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CH 2017 Vol.27

CONTENTS
COVER STORY
10

싱그런 봄바람에
매력자산 돋아나고
PART1.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옷의 자리에서 사람을 보는 사회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
PART2.
변화의 물결 선두에는
청바지와 원피스가 있다
-장소영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PART3.
내로라하는 쟁쟁한
여성 패셔니스트 4인
-김민정 패션에디터
PART4.
엄마에게 딸의 옷장을 허하라!
PART5.
2030女직장인, 아재의 매력을 말하다
PART6.
아재, 한 끗 차이로 오빠 되다
PART7.
패셔니스타 정두언 전 국회의원이
말하는 성공의 첫걸음, 패션

SPECIAL
48
58

BRAVO
INTERVIEW

82

36

90

44
62
78

“불행은 내 장점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기웃거리면서
시작된다”
일곱 번째 자선 콘서트 여는 윤석화,
윤석화다운 삶을 말하다
명사와 함께하는 북人북
-고광애 웰다잉·노년 문제 전문가
자식을 위한 삶에서 자신을 위한
삶으로의 회심
“항상 양보해야 탈이 없어요”
가수협회장 김흥국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아름다운 소행성을 꿈꾸는
일흔의 어린 왕자
20년 만에 꿈을 이룬
쁘띠프랑스 한홍섭 회장

4 BRAVO MY LIFE march 2017

Model 윤석화 Photographer 박규민
Stylist 이서연 Dress 판타지 패턴 재킷
에스카다(02-3442-5760), 화이트 셔츠
마시모두띠 (02-3413-9841)
Editor 김영순

136

이봉규의 心冶데이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이승연,
50세 지금이 딱 좋아!

김성회가 만난 CEO 스토리
-윤문상 전 EBS 부사장
“나이듦의 미덕은 거리두기, 멀리보기,
방향잡기”

제2인생
노후자금창출 원룸 투자로 가능할까

동년기자 페이지
-최은주·최원국·신용재·
이경숙·한정숙·조왕래 동년기자
외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치지 못한 편지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
그날 왜 늦은 줄 아세요?

BIZ&PEOPLE

142
150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미술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꿈”
-‘우리들의 눈’ 엄정순  디렉터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성공적 앙코르 커리어
-조수경 ㈜글로벌아너스 대표

OPINION
33
34
76
120

한문산책
-하태형 前 현대경제연구원장
절절함을 노래한 시, 첫 번째

함철훈의 사진 이야기
꿈을 나눌 친구

똑똑한 은퇴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
친도(親道)를 아시나요?

정유년에 정유재란
-문창재 언론인
순천 왜성 천수대에 서서

MARCH 2017 Vol.27

CONTENTS
HEALTH
30

관절 건강 캠페인

98

웰에이징

100

홍혜걸의 비온뒤 칼럼

102

착한 환자 좋은 의사 되기

106

무릎·엉덩이 관절 질환 예방과
수술 후 관리법

고혈압은 소금이 만들어낸 늪

대한민국 50대 남성에게 올리는 글

황반변성과 근무력증이 겹친 중년 남성과
안과 전문의의 라뽀

음식과 건강
-최철한 본디올대치한의원 원장
당뇨에 좋다는 음식들

108

건강 100세

114

건강 라이프 ‘10년 젊게 살기’

인공지능 ‘왓슨’ 암 환자 구세주 될까?

-나이든 허리,
충분히 젊게 만들 수 있다
-발기부전과 조루,
수술보다 간편하고 좋은 방법
-녹슨 혈관 청소 안 하면
심장질환에 노출 위험

LIFE

CULTURE

8

28

52
128
145

BRAVO THEME
42
54

송유재의 미술품 수집 이야기
박원식이 만난 귀촌
충북 괴산 산골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김병록씨 부부

작지만 좁지 않은 한 칸, 봉안당

130

이달의 추천 공연·도서·영화·전시

154

3월의 산책
Life is a Flower!
LIAF·아산세계꽃식물원

꽃중년@
벨리댄스 매력에 푹 빠진 여인들

추천 앱
단톡방에서 꾸욱~ 카카오톡
그룹채팅방 메뉴 활용 팁

반려동물 이야기
주인님, 저 지금 스트레스받았어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112

138

152

김인철의 야생화
염화시중의 미소로 꽃샘추위 내치는
‘앉은부채’

웰다잉

MONEY
66

-왜 은퇴재무설계인가?
-은퇴재무설계 기본 방향에 대하여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문화읽기
3월의 맛

86

추억이 방울방울, 오늘은 경양식 먹는 날!

문학관 답사기
짙푸른 소나무 사이 농촌계몽운동의
기억이 살아있는 곳 ‘심훈기념관’

6 BRAVO MY LIFE march 2017

5070 액티브 시니어의
은퇴재무설계 가이드

124

올댓연금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주택연금으로 가택연금 피하자

은퇴 라이프
‘액티브 시니어’로 가기 위한
5대 은행의 제안

47
134
146
156

배국남의 뉴컬처 키워드
시대정신을 담보한
사임당이 문화 키워드로

이성낙의 그림 이야기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모셰 다얀’을 만나다

문화공간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 천국의 문을 열다

해외 투어
무라카미 하루키도 반해버린 바람의 섬,
그리스 미코노스

문화공간
<다방의 푸른 꿈> 원조 걸그룹
‘김시스터즈’ 미국을 사로잡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