로 16시 15분경

에 반영월식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보일 예정이다. 

이번 반영월식은 중국 기준 16시 40분에 최대

로 진행되며 19시 55분에 종료 된다.

한국 천문 연구원 KASI 에 따르면 반영월식

은 “태양, 지구, 달이 정확히 일직선으로 늘어서

지 않고 어긋나 있어서 달의 일부가 지구의 반

그림자에 가려지는 경우를 말한다.” 쉽게 표현

하자면 월식이 일어날 조건에서(태양, 지구, 달

이 순서대로 정확히 일직선으로 위치 할 때) 조

금 벗어나 월식처럼 지구의 모든 그림자 속으

로 달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그림자

가 흐릿하게 달에 비치는 현상이다.

12월, 3가지 천문현상

12월은 2020년의 마지막 달답게 세 가지의 

희귀한 천문 현상들이 우리를 반겨줄 예정이다. 

첫 번째 천문 현상

은 바로 개기 일식이

다. 12월 14~15일 사

이에 개기 일식이 나

타날 예정이지만 한

국 천문 연구원 KASI

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태평양 남부, 남아메리

카 남부, 남극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 남서 지역”

에서만 관측이 가능하다. 

개기 일식은 태양, 달, 지구가 순서대로 정확

히 일직선으로 위치 할 때 달의 그림자가 지

구로 가는 태양을 빛을 막을 때 생기는 현상

으로 마치 빛나는 링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

럼 보인다.

두 번째 천문 현상

은 바로 12월 14일에 

일어날 쌍둥이자리 

유성우 이다. 한국 천

문 연구원 KASI에 따

르면 쌍둥이자리 유

성우는 소행성 3200페톤(3200Phaethon)이 태

양의 중력에 의해 부서지고 그 잔해가 남은 지

역을 지구가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유성우이다. 

이 유성우는 다행히 중국에서도 날씨만 좋다

면 보일 예정이다.

2020년을 마무리

할 12월에 마지막 천

문 현상은 12월 21일

에 일어날 목성과 토

성 대결합이다. 한국 

천문 연구원 KASI에 

따르면 12월 21일 중국 기준으로 16분 15분 직

후 목성과 토성이 0.1도로 가까히 근접하게 되

여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목

성과 토성의 대결합 무려 20년만에 다시 일어

나는 천문 현상이다.

학생기자 김동건(SAS 11)

화장품은 어느덧 우리들의 일상이 됐

다. 요즘 학생들의 필수 아이템이다. 립

스틱, 파운데이션, 비비 크림 등 뷰티를 

위한 상품부터 수분크림과 토너 등 피

부개선, 보습용 제품들이 넘쳐난다. 그

러나 화장품에 무슨 재료가 들어가고 

어떻게 공장과 연구실에서 만들어지는

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화장품

의 과학적 요소와 생산 과정을 립스틱

을 통해 알아보자. 

립스틱 연구 과정

립스틱을 제조하기 전, 어떤 원료들을 

사용할지 연구소에서 정해야 한다. 원료

들은 화장품 연구원들이 립스틱에서 원

하던 색상과 질감을 완성하기 위해 몇 

개월 연구를 걸쳐 결정한다. 립스틱 경

우에는 착색과 번짐 등 여러가지 요소

들을 고려해서 원료를 선택하게 된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동물실험 반대운동

이나 채식주의자들이 늘어나면서, 비건

(Vegan) 원료들이 인기라고 한다. 립스

틱에서는 암컷 연지벌레에서 얻는 밝은 

붉은색의 천연 유기 염료인 카민 (car-

mine)을 자주 넣는데, 이를 비건 원료인 

비트(beetroot)나 안토시아닌(anthocy-

anin) 으로 대체하는 추세라고 한다.

립스틱 제조 과정

공장에서 식물성 왁스와 각종 오일을 

비롯한 20여 가지 원료들을 일정한 비

율로 섞은 다음에 가열하고 용해한다. 

선택한 원료들을 모두 용해한 후, 색소

를 넣고 최첨단 기계를 사용해 몇 시간 

동안 섞어준다. 거품이 생기거나 이물질

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

접하기보다 정교한 기계가 업무를 맡는

다. 원료들과 색소가 다 섞인 후에 립스

틱 형태를 갖추기 위해 튜브에 넣어 쿨

링을 시킨다. 원료가 다 굳으면 립스틱 

뚜껑으로 덮어준다. 이렇게 립스틱 생

산이 완성된다.

립스틱 테스트 과정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바르는 것이므

로 안전 검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식

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정한 유통 화장품

의 안전관리기준을 지키기 위해 납, 비

소, 수은 등의 원료양을 철저히 검사한

다. 또한, 더운 날씨에 쉽게 녹지 않도

록 녹는점도 측정해야 한다. 이전에 만

들어진 제품들과 색상과 질감이 똑같은 

지 확인하기 위해 팔목에 발라 테스트 

비교를 한다. 

이처럼 립스틱을 만들 때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매우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린

다. 립스틱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품들

도 마찬가지다. 여드름 치료용 제품들

은 소비자들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도

록 특히나 성분 연구 시간이 오래 걸린

다. 얼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자

기가 쓰는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또 어떤 재료들이 포함돼 있는지 확

인하는 것이 소비자의 바람직한 자세라

고 생각한다. 

학생기자 한민교(SMIC 12)

2020년은 우주 대잔치 립스틱, 어떻게 만들어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