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 상식 ♠
◈ 토성 한꺼번에 위성 20개 발견, 목성 제치고 최다 위성 보유 행성
토성 주변을 도는 위성 20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번 발견으로 토성은 목성을 제
치고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보유한 행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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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셰퍼드 미국 뉴욕주 카네기과학연구소 연구원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 중
하나인 미국 하와이 마우나케아산 정상에 위치한 스바루 망원경으로 새로운 토성 위성
20개를 발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견으로 토성은 위성 수가 82개가 되면서 79개 위성을 가진 목성의 위성 수를
뛰어넘었다.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거느린 행성이 토성으로 바뀐 것이다. 없던
위성이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망원경이 발달할수록 작은 천체가 발견되기 쉬워
지면서 기존에 발견되지 못한 위성이 발견되고 있어 토성과 목성의 위성 수는 계속해
늘어나고 있다.

#그대를 만난 뒤... 인생 역전#
인생 역전이라는 말은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토성의 20개 위성 중 2개는 이누이트 그룹에, 1개는 갈릭 그룹에 속하
는 것으로 관측됐다. 17개 위성은 노즈 그룹에 속했다. 토성의 위성 중 작고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위성은 궤도에 따라 ‘이누이트’와 ‘갈릭’, ‘노즈’로 나눈다. 북극 원주민인
이누이트 신화와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활동하던 켈트인인 갈리아인 신화, 스칸디나비
아반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노르드인 신화에서 이름을 땄다. 이누이트 그룹에 속한 위
성 2개는 공전 주기가 약 2년이다. 나머지 위성은 약 3년을 주기로 토성을 도는 것으
로 관측됐다. 위성의 지름은 대부분 약 5㎞ 내외로 분석됐다.

하지만 그대를 만난 뒤 인생 역전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상, 새로운 세상, 무엇 하나
예전 같지 않은 전혀 새로운 나.
내 인생은 이제 완결판 블록버스터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셰퍼드 연구원은 “위성과 위성의 궤도를 연구하면 토성의 주변 조건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그 기원도 알 수 있다”며 “거대한 행성 주변 위성의 목록을 완성하는 것은 태
양계의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
했다.

- 김현의《고맙다 사랑, 그립다 그대》중에서 -

참고 : 동아사이언스

♠공지사항
♠
공지사항 및 수업내용♠
수업내용♠

♠ 알립니다 ♠
1. 유아영재교실 수업은 매주 이루어집니다.
2. 2019학년도 4분기 교육료 납부는 11월 29일(금) 까지입니다.

11월 1주

11월 2주

11월 3주

11월 4주

창의적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

낙엽

땅따먹기

빠지직!

나만의

넌 뭐니?

팽이 만들기

-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33-759994 예금주 : 인천재능대학교
→ 반드시 ‘원이름자녀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능홍길동)
*다른이름으로 입금시 영재교육원으로 연락주셔야 입금확인이 됩니다.
* 4분기 납부금액 (20,000원 x 3개월 (12월2주~2월3주 : 총9회) = 180,000원)
※ 12월말 각 기관 방학일정에 따라 2주간 영재수업은 없습니다.
(방학 2주는 교육일정에서 제외, 방학이 4주인 기관은 2회 보강)
3. 유아동영재교실 홈페이지에 매주 유아 영재수업 활동사진이 올라갑니다.
( 네이버 - 인천재능대학교 유아동영재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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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칼럼 ♠
좋은 기억에 빠지면 오히려 슬퍼진다
흔히 우울증이라고 하면 슬픔의 정도가 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그

하지만 과거의 즐거웠던 기분을 떠올리는 것은 우울증을 겪은 적이 없었던 사람

보다 슬픔에서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더 우울증의 중요한 증상일 수 있

들에게서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을 겪었으나 회복한 사람들은 즐

다고 한다. 실컷 슬퍼하고 난 후 털어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

거운 일을 떠올리기 전과 후의 슬픈 기분에서 차이가 없었다. 현재 우울증을 겪

고 후자의 경우 우울증을 겪을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있는 사람들은 즐거운 일을 떠올린 후 되려 슬픈 감정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슬픈 일을 겪고 난 후 즐거운 일을 떠올리면 기분이 나아지기는 커녕

살다보면 기쁜 일 뿐 아니라 슬프고 좌절스러운 일도 자주 겪는다. 이럴 때 많

되려 더 슬퍼진 것이다.

은 사람들이 슬픈 일 말고 다른 주제로 생각을 돌리거나 즐거웠던 기억을 끄집
어내보는 등 다양한 정서 조절을 시도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슬픈 일을 겪
은 후에는 평소보다도 즐거웠던 기억을 쉽게 떠올리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우울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발견들이 있었
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연구자들은 우울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과
거의 일과 그 일의 의미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곱씹기나 후회가 많다는 사
실에 주목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고 ‘그때 참 좋았지~’ 정도로 흘려버리는 것
이 아니라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아닐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렇

마치 우울감을 지속시키려는 듯, 우울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기분을 좋게

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같은 일련의 평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

만드려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좋았던 과거에 비해 지금의 초라함이 크게

여기에 힌트를 주는 한 가지 발견은 우울증을 보이는 사람들은 즐거웠던 기억을

느껴지는 ‘대조효과’가 나타나고 기분이 나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애써 떠올린다고 해도 기분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쥬타 조르만(Jutta Joormann) 연구팀은 우울증상을 현재진행

우울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기 자신의 행동

형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 과거에 우울증을 겪었느나 지금은 괜찮은 사람들, 우

이나 생각 과거 등 ‘나’와 관련된 생각을 전반적으로 훨씬 많이 한다는 연구 결

울증상을 겪은 적이 없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세 집단을 대상으로 슬픈 영상을

과들도 있었다. 시선과 생각의 초점을 나로부터 돌려 외부로 돌리는 시도가 필

보여주어 슬픈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후 각 집단에서 사람들을 반씩 나누

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일로 인해 두고두고 기분이 나쁘다면 내 삶에는 다른 이

어 한 그룹은 낱말풀이 과제 같은 ‘주의 돌리기(distraction)’ 과제를 시키고 다

벤트들도 많은데 너무 그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깐

른 그룹은 과거의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STOP을 외쳐보는 것도 좋겠다.
글:박진영 칼럼니스트

그 결과 우선 기분과 상관 없는 전혀 다른 과제를 함으로써 주의를 돌리는 전
략은 우울증 집단, 우울증을 겪었다 회복한 집단, 우울증을 겪은 적이 없었던
집단 모두에게 있어 효과적으로 슬픔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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