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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 아침이 떠오르다

해 뜨기 직전, 붉은 여명으로
물든 선유도공원의 아침 하늘

황금돼지해의 해돋이 명소

2019년 동이 텄다. 사람들은 1월 1일 해돋이를 보며 1년을 계획하고 마음을 다잡는다.
서울에는 남산 팔각정, 아차산 해맞이광장, 응봉산 정상 등 해돋이 명소가 곳곳에 있다. 종로구 인왕산은 남산 위

사실 태양은 매일 떠올랐고, 사람들은 늘 각자 일터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그럼에도 새

에 우뚝 솟은 N서울타워를 비롯해 서울 시내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대표적 해맞이 명소다. 인왕산 줄기의 마지

라는 희망 때문이다. 올해는 기해년, 풍요를 상징하는 황금돼지해다. 우리 민속에서 돼
지는 복의 근원이다. 올 한 해는 서울 시민 모두 큰 복을 받기를⋯. 그 어느 도시보다
바쁘고 활기찬 아침 풍경을 함께 만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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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한강공원과 선유도를 잇는
도보 다리인 선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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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언덕 청운공원에서는 매해 시민의 건강과 새로운 희망을 기원하는 해맞이 축제가 열리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글 안송연 사진 문덕관

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좋은 일이 생길 거

진행한다. 선유도공원에서는 서울의 중심, 한강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감상할 수 있다. 굳이 등반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지하철 2호선 당산역과 9호선 선유도역 등 대중교통도 편리해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다. 선유교는 아름다운
일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다리 위에서 양화대교 너머 쌍둥이 빌딩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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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발 오토바이는 좁은 골목에서 무거운 종이를 운반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으로 꼽힌다.

바쁜 아침을 시작하는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의 시민들

오가는 사람들로 분주한 고속버스 터미널

이른 아침, 일터로 가는 바쁜 사람들
2009년 완공해 올해로 10년 된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는 서울역 주변에 분산
된 10여 개의 버스 정류장을 서울역 앞 도로 중앙에 통합한 것이다. 하루 종일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여러 노선의 버스가 동시에 드나들어 역동적이고 활기
찬 서울 풍경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중 하나다. 서울에서 각 지방으로 가는 고
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본관은 1981년 문을 열었다.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개장한 후 한동안은 2~3층도 승강장으로 운영할 만큼
승객으로 붐볐다. 현재는 1층만 승강장으로 사용한다. 중구 충무로에는 우리 시
대 인쇄 장인의 일터가 있다. 1950~1960년대 영화 산업이 부흥하면서 영화 전
단지를 수없이 찍었고, 1980년대 민주화 이후에는 선거 홍보물이 넘쳐났다. 현
재는 인쇄 시장이 축소돼 침체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 하지만 여전히 인쇄 장인
을 믿고 이곳을 찾는 고객이 있기에 오늘 아침에도 기계는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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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의 아침은 매일 같이 분주한, 그러나 힘찬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다,

경복궁 앞 수문장 교대의식은 1일 4회, 약 10분 간 펼쳐진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경복궁에서의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시민

조선의 법궁에서 맞이하는 새해
상반의 풍경을 동시에 품고 있는 매력적인 도시 서울. 빠르고 정신없이 흐르는 듯한 현재에도 기
품이 넘치는 조선의 궁궐에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 조선 법궁(法宮)이었고 한양
중심이었던 경복궁은 사계절 언제라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지만 특히 겨울에는 그 어느 때보
다 한적한 궐 안을 둘러볼 수 있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하며 감회에 젖어보거나 새로운 1년을 계획
하며 설렘을 만끽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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