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April 2017 Vol. 432

018

커버스토리

위풍당당!
대한민국 랜드마크

문화유산
034 마음을 채우는 합천 영암사지

인문학 이야기
042 이영주 교수가 전하는 '두보 & 이백'

역사기행
048 흥미진진한 조선의 법궁

박물관 탐방
056 지구촌 볼거리 빼곡한 세계다문화박물관

문화가 산책
066 갤러리  송번수 회고전 '50년의 무언극'
068 시네마 남자들의 어두운 세계 '프리즌'
070 콘서트 英 록밴드 콜드플레이 내한공연
072 연극  조기대선 국면 주목받는 입센 연극
074

클래식&뮤지컬 봄에 만나는 '핏빛 사랑'

076

신간 60대 할머니의 프랑스 자유여행

078 문화사랑방 보물 된 '영남기행화첩'

문화 캘린더
082 4월 문화 프로그램

모멘트
090 렌즈에 담긴 삶과 자연의 순간들

10 201704

Contents
April 2017 Vol. 432

130
K-컬처
146 K-팝 스타, 텍사스의 밤 달구다

세계 속 한인들
154 재미교포, 요리계 오스카상 후보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100 남녀는 평등할까

지구촌 화제
158 인간 지위 누리는 뉴질랜드 江

Travel Abroad
104 미식 도시 페루 리마

인터뷰
166 '초인가족' 엄효섭의 조연 인생

걷고 싶은 길
108 천년 사랑 품은 정읍사 오솔길

포토 히스토리
168 사진으로 보는 역사 속 4월

캠핑을 떠나자
116

나른한 봄, 캠핑으로의 초대

지역축제 탐방
120 울진대게와 놀다

104

음식기행
130 수원 王갈비의 별미

쉘 위 댄스
134 댄스 마니아의 라이프스타일

여행소식
138 관광청  이스탄불 4월 튤립축제  
140 호텔  그랜드워커힐서울 봄 패키지
142 항공  진에어 제휴 노선망 확장

116

12 201704

Contents
April 2017 Vol. 432

탐방기
172 바르셀로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를 가다

리포트
062 어디에도 없는 꿈의 뮤지엄 'Museum SAN'
086 광주은행 첫 광주화루(畵壘) 공모전
126 평택호 자전거길, 가족 단위 라이딩 명소로
144 대한항공, 자체 기술력 담은 보잉 787-9 도입
176

롯데물산 '123층 건물짓기' 30년 만에 마침표

178 삼척 맹방 유채꽃 따라 봄 속으로
180 여름이 시원한 태백이 부른다
184 봄철 타이어 관리 '꿀 팁'
186 새 고속열차로 안착한 SRT

180

AP=연합뉴스

172

188 사회공헌에 전력 쏟는 KT&G
190 기술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나선 한전
194

중고차 매매 서비스 '오토벨'  

196 동양생명 '보험王' 전한서 FC
198 KB손보, 자녀보험 'The드림아이' 출시
200 산재보험 부정수급, 최고 3천만원 포상
202 횡성축협한우, 홍콩시장 본격 공략
206 우송대,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인재 육성
210

부산도시공사, 안전경영 최고 공기업 도전

212

한국서부발전, 제8회 녹색기후상 수상

216

금성백조주택, 보령 '예미지' 아파트 분양

226 SK케미칼 혈우병 치료제 유럽시장 노크
230 감기약의 진화…차(茶)처럼 먹는다

건강
228 '1㎝ 갑상선암' 수술해야 하나

232
※ 리포트는 지자체, 기업, 기관 등의 후원을 받아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14 201704

독자마당
232 가족과 함께한 이탈리아 베네치아 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