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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O 
INTERVIEW

22 만신 김금화, 

 소소한 일상을 나누다

34 명사와 함께하는 북人북

 소설가 김진명

 허구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다

58 구순의 우제봉 씨, 

 패션디자이너의 꿈을 꾸다

 삶의 완성을 향해 다시 시작

66 1세대 커피 명인 여종훈 

 ‘味學’의 길에서 ‘美學’을 봅니다

70 이상용 작가, 세상의 비밀을 간직한 

 은둔 고수의 여정

 혀를 넣고 붓을 내밀다

78 하윤재 영화감독 

 엄마, 우리 다음 세상에 꼭 다시 만나자

118 스포츠 스타

 심권호, 그의 금메달이 

 더욱 빛나는 이유

C O N T E N T S

SPECIAL

28 이봉규의 心冶데이트
 황유선 아나운서의 ‘비움의 철학’ 

 그리고 도전하는 삶

32 부치지 못한 편지
 자유인 송창식! 

 -가수 남궁옥분

62 김성회가 만난 CEO 스토리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의 고백

 인생 2막의 반전과 역전 그리고 결전

82 제2인생
 ‘치즈 공방’으로 은퇴 후 

 인생 숙성 어때요?

92 동년기자 페이지
 영원한 내 편!

 -가재산·김영선·김종억·변용도

 이현숙·조왕래·한정수 동년기자

COVER STORY

38 더 오래 머물 집

	 PART1.

 집이란 무엇인가 

 모나지 않은 집

 -정진홍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PART2. 

 복을 불러오는 인테리어

 잘되는 집, 잘 풀리는 집

 -박성준 건축가 겸 역술가 

 PART3. 

 국내 시니어 주거 공간은 어디까지

 인간관계 속에서 더 오래 더 살래

 -손웅익 동년기자 

 PART4.

 해외 시니어 주거 공간

 스칸디나비아 코하우징

 -최정신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PART5.

 스마트한 우리 집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똑똑한 주거생활 

 PART6.

 시니어 공동체 주거에 대하여

 “공동체로 살아보니 좋구나”

 -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 

 PART7.

 ‘여백’ 공동체 주택에 가다 

 따로 또 같이 “즐겨요, 놀아요, 살아요”

OPINION

56 함철훈의 사진 이야기 
 보이지 않는 위로의 손

100 정유재란 격전지를 찾아서
 일본을 구한 조선 도공의 후예 박무덕

 -문창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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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HEALTH

104 건강 100세
 2018년 달라진 제도로 건강 지켜볼까?

106 웰에이징
	 시니어에게 가장 치명적인 암, ‘폐암’

110 홍혜걸의 비온뒤 칼럼
	 설 연휴 졸음운전 이기는 법

114 음식과 건강
	 겨우내 응축된 생명의 물, 고로쇠 약수

 -최철한 본디올대치한의원 원장

116 건강 라이프 ‘10년 젊게 살기’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재생술이 

 주목받고 있어요”

LIFE

14 김인철의 야생화
 ‘이미 봄이 왔다’고 선언하는 노루귀!

76 브라보 산책
 ‘세 갈래 물결이 일렁이는 나루’ 삼랑진

88 이나영의 트렌드 따라잡기
 인공지능 기능 갖춘 편리한 집,

 ‘스마트홈’

90 패션 트렌드
 브로치의 힘

 -김민정 패션에디터

136 주니어가 시니어에게 말하다
 공방에서 둘만의 수제 팔찌 만들기 

144 요즘 말 나들이
 신조어 얼마나 알고 있나요?

146 쉽게 배우는 컬러링
 향기로 방울소리 내는 은방울꽃

 -이해련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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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12 그때 그 이슈
 2018년 설날, 서른 번째 설날연휴

37 이성낙의 그림 이야기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124 추억이 있는 길

 박혜경 동년기자와 함께 

 창신동 동덕 교정을 추억하다

128 버킷리스트 여행지
 하늘과 맞닿아 눈부시게 빛나는 곳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

132 문화공감
 女子, 사랑과 인생의 흐름을 

 화폭에 담다

 프랑스 대표 여성작가 

 ‘마리 로랑생-색채의 황홀 展’

140 해외 투어
 벳푸에서 온천하고, 

 유후인에서 즐기는 자유여행

BRAVO THEME

16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산골로 귀촌한 윤정현 신부

112 웰다잉
 상속과 치매 걱정에 주목받는,

 유언대용신탁

122 송유재의 미술품 수집 이야기
 아흔에도 장미를… 향기로운 꽃의 궤적

126 맛집
 추운 날씨엔 뜨끈한 순댓국이 제격!

134 문화 캘린더
 2월의 문화행사

135 신간
 2월의 추천도서

MONEY

86 머니테크
 내 집으로 노후생활비 마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