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트

렌즈에 담긴
삶과 자연의
순간들
12지신의 마지막 동물 황금 돼지의 해,
2019 기해년(己亥年)이 밝았습니다.
매년 새로 마주하는 달력이지만 이렇게 신기한
현상이 있음을 아시나요.
‘매년 1월과 전년의 5월은 항상 같은 요일로
시작하고 같은 요일로 끝난다. 평년인 경우 1월과
그해의 10월은 같은 요일로 시작하고 같은 요일로
끝나며, 윤년일 경우 1월은 그해의 4월, 7월과 같은
요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출처:위키백과)
올해 법정 공휴일은 66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1
'뒹굴 뒹굴' 판다
눈이 내린 작년 12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암컷 판다 아이바오가 눈밭을 구르고 있다.
02
눈 만난 호랑이
한국 호랑이가 내리는 눈을 맞으며 뛰어다니고 있다.
03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황금원숭이들이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체온을 나누고 있다.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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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울릉도에서 즐기는 눈썰매
울릉도와 독도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12월 14일 경북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인근 도로에서 한 회사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눈썰매를 타고 있다.
김주성 기자

02
한라산의 겨울
12월 7일 눈이 내린 제주 한라산 1100고지.
박지호 기자

03
함박눈
12월 11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 캠퍼스에
함박눈이 내리고 있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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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오색 빛 '오고무' 연주
12월 6일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영추문 개방행사에서
화려한 전통춤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B'가 온다
겨울비가 내린 12월 3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위로 빗물이 고여있다.
김도훈 기자

김도훈 기자

01
메주가 주렁주렁
12월 6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서일 농원에서 직원들이
말라가는 메주를 살펴보고 있다.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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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벽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벽화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인천시 중구 인천항
7부두 내 사일로(Silo·곡식 저장시설) 외벽 벽화.
이 벽화는 높이 48m, 길이 168m, 폭 31.5m 규모로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봄·여름·가을·겨울 북 커버 장식이 그려졌고 성장 과정을 의미하는 문구가
16권의 책 제목으로 디자인됐다.
윤태현 기자

03
02
논술시험
12월 2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수험생들이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치르고 있다.

겨울비 풍경
겨울비가 내린 12월 3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예술공원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털옷 입은 가로수 길을 걷고 있다.
홍기원 기자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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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선정 2018 올해의 인물

‘수호자들과 진실에 대한 전쟁’
(guardians and the war on truth)

대관령에 드리운 '채운'(彩雲)
12월 2일 백두대간 대관령 능선 하늘에 채운 현상이 나타났다. 채운은
변종 구름의 한 가지로 구름 자체에 색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의
회절 때문에 매우 선명하게 색이 붙어 보이는 현상이다.

지난 10월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등 진실을 밝히고자
사투를 벌이는 언론인들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2018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카슈끄지, 지난 6월 편집국 총격 사건으로 기자 5명이 희생된 미국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지역신문 '캐피털 가제트' 편집국 직원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정부의 인권 탄압 정책에 맞서 탄압받고 있는
필리핀 뉴스사이트 '래플러'(Rappler)의 대표이자 언론인인 마리아 레사, 미얀마군이 저지른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체포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로이터통신 소속 와 론 기자와 초 소에 우 기자. [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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