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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As he paces in cramped circles, over and over, the movement of his
powerful soft strides is like a ritual dance around a center in which a mighty will stands
paralyzed. Only at times, the curtain of the pupils lifts, quietly. An image enters
in, rushes down through the tensed, arrested muscles, plunges into the heart and is
gone.
- excerpt from The Panther, Rainer Maria Rilke.
Look around. Look at the people filling the subway cars, look at the people
making their way down the street, the ones lifting Soju, bottle after bottle as
they slip away from awareness. Really look. Really see. See that they are all moving in cramped circles over and over. Each person, for their own reasons, has lost
their mighty will. The will to see and interpret this world on their own terms
with a unique eye and a curious mind. Who among them, desperate to breathe
freely, to sprint endlessly rushes head long over and over into the constricting membrane that chokes the spirit, pushing and stretching it into an everexpanding circle until it has been forced beyond its limits and grows thin and
weak and can no longer contain that mighty will. It is the artist. It is he or she
who refuses to pace over and over in the cramped circles that others have tried
to fence around them. Instead, they choose not to rest until the circle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 infinite. The work on the following pages by students of
Yeungnam University presents a promise for a future filled with personal vision,
passion for seeking an individual path and an undeniable will to breathe freely.
And when “an image enters in,” it does not plunge into the heart of these artists
and is then gone. Instead it plunges into their minds and souls where it is turned
over and over, pulled apart and put back together and pulled apart again and
again and proffered to the world in a new form with new meaning for others to
contemplate. For they are not willing to merely accept what others have presented to them but rather they have taken on the individual responsibility of saying,
“What you have shown me is all well and good but now, LET ME SHOW YOU
HOW I SEE IT.” It is my honor to work with these students and to be their guide
for as far as I may take them on this journey.
Prof. Steven Dana
Yeungnam University
Art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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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YO EUN

Graphic design is an art that every company and institution utilizes in order to express their missions and
sell products. It’s a field that many fine artists find
themselves in, not only as a steady job but also as a
rewarding creative outlet. Lee Hyo Eun is one Korean
artist who can’t get enough of the art and challenge
of graphic design. Even when she’s not working on
assignments for her design classes at Yeungnam University, she’s spending her free time creating mock-up
album covers for her favorite bands.
Lee’s portfolio ranges from poster design to complete branding packages. For one branding project,
Marende (a men’s suit company), Lee plays on the
English and Italian languages. The name she came up
with suggests a harmonious fit between a man and
a perfectly tailored suit. Lee’s classic use of triangles
within the logo design illustrate the sharp angles of a
well-fitted suit and the creases of a pressed co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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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editorial piece titled “SungWoo Barbershop”
(not pictured) focuses on the word “ongojisin” which
means “to learn something from the past.” Lee wants
people to take notice of how quickly older establishments are disappearing in Korea and being replaced
by chain retailers and large corporations. The goal
of this piece was to record and present memories of
a time gone by and cultural traditions that Koreans
might be leaving in the past. The featured barbershop that Lee focuses on in this project claims to be
the oldest in Korea and has been family run since its
inception nearly 50 years ago. Lee compiled stories
from the owner and photographs of the shop to evoke
a feeling of nostalgia for older folks and a sense of
importance of culture and tradition for a younger
generation.
Lee’s ability to adapt can be seen while looking
through her portfolio. While she is able to consis-

tently produce quality work, her style varies greatly.
Lee’s abstract calendar design contrasts her more
commercial friendly editorial and branding work.
The idea for the calendar sprang from her belief that
anything and everything can be designed. Lee took an
environmental approach to this project. The month of
August (above), for example, features a collage of air
conditioners and presents us with the line “cool for us
hot for earth.” Lee hopes that this will serve as a daily
reminder of how luxuries like air conditioning can
negatively affect our planet.
Preparing for graduation doesn’t keep Lee from
continuing her extra curricular design work. She is

currently the cover designer for the Yeungnam University campus magazine, The Observer. She is also a
member of a design team called Gainplay which keeps
its members creatively active by requiring them to design one poster and one magazine cover every week.
With a schedule this full of creating, Lee should have
no trouble taking on any workload her future career
in design requires of her. [b]
Lisa Highfill

August 2014 [b]racket 11

KIM KYOUNG MIN

Kim Kyoung Min, a graduate student at Yeungnam University, likes
to paint women with qualities she
envies. They act as her surrogates,
allowing her to dream about what
is possible. The Czech painter
Alphonse Mucha influences her
work. Mucha painted women in
flowing dresses, surrounded by
flowers, and occasionally with
halos over their heads. They are
projected through his paintings
as objects of desire, and were
often used in advertisements. The
women appear pure, beautiful and
ooze femininity. While there may
be similarities between Mucha and
Kim’s subject matter, capturing
our expectations of femininity on
canvas is not one of them.

Kim’s paintings subtly reveal to
us that modern women are caught
between tradition and change.
Today, many young Korean women
are the first in their family to grow
up playing vastly different roles
than their mothers and grandmothers. Their lifestyles may not
be compatible with what tradition
has allowed in the past, and the
pressure of living up to certain
expectations has caused deep and
personal conflicts for them.
The Korean women of today are
asked to be many things - career oriented, physically fit, well
educated, and put-together - while
also taking the role of being mothers and a wives. Kim’s paintings
accentuate the definition of physi-

cal beauty for which the modern
Korean woman strives to achieve.
White skin, a slender physique,
and a small face are all heaviliy
desired, yet their eyes tell us a different story. In this work, we see
women confidently looking back at
us, indifferent to showing so much
of themselves.
Kim occasionally paints her subjects wearing t-shirts with English
text to be more direct with the
viewer. In one painting, (page 13)
a woman is wearing a shirt that
states, “I AM NOT YOUR BABY!”
Her facial expression confirms this
sentiment. She looks at the viewer
very sternly, almost daring you
to contradict her. This statement
illustrates her desire to be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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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strong, independent woman. Her stance offers a
different narrative though, with her arm tucked behind her back in a very adolescent manner. The pose
insinuates that she might be uncomfortable with her
audacity. Despite the definitive phrase on her shirt,
will she be seen as confident or insolent?
In another piece, (page 12) a woman stands
confidently with an aggressive pose. She looks at
the viewer with piercing eyes, wearing a tank top
that says “Look at ME.” In this painting the model is
confident, and wants people to see her potential and
desires. Her strong stance feels grounded, stating
that she is trying to break from the chains of tradition. She is a modern woman.
Kim observes the struggles of those around her,
as well as wrestles with her own identity as a Korean
woman. She paints who she strives to be while admitting she might not completely be there yet. Beautiful

and strong, yet timid. Sexual and confident. A woman
who is in control of her future and of what she can
achieve. A woman that can move forward in the modern world without being regarded as someone who
does not respect her country’s traditions.
Isn’t that the beauty of art? Allowing us to look beyond our reality and see what is possible? Kim’s work
shows us that some young women are fighting an
internal conflict with their own identity and history.
Korean women are steeped in a country of beautiful and proven tradition, but they are also modern
women who are equipped for and capable of endless
possibilities. [b]
Whit Altizer

August 2014 [b]racket 15

PARK SOON WON

W

hen creating a new piece, Park Soon Won
thinks first and foremost of humor. In order
to acquire that, she often incorporates witty
phrases and images into her work. Park Understands
that, in appropriate situations, unexpected humor
can both stimulate the brain while simultaneously
communicating happiness.
While her subject matter is diverse, her mediums
of choice are illustration and design. Park believes
that a good design-while following trends-shuts down
people’s guardedness. Her work is fast-paced, endearing and more off the wall than serious. Since she was a
child, she has been a huge fan of animation, as well as
music. She believes music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image design and motion graphics. “When I listen
to good music, good designs appear in my head, which
is one reason why I am determined to follow my true
course through image design.” She then adds, “Not
only when I am making a design but also when I am
creating various graphic designs I remember cartoons
I have watched in the past and music I have listened
to. It makes me feel inspired.” She especially likes
Bossa nova, a genre of Brazilian music that became
popular in the 1950s. Sometimes it has a fresh and
upbeat rhythm, and other times it is sensual and
honest-an appropriate pairing with her work.

16 [b]racket August 2014

“Sniff” (page 17) (which is still in progress) is the
face of a web application site. The work has a very
graphic feel, and resembles a screen print. The image
displays a multitude of gadgets a detective might use
to investigate a mystery. The app that the art was
created for is based on the idea of using the senses to
explore evidence, hence the title. The various weapons
and instruments in the work are playfully crafted,
and employ a non-threatening color theme in keeping
with Park’s lighthearted aesthetic.
Another work titled “Light Sleep” (not pictured) is
an illustrated potential advertisement for Lotteria’s
24-hour delivery service. A painted bird with a bandit
mask appears in the foreground of the image with a
french fry in its beak. Trailing the wings of this bird
in flight, Park has illustrated night and day to reveal
two sides of the brain alternately taking rest. It is said
that when migratory birds travel long distances, they
only use half of their brains. Could this be Park’s own
quirky commentary on how ridiculous it might be to
have fast food available at your door any time of the
day or night?
Park’s portfolio is nothing if not varied. She has
also tried her hand at shirt design (left). In one of her
classes, a professor showed her a Starbucks label. She
took part of that motif and applied it to her own idea,
as well as used inspiration from a vintage cartoon
character to communicate with her audience. The end
result is a warm and welcoming image of a cheerful, human-like cup of coffee. The mug juggles coffee
beans and promises us that it will aide us in getting
our day going.
Park Soon Won works with enjoyment and from
many sources of inspirationn. Her quirky and unique
approach to art may leave a mark on your mind, making her someone to keep an eye out for. The next endearing or humorous advertisement you see in South
Korea just might be hers. [b]
Michelle Ro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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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MIN JU

다

양한 매체, 도시의 소소한 일상 풍경, 장소나 공간
에 대한 기억, 2차원 작업의 설치 등은 이민주 작가
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시각적 이미지이다. 그녀는 대

성장이라고 말한다.
대학에서 사회로의 환경변화, 학생에서 작가로의 신분변화는
삶의 치열함에서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의 평온함이 중요하다는

학을 다니는 동안 무의식적이고 감각적인 작업방식을 즐겼다. 다

것을 깨닫게 했고 이로부터 평범한 일상을 추적해 나가는 계기가

수의 젊은 작가들이 이러한 작업방식을 선호하고 있듯이 그녀 역

되었을 것이다. 일상에 대한 그녀의 추적은 재미있는 화면 구성으

시 그러했다. 젊음이라는 에너지가 작업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로 드러난다. 그녀는 “평소에 오가는 시장과 골목, 작업실, 집 등”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러한 방식의 문제는 작업의 순간을 즐기는

자신의 주변 풍경을 한 컷의 영상 화면처럼 떠올리면서 작품의 화

데 그친다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작가의 제작과정에서 느끼는 쾌

면을 구성한다. 어린 시절, 시골과 시장이라는 환경에서 자랐고

를 넘어서 더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젊음이라는 것이 가

시장의 재미있는 사물들, 인형, 액세서리 같은 사물을 통해서 동

끔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망각하게 하는 것 같다. 이민주

화의 세계를 만들었고 지금은 그런 상상력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도 그러한 젊음에서 아직 벗어날 나이는 아니지만 다른 젊은이들

구축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녀의 작품에서 보이는 기억의 편린

보다 조금 일찍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같은 이미지도 바로 이러한 어린 시절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러

그녀는 작품 제작에서의 유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세계

이미지가 섞여 낙서처럼 보이기도 하고 익숙한 장면처럼 보이는

를 조금씩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어쩌면 대학을 졸업하고 현실

것은 그녀의 작품으로부터 우리 기억에 잠재되어있던 조각들이

저편의 아득한 일처럼만 생각되었던 세계와 마주하면서 삶의 무

퍼즐 조각처럼 머리 속을 부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그녀는

게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의 편린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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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작가의 의식 속에 소요하는 흔적이자 내면의 풍경들로 함축되

로그에 기록을 담기고 불특정 다수와 그 기억들을 공유하는 행위

어 작품으로 표출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기억과 일상에서

는 아마도 21세기 젊은이들의 일상의 일부일 것이다. 디지털 문명

채집된 기억과 경험은 작품이라는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를 창출

은 삶을 기록하는데 유용한 도구들을 제공해줌에 따라 이러한 다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그날 그날의 기록이나 다큐멘터리

큐멘터리적 방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자

(documentary)를 넘어서 우리 일상의 모습이 투과되고 재창조된

신을 기록하고 탐색하고 발견하고 추억하고 공유한다. 이러한 일

새로운 기록으로 창출된다. 그녀의 작업은 이제 진지한 현실적 삶

련의 과정은 우리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남기는 새로운 일기 형태

을 담아내면서 우리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시각의 감

가 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지털 다이어리’ 이다. 글로

각적 이미지에 몰두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유희가 아니라 우리

기록하던 일상의 기록보다 우리의 모습을 더욱 적극적이고 직접

모두의 모습을 담아내는 작업으로 변화하면서 자신의 내적 성장

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우리의 삶을 담아내는 새로운 도구이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 이민주의 작업은 바로 이러한 맥락과 닿아있다. 다시 말하자

여기서 우리는 작업에 접근하는 그녀의 태도가 변화했음도 불

면 사진을 찍고 그것을 컴퓨터에 옮기고 자신의 드로잉과 그림의

구하고 감각적인 표현에 의존했던 제작 방식을 작품의 표현형식

이미지도 디지털화해서 사진, 드로잉, 그림을 한 화면에 두기도

으로 가져와 새로운 유희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그려 넣기도 한다. 이

이민주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표현기법과 자신이 익숙한 디지

것은 다양한 복제가 항상 가능하고 언제든지 새로운 이미지로 조

털 문화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 시대의 문화를 읽을 수 있게 한다.

작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디지털

그녀는 요즘 젊은이답게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다. 사진을 찍고 블

은 중요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작업은 우리 시대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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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민주는아쉽게도 디지털 문명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와 활발

하는 작가 의도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 그녀는 우리에게 많은 이
야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시시콜콜한 일상의 단편을 보여주

한 소통이 가능해졌지만 결국 개인주의는 더욱 팽배해지고 더욱

고 있을 뿐이다. 그 일상에는 젊은 작가로서의 고민과 작업에 대

고독해지고 있는 동시대인과 동시대 사회를 집중적으로 탐구하

한 자신의 유희도 함께 담겨 있다. 우리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서

지는 못하고 있다. 그녀는 익숙한 우리 일상의 단편을 디지털화

자신의 일상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그냥 그런 저런 일상일지라

된 작업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재인식하

도 그것은 우리의 삶이고 치열한 현실의 편린이기도 하다. 이민주

도록 하고 있다. 작품에서의 고민이 깊게 드러나지 못한 것은 그

는 젊은이다운 재기 발랄함으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

녀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젊은 작가이기 때문이고 다른

고 있다.

측면에서 직접적인 개념을 전달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
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하고 차분히 우리의 사유를 깊어가게 하고자

[b]
Seo Hee Joo,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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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람들 모두에게는 관심사가 있
다. 그것이 먹는것이든 입는것이
든 듣는것이든 보는 것이든 그

밖의 다른 것이든 장르나 종류를 막론하고 우
리는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진다. 관심이란
건 신기하게도 자각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도 있고 스스로가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본능
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아직 어린나이
의 작가는 그런 스스로의 관심을 조금씩 표현
해 나가고 있다. 그녀는 보수적인 도시의 보
수적인 집안에서 자라났다. 따뜻한 가족들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스스로를
표현하지만 그 틀은 아직도 그녀 주위를 감싸

여 작업을 했냐는 것이었다. 작가는 한참을 고민한 뒤 입을 뗏다.

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다. 반짝이

방황의 시간이 있을무렵 멘토로 생각하는 교수님의 권유로 천작

는 삶은 사는, 그녀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그

업을 시작했고 한번 시도 해 본 뒤에 그 매력에 아주 많이 빠졌다

녀를 움직이게 하고 작업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 듯하다. 그녀

고 그녀는 말한다. 스스로가 만든 색상이 아닌 이미 만들어진 색

의 작업에는 유난히도 남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모두 화려하고 시

과 패턴의 조화를 이용해 재작업 된 작업들로 인해 작가는 스스로

크하며 훈남형의 호리호리한 느낌의 남자들이다. (이 모든 조건은

를 점점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이다. 꽃무늬 천이나 패

작가의 이상형과도 닮아 있었다) 혹은 티비속의 아이돌들을 연상

턴이 여럿 들어간 굉장히 여성성이 강하고 화려한 천을 작가는

케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몸과 머리는 화려한 천들로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그 천을 이용해 수많은 소위 ‘꽃미남’이라

장식하고 있고 한핑크의 눈을 유난히도 반짝이고 있다. 아직은 꿈

고 칭하는 현재의 미남들을 작가는 만들어가고 있다. 여성성과 남

많은 20대의 그녀의 동경과 대중이라는 매개체가 그녀안에서 잘

성과의 조화를 그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섞여서 그녀만의 색들로 표현이 되어간 것으로 보인다.
작자가 작가를 만났을 때 처음으로 물어본것은 왜 천을 선택하

인류가 존재하면서 우리는 남과 여로 나뉜다. 아주 먼 과거에
서 부터 현재까지 남녀 서로 간에 관심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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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찾아 보지 못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모

많이 발견한 남자라는 소재에 나는 관심을 기울였다. 그래서 나는

두 비슷한 듯이 다른 이야기들 한다. 그래서 일지 모른다. 일괄적

두번째 질문을 했다. ‘색기(色氣)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 패턴을 보이는 관계가 아니기에 그리고 종족번식의 본능과 이

라고 말이다. 작자와 작가는 3시간의 가까운 대화를 했고 그 대

성 사이에서 조율을 하면서 관계라는걸 만들어 가야하기에 어떤

화 속에서 이성에 대한 수 많은 관심을 그녀는 스스로 내 비추고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관심이

있었다. 물론 그런 관심들이 고스란히 작업에 들어가 있기도 했

아주 많다. 물론 소수성애자들은 예외의 일 수 있다. 이런 여러 직

기에 할 수 있었던 질문이 아닌가 한다. 그녀는 잠시 부끄러워 하

업들 중 소위 예술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감정과 관심들은

다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이며 본인도 가지고 싶은 ‘끼’ 라고 말

작업에 아주 좋은 소재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작가의 작업들에서

한다.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색기의 요소를 작업에 접목해 싶

다고도 이야기 했다. 사실 그녀의 작업에서 내가 느낀 것은 남자

다. 그렇지만 반대로 소소한 삶이 성에 차지 않는 사람들은 화려

들은 연애의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라기 보단 동경에서 오는 이미

함에 대한 동경이 강해 지기도 한다. 그래서 연애인들에 대한 동

지가 더 많았다. 그래서 더 어쩌면 신선한 느낌이 드는지도 모르

경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 또한 소재가 되기

겠다. 본인이 주관에 맞춰서 매력적인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작

도 할 것이다. 아직은 어린 작가에게는 강하고 반짝임에 대한 매

가가 좋아하는 제일 화려한 패턴을 가진 천들로 꾸밈을 해준다.

력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작업들은 독특하게 조금

그리고 색기를 가진 눈빛들로의 마무리. 핫핑크가 주는 느낌은

식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아닌 가 한다. 작가의 성장을 기대해 본

너무나도 강렬하여 그 눈을 보는 걸 한동안 멈출 수가 없다. 화

다. 조금씩 반짝임에서 소소함의 매력을 알게 되는 나이가 되면

려함의 극치로 가져가 줄 수 있는 색은 형광색이라고 작가는 자신

아마 편안하고 독특한 작업이 우리를 더 놀래켜 주지 않을까 하

있게 말한다.

고 말이다.

[b]

사 소한 듯한 일상적인 관심들이 재미있는 소재가 되기도 한
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소소한 삶이 아름답게도 느껴진

Kim Nam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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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WORKS
T

he following works (created by students of
the Visual and Mobile Design Departments)
address a wide variety of subjects that include
the epidemic of plastic surgery in Korea, views on
marriage, psychological disorders characterized by
delusions and phobias, as well as packaging and
poster designs. These pieces, some of which being
self-directed works and others assigned projects,
convey strong conceptual thinking and unique
personal visions. Each piece of art displayed here
demonstrates a vast array of techniques and mediums. This is but a small sampling of the many great
works being created within the Yeungnam University
art departments. [b]
Steven Dana

YI SEON “들리는 발송인 불명의 검은 목소리가 기름이
묻힌 곳으로 안내한다.”
HUI

KOH
YOO RI
“모겔런스란 병
을 꿈틀거리는 것
들이 몸속에 잔뜩
갇혀 있는 것으로
형상화하였다.”

JEONG
SU JIN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나는 갑자기 한 마리 뱀이 되었다.”
26 [b]racket August 2014

JUNG
HYUN

BAE DO “알 수 없는 빈 공허함은 나를 옥죄었
고 그것은 살아있는 죽음이였다.”
MIN
JO HAE “특이한 표현으로 시선을 집중시켜 주제를 돋
보이게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 작품이다.”
RI

BAE MIN “어쩌면 모든 것은 하나의 모습만으로 존
재하지 않고 두 양면으로서 공존한다.”
JEONG
27

CHOI SO
YEONG

“평평하게 표현된 트리는 크리스마스
의 고요함과 커피가 주는 여유와 평화
를 나타내었다.”

SONG HYEON “밀폐된 공간에서의 공포와 두
려움은 나의 숨통을 조금씩 조
BIN
금씩 압박하고 조여온다.”

LEE GA “저 두더지는 올여름 공포
영화를 따로 보러 갈 필요
HEE
가 없어 보이는군요!”

LEE SU “결혼은 아가씨를 아줌마로 만들고 이
YOUN 제 결혼이라는 환상은 더 이상 없다.”
28

KIM YU “이라는 타입페이스와 프레임을 마야의 용이 뿜는 불로 형
상화하여 에너지를 표현했다.”
JIN

JUNG AH “다른 개성을 가졌던 사람들을 쌍둥이로 만드
는 공장, 이곳은 실제로 존재한다.”
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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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화방이 대구에 있습니다!

명덕역 4번출구에서
남문시장 방향 50M
Take exit 4 at Myeongdeok station (Red Line).
Walk straight for less than a minute and you will see us
on your left!

주소 : 대구광역시시 중구
남산동 781번지
전화 : 053)254-3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