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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034  진주성과 촉성루

인문학 이야기

042  박재희 원장이 풀어주는 '손자병법'

박물관 탐방

048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문화가 산책

058  갤러리 인간·동물 관계의 비판적 고찰

060  시네마 일제강점기 영화 고정관념 깨다

062  콘서트 지산 밸리록 페스티벌

064  연극 아버지 일기장에 숨겨진 진실은

066  클래식 & 뮤지컬 '미국 디바' 르네 플레밍 

068  신간 연합뉴스 특파원들의 생생 취재기

070  문화사랑방 부산엘레지 특별전

074  인물 '심야식당'의 고바야시 가오루

짜릿한 쾌감! 
레포츠의 세계

커버스토리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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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캘린더

076  7월 문화 프로그램 

모멘트 

080  렌즈에 담긴 삶과 자연의 순간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090  인터넷뱅킹도 '엄지족' 시대

역사기행

096  신덕왕후의 얄궂은 운명

걷고 싶은 길 

102  왕이 거닐던 속리산 세조길

유형재의 탐조대 

112  도심 구조물에 둥지 트는 새들 

지역축제 탐방 

116  한산모시문화제, 시간의 바람이 솔솔

음식기행 

126  전주비빔밥의 五色五味

여행소식 

130  관광청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132  호텔 반얀트리의 낭만 결혼식 패키지

134  항공 가루다 선불카드 증정 이벤트 

K-컬처 

138  나폴리 한국주간 행사 성황

세계 속 한인들

146  6·25 참전 25개국 찾은 한나 김

특파원 코너 

152  '태국의 알프스 마을' 도이퉁

지구촌 화제 

156  '이매진' 오노 요코 공동작품으로

인터뷰 

164  '부탄 전문가' 박진도 교수

포토 히스토리 

168  사진으로 보는 역사 속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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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092  현대차 소형 SUV 야심작 '코나' 공개

094  기아 고성능차 '스팅어' 출시

122  삼성전자 전략상품 무풍에어컨 & 전기건조기

136  LG전자 강력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 

170  올여름 피서여행, 경남으로 간다 

174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화려한 부활 

176  원마운트 워터파크 'SUMMER COOL PARTY' 

178  지리산둘레길 남원 구간 명소들

180  피서객 기다리는 파주 캠핑장들 

182  동해시 야경·해돋이 감상, 이곳에서 

186  고양국제꽃박람회 성황리 폐막 

188  퇴직전문가 활용하는 킨텍스 사회공헌 사업   

190  스타트업 투자유치플랫폼 'KDB넥스트라운드'

192  환경전문 공기업으로 성장하는 부산환경공단

194  부산도시철도의 IoT 적용 재난안전시스템

198  해외여행 특화 SC제일은행 '시그마카드'  

200  현대카드ZERO 후속 신상품 3종 나왔다

202  KEB하나은행, 사회적기업 위한 장터 연다 

204  수출입은행, 조직 특성 살린 사회공헌 활동

206  롯데손보 '노후걱정타파 상해보험' 주목   

210  중흥건설, 헬스케어 특화 뉴스테이 공급

212  30돌 법률구조공단, 권리 지킴이로 '우뚝'   

214  '통일한국 중심대학' 꿈꾸는 강원대 

228  농심 "둥지냉면 납시오" 

230  오뚜기 여름성수기 전략상품 '삼총사' 출격 

234  종근당,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2종 출시 

      

건강 

232  신장병은 불치병일까

     

독자마당 

238  다시 가보고 싶은 콜롬비아 메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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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는 지자체, 기업, 기관 등의 후원을 받아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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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38사진 / 동해시청 제공

사진 / 송도해상케이블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