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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캘린더

072 9월 문화 프로그램 일정

인문학 이야기

076 이석재 “행복의 길은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서 시작”

문화공간

082 수림아트센터, 서울 동북부 문화 

 허브 꿈꾼다

사람박물관 얼굴

086 얼굴 속에 담긴 천만 가지 표정을 만나다

문화유산 

092 고령 지산동 고분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떠나는 역사여행

김수진의 아프리카 이야기

038 하늘에는 킬리만자로, 바다에는 잔지바르

걷고 싶은 길

044 옥정호 물안개길, 세상 시름 잊게 하는 

 때 묻지 않은 오솔길

문화가 산책

056 갤러리  국내외 유명 작가 대거 참가하는

 광주비엔날레

058 시네마  조선 최고의 지도 제작자 

 김정호의 삶

060 콘서트  영혼의 밑동을 울리는 

 풍부한 솔(soul)

062 연극 & 뮤지컬  가슴을 울리는 

 아름다운 순애보

064 클래식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 

 지휘자 성시연의 섬세함과 만나다

066 신간  고구려 문화의 총체 ‘벽화고분’

068 문화 사랑방  베트남 걸그룹 ‘라임’, 

 K-팝 시장 데뷔

지오투어리즘 
광음이 빚어낸 천혜 비경을 찾아서

커버스토리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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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110 박인비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 위업

축제

114 정남진장흥물축제, 흥! 흥! 장흥이로다!

170 전주세계소리축제, 판소리 중심으로 

 전 세계 음악 동시에 즐긴다

172 2016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더 크게, 더 넓게, 더 다채롭게’

174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신명에 취하고 남사당에 물들다’

맛난 음식

120 장흥한우삼합, 산·들·바다의 절묘한 만남

커피

124 ‘후퇴’ 모르는 한국 커피 시장, 

 내친김에 국제커피기구 유치하나  

쉘 위 댄스

126  댄스 예절은 ‘사람 됨됨이’ 가늠자

여행소식

130 관광청  캘리포니아에서 즐기는 럭셔리 글램핑

132 호텔·리조트  긴 추석 연휴, 도심에서 재충전

134 항공·크루즈  델타항공, 슬라이딩 도어 

 탑재 비즈니스석 도입

K-컬처

138 터키 K-팝 대회 열기 ‘후끈’

세계 속 한민족

146 상파울루 홍창표 변호사, 첫 한인 시의원 도전장

지구촌 화제

150 부친 심장 기증 받은 노인 손잡고 

 결혼식장 입장한 미국 여성

렌즈에 담긴 삶과 자연의 순간들

모멘트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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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60 정미조 “40대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살렵니다”

164 박지우 “한국과 이탈리아 잇는 

 문화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182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성과 창출로 

 신뢰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투어

178 용평리조트, 4년 연속 ‘베스트 스키리조트상’ 도전

180 삼척 “장호항, 해신당공원, 

 덕풍계곡으로 오세요”

리포트

186 코레일, 지역과 상생하는 명품 역세권 개발 추진

188 갤러리아면세점 63, 쇼핑·관광을 

 하나로 ‘원스톱 투어’

19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로 개방형 혁신 이끈다

192 알리안츠생명, 선택 폭 넓힌 최저연금적립금 

 미보증형 변액연금보험

194 미래에셋대우, 연금저축도 피트니스처럼 

 꾸준히 관리

196 LG유플러스 “다양한 로밍 서비스로 가을 

 여행 준비하세요”

198 삼성자산운용 한국형 TDF, 자동자산배분 

 프로그램으로 연금자산 관리에 최적

200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 사행사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세계 유일의 중독관리센터

204 에스원, 저장장치 필요 없는 클라우드 CCTV 출시

208 웰컴저축은행, 서민과 중소상공인의 

 금융파트너로 자리매김

210 JW신약, 동안의 비결은 피부 재생 화장품 ‘탄&막’

212 SK인천석유화학, 미래 짊어지고 나갈 인재 육성

216 ‘인터넷진흥원’만 알면 정보보호 원스톱 해결

220 신한금융그룹, ‘따뜻한 금융’ 통해

  고객·사회·기업 동반성장 추구

222 국민연금공단, 최고의 연금서비스에 걸맞은 

 최고의 이웃사랑 실천

226 수원시, 화성행궁 인근에 한옥형 보육지원시설 

 개관

230 개교 70주년 부산대학교, 글로벌 명문대학 

 도약 꿈꾼다

232 순천향대, 미래산업 수요 겨냥한 

 ‘웰니스산업 실무인재 양성’

234 영산대학교, ‘스타트업 캠퍼스’ 향한 

 도약의 날갯짓 시작

238 KB금융, 리우 올림픽에서 감동의 드라마 만들다

240 코스콤, 직원 공감대 형성으로 

 봉사 문화와 활동 확산

242 홍천군, 4개 권역 114만㎡에 귀농·귀촌 특구 조성

246 종근당,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프리락토 2종’

건강

248 기흉, 크고 마른 10~20대 남자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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