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트

렌즈에 담긴
삶과 자연의
순간들

여름과 겨울 ‘사이’의 가을은
언제나 짧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놓칠 수 없는
풍성한 색(色)의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억새밭. 홍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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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면초. 홍기원 기자

가을 하늘. 김도훈 기자

은행잎. 홍기원 기자

단풍잎. 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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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을과 겨울 사이
10월 19일 눈이 쌓인 설악산 대청봉과 양양 읍내의 단풍이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연출하고 있다.
이종건 기자

02
가을 사랑
10월 30일 강원 춘천시 삼천동
들녘에서 메뚜기가 짝짓기하고 있다.
이상학 기자

03
수확
10월 17일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논에서 가을 추수가 한창이다.
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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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中 '토목 굴기'…세계 최장 강주아오 대교 개통
홍콩과 마카오, 중국 본토인 광둥성 남부 주하이를 잇는 세계 최장 해상
대교인 '강주아오(港珠澳) 대교'에 10월 21일(현지시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총연장 55㎞인 강주아오 대교는 22.9㎞의 교량 구간과 6.7㎞
해저터널 구간, 터널 양쪽의 인공섬, 출·입경 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사진 왼쪽 해상에 떠있는 불빛이 해저터널 출입구가 되는 인공섬이다.
[AP=연합뉴스]

02
와이어와 사람이 만든 형상
서울거리예술축제(SSAF) 2018 개막일인 10월 4일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시민 42명이 크레인과 연결된 와이어에 매달려
'휴먼 넷' 공연을 펼치고 있다.
홍해인 기자

03
그림자는 누구?
10월 18일 가을 햇볕이 스며든 서울 세종대로의 건물 벽면에
출근길 시민들 모습이 비치고 있다.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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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을 향한 점프
10월 15일 전북 전주 완산수영장에서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자 고등부 플랫폼 다이빙 결승에 나선
한 선수가 연기를 펼치고 있다.
김인철 기자

03
'바람처럼'
10월 8일 자카르타 자야 안촐 볼링센터에서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 TPB1 볼링 혼성 개인전에
출전한 김정훈이 투구하고 있다.
윤동진 기자

02
태풍 생채기
10월 7일 전남 해남군 북평면 논의
벼가 태풍 '콩레이'가 몰고 온 강풍에
쓰러져 있다.
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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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에 비친 동물의 죽음과 삶

01

02

관함식 반대 해상시위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개막일인 10월 10일 제주 해군기지
앞 해상에서 카약을 탄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항구로 피신한 어선
10월 5일 북상 중인 '콩레이'를 피해 많은 어선이 서귀포항에
정박해 있다.

▲ 서울대공원의 '동물 행동풍부화'
특별 설명회에서 공개된 기린이 혀로
줄에 달린 통 속의 먹이를 먹고 있다.

▲ 식사하는 아시아 코끼리

홍해인 기자 .

박지호 기자

박지호 기자

▶ 우리나라에 있는 유일한
북극곰이던 '통키'(수컷)가
10월 17일 에버랜드 실내 방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통키는 올해 24세로
북극곰의 평균 수명이 약 25년임을
고려하면 사람 나이로 70∼80세의
고령이었다. 에버랜드는 "영국으로
이주를 앞두고 세상을 떠나게 돼
아쉬움이 크다"며 애도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은 통키의 죽음을
알리는 에버랜드 홈페이지.

▲ 로프에 매달린 닭을 먹는 호랑이
◀ 서울대공원 방사장에서
수박 먹는 오랑우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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