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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INTERVIEW WITH �
NERVO

WORLD’S TOP DJ DUO “NERVO” INTERVIEW

Plugg 매거진은 이번에 FOA 라디오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호주의 듀오 
DJ Nervo를 인터뷰하였다.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우리에게 영감
을 주는 DJ Nervo를 인터뷰하게 되어 무척 기뻤다. Plugg는 Miriam과 
Olivia Nervo에게 한국 팬들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Plugg Magazine (together with FOA Radio) interviewed the gor-
geous Australian DJ Duo, Nervo. It was such a pleasure to inter-
view Nervo, one of the best and most inspiring DJs in the world. 
Plugg Mini Magazine asked Miriam and Olivia Nervo some ques-
tions on behalf of its fans

P�EDM�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DJ가 되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영감을 받았나요?

N David Guetta가 우리의 큰 멘토였어요. 그가 우리에
게 첫 기회를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응원해주고 있습니
다. 당연컨대 그가 아니 였으면 우리는 지금 이 위치까
지 올라올 수 없었을 거에요.

P�Can�you�tell�us�how�you�first�started�EDM�
music?�Who�inspired�you�to�become�a�DJ?

N David Guetta was a massive mentor to us. He 
gave us our first opportunity and to this day still 
supports us. We wouldn’t be where we are with-
out him for sure.

P�음악을 만드는데 있어 크리에이티브한 영감 주는�
것들은 무엇이 인가요?

N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만 그 중에
서도 가수 Imogen Heap의 러시한 목소리와 정직함을 
담은 가사들과 DJ Snake의 프렌치 감성을 꼽을 수 있
죠. 그 밖에 KDA의 브릿스타일의 쿨함, Tiga의엉뚱함, 
The Chainsmokers의 다양성, Calvin의 완벽함과 엣
지 그리고 Avicii의 멜로디, Quintino의 뻔뻔함...또 너
무나 많은 작곡가들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앨범을 제
작하도록 지속적으로 영감을 줍니다.

P�What�inspires�you�to�be�creative�and�make�
music?�

N So many people inspire us from singers like 
Imogen Heap (for her lush voice and hones-
ty in her lyrics) to people like DJ Snake (for his 
French-ness), KDA (for their British coo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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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a (for his quirks), The Chainsmokers (for their 
diversity), Calvin (for his pop perfection with 
that edge!), Avicii (for his melody), Quintino (for 
his cheekiness)… There are so many great writ-
er producers out there who constantly remind 
us that we need to make better records.

P�유명한 팝가수,�DJ들과 함께 작업하는 건 어땠나
요?�

N 처음에는 조금 겁이 났지만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
간 느꼈어요. 그들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
을요. (단지, 조금 더 많은 재주를 지녔을뿐!). 매번 함
께 일을 같이하게 되면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요. 우
리는 언제나 그 작업들이 어떤 작품들로 이어질지 기
대하게 됩니다.

P�What�was�it�like�to�work�with�famous�pop�
stars�and�DJs?

N Daunting at first but then when you get in the 
studio you realize they’re just like everyone else 
(except with a little more talent). Each time we 
work with someone new we learn something. 
We’re always excited to see where the session 
will take us. 

P�DJ로서 가장 힘든 점은 무언가요?�

N 수면부족으로 시달리면서 필요할 때 바로 잠들 수 없
는 거요. 우리 둘은 한 3년 전에 카페인을 끊었더니 많
은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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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hat�is�the�most�difficult�part�of�your�job?�
N The lack of sleep. Or learning how to sleep on 
cue. We both cut out caffeine about three years 
ago and it has helped us a lot. 

P�지금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요?�미래 계획은�
어떻게 되요?��

N: 지금 저희는 여름 투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요. 
오늘에야 겨우 밀린 이메일을 체크했고, 라디오쇼를 마
쳤어요. 이제 저희 음악 작업에 몇 시간 몰두해 보려고 
해요. 항상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호주시간으로 아침이 
오면 아마 저희 할머니들께 전화를 할 것 같아요! 

�P�What�are�you�working�on�right�now?�What�
are�your�future�plans?

N: Right now we are thick into our summer 
touring schedule but just today we caught up 
on emails, did our radio show and are about 
to try and work on some music for a few hours. 
There’s always so much to do. We should prob-
ably try and skype our grandmothers when Aus-
tralia wakes up too! 
 
P: 보통 주말에는 뭐하세요? 
P: How does your typical weekend look like? 

N: 비행기를 타고, 클럽에 가고, 페스티벌에 가고, 또 다
시 비행기를 타고, 호텔방에 가죠. 그리고 당연히 좋은 
시간들을 보내요. 저희는 언제나 재미를 잊지 않으려고 
하죠. 가끔씩 너무 재미있어서 오버하기도 하지만요. 
#You Live Only Once (인생은 한번 뿐이죠)

N: Planes, clubs, festivals, more planes, hotel 
rooms and a good time of course. We never 
forget to have fun. Sometimes it’s the fun that 
pushes us over the edge #YOLO 

P: 음악 말고 다른 것에도 열정을 갖고 있나요? 말해
주세요!  
P: Are you passionate about anything other than 
music? Tell us! 
 
N: Food. We love to eat and cook. We should re-
ally be fat with the amount of food we eat!
N: 음식이요. 우리는 요리하고 먹는걸 사랑해요. 먹는 
양으로만 치면 우린 원래 뚱뚱해야 되요!
 
P: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좋아하는 디제이나 가수가 있
을까요? 
P: Do you have a favorite DJ/Artist from Korea 
(or Asia)? 

N: 우리는 보아를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가 쓴 곡을 그
녀가 녹음했었거든요. (미소)
N: We love Boa because she recorded a song we 
wrote. (Smile)
 
P: 마지막으로 플러그매거진(FOA Radio) 독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요? 
P: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say to our read-
ers of Plugg Magazine (FOA Radio)?
 
N: 읽어줘서 고마워요. 댄스 플로어 어딘가에서 곧 만
날 수 있길 바라요! 
N: Thanks for reading. We hope to see you on a 
dance floor somewhere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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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NTERVIEW WITH �
B-Free

PEOPLE:  PINNACLE MEETS HIP HOP MUSICIAN B-FREE

P�어떻게 힙합을 좋아하게 되었나?

B 아마 푸지스(the Fugees) 덕분인 것 
같다. 로린 힐(Lauryn Hill)을 좋아했
고 그 다음엔 비기(Biggie)를 좋아했
다. 미국에서 자라게 되면 어디를 가
던지 힙합을 접하게 된다. 지금은 완전
히 새로운 시대이지만 예전 90년 대에
는 소울이 주류였던 시대여서 라디오
에선 언제나 푸지스와 비기, 배드보이
를 들을 수 있었다. 좋은 시절이었다.

P�How�did�u�fall�in�love��
with�Hip�Hop?

B Probably the Fugees; you know, 
Lauryn Hill, then Biggie. Growing 
up in the states, it’s like no matter 
where you go you get exposed to Hip Hop. Now 
it’s like the New Age, whereas back in the day, 
the 90’s was like the soul era and every time you 
would turn on the radio you would hear The Fu-
gees, Biggie, Bad Boy… it was a good time.

P�지금의 비프리를 만드는데 영향을 주었던 아티스트
를 꼽자면?

B 디엠엑스(DMX)와 제이지한테 큰 영향을 받았고 비
기와, 에미넴에게도 영향을 받았다. 데프 잼(Def Jam) 
레코딩스 음악을 많이 들었었고 팬이었다. 데프 잼이 락
커펠라(Roca Fella)와 러프라이더(Ruff Ryders), 자룰
(Ja Rule)을 소유하고 있었을 때를 좋아한다. 데프 잼
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이블 중 하나였다.

P�What�artists�would�you�pick�to�help�define�
who�B-Free�is?�

B A lot of DMX, A lot of Jay Z... Biggie, Eminem. 
I listened to a lot Def Jam. I was like a Def Jam 
fan, back when Def Jam had Roca Fella, and Ruff 
Ryders, and Ja Rule. Def Jam was definitely one 
of my favorite labels.

P�하와이에서 한국으로 온 이유는?

B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8살 때 아버지가 날 캐나다
로 데려갔다. 사실 아버지는 하와이에서 가족들을 만
날 거라고 말했다. 우리는 캐나다에 간 다음 국경을 넘
어 미국으로 갔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에 가서 10년 
동안 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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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hy�did�you�move�from�Hawaii�to�Korea?�

B I was born in Korea, and my Dad just took me 
to Canada when I was 8. He actually told me that 
we were going to go see some family in Hawaii. 
So we went to Canada, then we crossed the bor-
der from Canada into the States, from there we 
took a plane to Hawaii where I lived for 10 years. 

P�더블케이와 같이 일하는 것은 어떤가?

B 비유하자면 내가 탄 배가 가라앉고 바다 한 가운데
서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 처럼 표류 중인 것 같았
다. 그러다 작은 섬을 하나 발견했고 그 곳에 더블케이
가 있었다. 바다 한 가운데 있는 것보다 낫기에 그 섬
으로 갔다.

P�How�do�you�feel�about�working�with��
Double�K?

B I feel like my ship sank and I was floating the 
middle of the ocean. I felt like “Life Of Pi” and 
then I found a small island and Double K was on 
it. So I hopped on the island because it was bet-
ter than the ocean. 

P�새로운 앨범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B 긴 앨범을 만들려고 생각했지만 요즘엔 긴 앨범을 
사람들이 듣지 않아 이걸  “Free From Seoul 1”, 그
리고 “Free From Seoul 2” 두 가지로 나누었다. 노래 
“New Wave”를 담은 앨범 “Free From Seoul 1” 나온 
상태이고 현재 “Free From Seoul 2”를 믹싱과 마스

터링 중이다. 이 앨범은 나와 CJ 사이에 독립 프로젝트
인데 CJ는 현재 하이라이트의 파트너이다. 두 번째 EP
를 위해 CJ에 약간의 투자를 한 상태이다. 다음주에는 
Dollars and Yen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일본에 간다.

P�Tell�me�about�your�new�album.�

B Planning on making a long album, but no one 
listens to long albums, so I broke it down to two; 
“Free From Seoul 1” and “Free From Seoul 2”. So 
“Free From Seoul 1” came out that had the song 
“New Wave”, and I’m mixing and mastering “Free 
From Seoul 2” now. It’s an independent venture 
between me and CJ, but CJ is a partner of Hi-Li-
te but I have my little investment with CJ for 2 
EPs. I’m going to Japan next week to shoot the 
video for Dollars and Yen.

P�“Free�From�Seoul”�이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

B 서울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갇혀있는 느낌이 
들고 이 곳은 너무 작다. 세계를 보고 싶다. 세상엔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기에 이 곳에 갇혀있고 싶지는 않
다. 작년에 공연을 위해 영국에 갔을 때 깨달은 것이다. 
영국에서 많은 아티스트를 만나며 모두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집으로 가져와 보여주고 
싶다고 느꼈다. 그렇게 하려면 나는 서울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이 곳에서 살기가 싫다”. 너무 피곤하고 
엄격하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곳에선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 여기는 놀이터도, 스포츠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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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한 활동도 없다. 만약 너가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
라면 넌 단지 공부하고 죽을 때 까지 일하다 결국 나이
가 들고 산에 다니는 것이 전부다.

P�Why�is�it�named�“Free�From�Seoul”?

B Because I want to be free from Seoul. I wanna 
gehis place. I feel trapped, this city is too small, 
I wanna see the world. There so much to see, so 
much to do, I don’t wanna be stuck here. I re-
alized that when I went to london to do a show 
last year. Just meeting the artists there, I felt 
like we all should just meet and connect and I 
should make new stuff so I can bring it home. In 
order for me to do, I need to be free from this 
place. Also, “I don’t wanna live here no more”. 
I’m too tired, too restrictive. Especially, when I 
think about my future with my kid, it’s so hard 
to raise a kid out here, there’s no playgrounds, 
no sports, no activities. If you grow up as a kid 
in Korea, you just study, work until you die, then 
when you get old and go hiking.

P�노래�“New�Wave”는 칠한 느낌이 강하다.�이번 싱
글의 방향을 잡게 된 이유는?

B 여름을 예측해야 했던 때에 노래가 나왔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달려왔고 지쳤다 생각해서 편안하
고 여유로운 느낌을 주고 싶었다. 나는 사람들이 달려
야 하는 것에서 벗어나 휴식을 갖길 원했다. 서울은 우
리를 각박하게 하며 여유를 빼앗기에 난 단지 벗어나고 
싶었다. “New Wave”는 마치 눈으로 즐기는 휴가다.

P�The�song�“New�Wave”�is�way�more�chill,�
why�did�you�go�in�this�direction�for�a�single?

B The song came out where I had to predict 
the summer. I felt like we turned up too much, 
too long, so I wanted to chill and be laid back. I 

wanted people to take a break from turning up 
too much. This city makes you so uptight, so I 
just wanted to get away from it all. It’s like a vi-
sual vacation.

P�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앞으로 비프리의 활동
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B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리스코프, 유투브, 페이스
북 @freefromseoul로 알 수 있다. 프랑스 아티스트 
Fresh Berry가 New Wave와 계약을 했다. 영국에서 
그와 만난다.

P�What�are�your�plans�for�the�future?�And�
how�can�we�stay�up�to�date�with�B-Free?�

B Instagram, Twitter, Periscope, Youtube, Face-
book @freefromseoul. In the future, I just an-
nounced that a french artist named Fresh Berry 
just signed to New Wave. I met him in London.

Address.   

Itaewon 132-3 

이태원 132-3

SNS.   

Facebook: www.facebook.com/hustleseoul

Instagram: @HustleSeoul

Contact.   

booking@planethustle.com

Become A Hustle Member.   

www.planethus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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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WHAT’S NEW

INTERVIEW�WITH�project:IMPAIR

P�project:IMPAIR�소개 부탁할게요.

P:I 프로젝트 임페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밴드 후후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은 노준용, 이글루베이 
드럼의 이은호 두 사람이 새로운 음악을 해보자는 취지
로 4월에 결성했습니다.

P�Could�you�introduce�your�band,��
project:IMPAIR?

P:I Hi, we are project:IMPAIR. Nice to meet you. 
We are Jun Roh from WHOwho (guitars & vocals) 
and Eun Ho Lee from Igloo Bay (drums), and we 
joined forces this past April to create an entirely 
new type of music.

P�4월에 결성하셨다고 했는데,�북경,�광주,�전주 등 벌
써 많은 도시에서 공연하셨어요.�이렇게 여러 도시
에서 사랑받고 있는�project:IMPAIR�음악의 매력
이 있다면?

P:I�많은 록 음악이 4박자 기반이지만, 저희의 음악은 
국악처럼 주로 3박자로 구성돼 있어요. Impair는 불어
로 홀수란 의미입니다. 저희는 블루스, 국악, 록 다양한 
장르에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들고 있어요. 북경에서
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P�Even�though�you�just�began�playing�to-
gether�in�April,�you�have�already�toured�so�
many�cities�including�Beijing,�Gwangju,�and�
Jeonju.�What�do�you�think�are�the�strengths�
of�your�music�that�resonate�across�different�
cities?

P:I�Most of rock and roll music follows a 4/4 pat-
tern, but we follow a ¾ beat pattern, as consis-
tent with Korean traditional music (“gugak”). As 
a matter of fact, “Impair” means “an odd num-
ber” in French. Impair’s music has been inspired 
by gugak, blues, and rock. We primarily sing 
about anger, madness, passion. Even though 
Impair’s music is totally different from WHOwho 
and Igloo Bay, each of our own projects, the fans 
of those bands have shown interest i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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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IR. Our music was even well-received on 
our recent visit to China.

P�9월에는 홍대고고스2에서 단독공연도 진행할 예
정이라고 하셨는데요.�단독공연에 꼭 가야하는 이유
를 든다면?

P:I�저희 첫 단독공연입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신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곧 발매될 저희의 첫 
앨범 수록곡도 들어보실 수 있으니, 꼭 놀러오세요! 
plugg 미니 매거진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P�I�was�told�that�project:IMPAIR�will�host�a�
gig�at�GOGOS2�on�September�25th.�List�the�
reasons�why�we�should�be�there.

P:I� This is the first show that project:IMPAIR is 
headlining. If you are looking for a gig that just 
makes you want to groove, be our guest and 
join us. You will definitely dive into our rocking 
melodies. Above all, you will be able to listen to 
the songs which will be on our very first album in  
advance. Additionally, you can get copies 
of Plugg Mini Magazine for free, where we  
are featured.

P�2016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어요.�project:IM-
PAIR의 하반기 계획이 궁금합니다.

P:I 아마도 9월이나 10월 즈음 EP가 나오지 않을까 싶
어요. 첫 앨범이라서 너무나 기대됩니다. 공연도 많이 
해야겠죠? 중국 투어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또 공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트 
임페어로서의하반기 활동이 기다려집니다. 많이 응원
해주세요!

P�There�are�only�a�few�months�left�in�2016.�
What�are�your�plans�for�the�rest�of�the�year?

We are currently finishing work on our first EP 
which will be released in September or Octo-
ber. Of course, we want to perform as often as 
possible. We have been trying to get a chance to 
perform abroad as we were incredibly inspired 
by our recent trip to Beijing. Stay tuned for our 
next adventure!

Visit at.   

www.facebook.com/2mpair  

www.twitter.com/project_impair  

www.instagram.com/projectim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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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

SANGCHOO’s�recommendations

SANGCHOO: BEST 5 EDMS FOR THIS FALL

밖으로 나가 쬐는 태양보다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형광등이 더 아늑했던 여름. 아무리 운동을 좋아해도 
한여름의 더위에는 열정이 한풀 꺾여 공원 한 바퀴보
단 헬스장의 러닝머신 한 세트를 찾게 된 여름. 그 무더
운 여름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온통 초록빛이었던 길
가가 이제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아지랑이가 피어오
르던 길가에 은행나무 잎이 빈틈없이 수놓아집니다.

누군가는 짝을 만나 알콩달콩 사랑하고 누군가는 외
로움이 사무쳐 슬픈 노래를 찾게 되는 가을. 다른 어
느 계절보다 우리의 감정이 많이 동요하는 계절이 아
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앉혀줄 EDM 5곡을 준비
했습니다. 플레이 리스트로 이동하면 더 많은 곡이 있
으니 QR코드로 스캔해보세요!

It felt more cosy in the inside rather than going 
out this summer. How much you like exercise, 
you’ll probably go to gym for treadmill rather 
than going out for a light jogging. This summer 
has passed. Every green street views we saw 
are changing their clothes to bright gold dress. 
And golden leaves are covering every part of 
streets where our foots step on. 

 Somebody meets their lover and somebody 
stays alone fighting with loneliness they face. 
Maybe that’s why fall is the most emotional 
season of the year.

So I grabbed 5 good EDMs for you to listen with 
sentimental mood from my list. You can find 
more from QR code given so scan it!

1.	 Saje	–	Take	Care	Of	You

2.	 Alina	Baraz	&	Galimatias	–	Maybe

3.	 Filous	–	How	Hard	I	Try	ft.	James	Hersey

4.	 Lianne	La	Havas	–	Unstoppable	(FKJ	Remix)

5.	 Scattered	–	Xavier	Dunn	(Feki	Remix)

Sangchoo.net.https://soundcloud.com/sangchoo/sets/edm



PLUGG Mini Magazine Vol.7 | 13



14 | PLUGG Mini Magazine Vol.7

Mr. Children Bar
Old�fashioned�

멋져 보이기 위해 어려운 이름의 위스키를 주문해 본 
적이 있는가?  필자는 데이트 할 때 위스키바에 데려간 
상대가 가장 클래식하고 흔한 칵테일을 고르되 베이스
를 직접 골라서 주문하는 것을 보고 세련되고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렇듯 같은 애주가 라고 
하더라도 술에 대해서, 그 향에 대해서 알고 즐기는 사
람에게는 술을 마시면서 조차도 스마트한 느낌을 받게 
된다. 미스터 칠드런과 같이 청담에서도 그 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바에 간다면 그 시너지가 더욱 클 것이다.

EDITOR’S PICK

Have you ever ordered a glass of whiskey with 
fancy name, just to impress others? I personal-
ly found it chic and attractive; when someone 
ordered a classic cocktail while specifying what 
base is to be used. As such, people often look 
smarter when they know about their drinks, 
notes, flavor and how to enjoy them properly. 
In a bar like Mr. Children in Cheongdam-Dong,  
where its staffs boast a deep understanding of 
their drinks, such an experience would be even 
more enjoyable.Visit.

미스터칠드런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4-25 B1

AUTUMN�COCKTAILS�IN�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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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Godfather 
에디터들 전원이 반한 바로 그 칵테일. 올 가을과 겨울
을 책임질 예쁘고도 고상하고 클래식하면서도 상큼한 
위스키 칵테일을 만났다.  이건 만드는 영상이 너무 예
뻐 플러그 티비에 올랐으니 다들 취해보시길. 여자들끼
리 가기에도 너무 좋은 분위기의Mr. Children. 올 가을
엔 와인 말고 위스키 칵테일 어떨까.

All Plugg Editors fell in love with this cocktail. 
The IT cocktail has finally arrived to take care 
of this fall and winter, a pretty, elegant, classic 
yet refreshing whiskey-based cocktail, namely 
‘Last Godfather’. A video of its making has been 
uploaded to the Plugg TV, so let’s get on it! How 
about trying a whiskey-based cocktail this fall at 
a place like Mr. Children, a bar with the just right 
atmosphere for female g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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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PARTY & MIXING is a trend

Speakeasy�Autumn�spirits

1920년, 미국에 금주령이 내렸을 때에도, 위스키 애호가들은 이름없는 바에 모여 위스키를 즐기곤 했다. 영화 속에
서 낡은 나무문을 두들겨 작은 슬릿으로 신원을 확인한 후 고객을 받는 바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그러한 바
들을 일컫는 이름 인 스피키지바. 최근 이 스피키지바들을 모델로 삼은 곳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시대 유행했던 위스
키들도 함께 주목 받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 받는 오래된 신인은 버번이다.

In the 1920s, when the ‘prohibition’ was in place in the United States, 
whiskey-lovers gathered in nameless bars to enjoy their drinks. We are fa-
miliar with movie scenes where guests knock on wooden doors, and they 
are allowed in only after checking their identity via a small sleet. ‘Speak-
easy’, those bars were called. Recently, quite a few bars are models after 
speakeasy, and whiskeys from those days are gaining attention as well.

꼭 버번위스키 여야 하는 밤이 있다. 제대로 만든 버번위스키는 그 어떤 술
도 흉내 낼 수 없는 맛이니까. 그리고 그런 날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은밀
한 이름을 고른다. 코발은 와인 스펙테이터 등의 매체에 영향력 있는 크
래프트 위스키 메이커로 소개 된 이름이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위
스키브랜드로,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위스키를 생산해 애호가
들에게 극 친한 사랑을 받아왔다. 싱글배럴버번위스키는2014년 국 위스
키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Sometimes, it simply has to be Bourbon. Proper Bourbon has a 
distinctive, unique quality of its own. In such a night, not well-
known, rather secretive name shall be chosen. Koval has been 
known as a respectable craft whiskey maker in media such as 
Wine Spectator. The brand born in the Windy City, the liquor 
loved by whiskey connoisseurs for its variety of unique whis-
keys. Koval’s single barrel Bourbon won the gold medal in the 
2014 International Whiskey Competition. 

EDITOR’S PICK

AUTUMN�COCKTAILS�IN�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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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creative burger in Korea

버거를 좋아하던 두 셰프가 있었다. 한 명은 영국에 다
른 한 명은 호주에. 프렌치, 이탈리안, 그들이 한국에 와
서 버거집을 차렸다. 아몬드 그릴의 외부는 전혀 버거
집 처럼 보이지 않는 감성적이고 귀여운 스타일이지만, 
빵부터 패티까지 모두 수제로 만들고 있는 국내에서는
 드문100% 수제 버거집이다.

Two burger-phile chefs from Australia and the 
UK made burger shop, almond grill in Sung-Su. 
Even though their exterior does not look like a 
typical burger shop, they are doing 100% craft 
making; a burger from scratch, not only the pat-
ty but also the bun.

Visit.
아몬드그릴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94 1층 02-497-8828
 월요일 - 일요일 11:30-22:00 

아몬드 그릴의 또 다른 특징은 국내 유일의 창의적 이
색 버거를 만든다는 것인데, 치킨커리 버거, 검은깨 블
루베리 버거, 망고 버거를 소개한 바 있는 이들이 이번
에는 아보카도 버거도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운 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만들어 대중성을살렸다.

Almond grill is famous for its creative burg-
ers. Such as Blueberry Burger, Mango Burger 
and upcoming Avocado Burger sound way  
too yummy.

 Article by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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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디자인展

2016
9. 10  - 11. 20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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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l Henningsen

Verner Panton

Finn Ju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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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ob Jensen

Kaj Bojesen

ROYAL COPENH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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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IS POULSEN 

VI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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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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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NN COPENH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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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exhibition is curated by Designmuseum Danmark and Michael&Mariko Whiteway.

  Exhibition Coordinator: Brain Trust Inc., Tokyo

  Photo©Michael Whiteway/©Lightyear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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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STORY

SURFING�IN�YANGYANG

SURFING IN YANGYANG

사람들은 대부분 서핑의 계절은 여름이라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파도타기(SURFING)에 가장 좋은 계절은 가
을이라는걸 알고 계신가요? 바다의 수온은 계절보다 
조금 늦게 변합니다. 가을에는 잠시 따뜻한 수온을 유
지했다 차츰 차가워집니다. 파도의 기본 생성 원리는 
바람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가을이 되면서 동풍 (동쪽
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어 질 좋은 파도를 만들
어 양양 지역으로 보내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초보자
와 중상급자들이 연습할 수 있는 파도가 자주 들어옵
니다. 이곳 양양지역은 수심이 낮은 해변이 많아 초보 
서퍼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플러그매거진&패커진 구
독자 여러분, SURFARI에 오시면 주중 할인은 물론 서
핑에 관련해 많은 정보와 팁을 전달해 드리고 있답니
다. 놀러오세요!  

I guess most people think summer is the perfect 
time for surfing. But did you know that autumn 
is the perfect season to go surfing in Yang Yang?
The temperature of the ocean changes slower 
than of the season. The water stays warm for 
sometime in autumn but then it gets colder. The 
wind makes the waves. The wind blows from the 
east to the west and that’s why you can get the 
good quality waves in Yang Yang. So, the good 
wind blows often enough. That’s also why the 
beginners and advanced level surfers can surf 
here.
Plugg Packazine & Magazine readers will get 
some discounts if you come during the week 
and on top of that, we will give lots of useful in-
formation for FREE. So, why wait?  

PLACES TO GO IN YANGYANG (JUKDO & INGU)
나뽕남�: 크림짬뽕과 피자 추천 / NAPPONGNAM. Cream Jjamppong & Pizza recommended. 
죽도식당(로컬식당)�: 백반(8찬)과 제육볶음 추천 / JJUCK DO SIKDANG. Rice with 8 side dishes. Jaeyuk Bokguem recommended.
스톤피쉬�: 맥주와 칵테일. 황태크리스피 추천 / STONE FISH. Beer & Cocktails. Hwangtae Crispy recommended. 
서프독�: 핫도그와 맥주 / SURF DOG. Hot Dogs & Beer
파머스키친�: 햄버거와 맥주 / FARMER’S KITCHEN. Burgers & Beer 
양양케미스티리�: 수제맥주 / YANGYANG CHEMISTRY. Draft Beer

강원도 현남면 인구리 641-1
Tel. 033-673-1455 / 010-9004-1455

www.surfa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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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Sponsor’s�Events

우리가힙합이다 - We are Hip Hop 국내 최정상 힙합 뮤지션�16팀과 관객이 함께 만드는�
실내형 페스티벌DPLIVE�“우리가 힙합이다�2016”�

AOMG의 그레이, 로꼬 일리네어레코즈의 도끼, 더콰이
엇 저스트뮤직의 기리보이, 바스코, 블랙넛 음원깡패 자
이언티, 산이, 매드클라운, 샵건, 마이크로닷, 올티, 뉴챔
프 그리고 9월10일에 공개되는 최고의 힙합뮤지션 2팀 
과 5,000명의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내형 페스티
벌로, 본 공연 전 메인 무대에서 100만원의 상금을 걸
고 진행되는 힙합 세미 프로들의 경연대회 “DP힙합럼
블”과 강남클럽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사전 프리퀄파티
등 관객이 다양하게 참여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페
스티벌이다. 

16�teams�of�the�best�Korean�hip�hop�musi-
cians�and�audience�participation�inducing�
Indoor�Festival�DPLIVE�“We�Are�The�HIPH-
OP-2016”.�

Don’t miss out the chance to participate in the 
unprecedented indoor hip hop festival with the 
list of hip hop crews, Gray of AOMG, Loco, Dok2 of 
Illionaire, the Quiett, Giriboy of JustMusic, Basco, 
Blacknut Music gangster Zion T, SanE, Madclown, 
Sharpgun, Microdot, Olltii, Newchamp and 2 
teams of greatest hip hop musicians that open to 
the public on 10th Sep, which offers the audience 
DP Hiphop Rumble, semi pro tournament with 
the cash prize of 1,000,000won on the brink of 
its main stages, as well as prequel party, free of 
charge in Gangnam club. 

Date.  2016. 10. 01 – 10. 02
Place. YES24 LIVE HALL (Gwangjin-gu)  
Booking.   www.dplant.net

Tickets. 
VIP 69,000KRW / R 55,000KRW S 45,000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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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CRY ground Line up.   
다이나믹듀오 / 에픽하이 / 도끼&더콰이엇 / 하이라이트레코
즈 / 기리보이 / 씨잼 / 비와이 / 서출구 / 올티 / 슈퍼비 / 면도 
/ 리듬파워 / 서사무엘 / 단테 and more!

2016 THE CRY ground information.  
www.facebook.com/ofiicailthecry

2016 THE CRY ground Line up.   
Dynamic Duo / Epik High / Dok2&The Quiett / Highlight Re-
cords / Giriboy / C Jamm / Bewhy / Xitsuh / Olltii / Superbee 
/ Myundo / Rhythm Power / Samuel Seo / Dante / and more

2016 THE CRY ground information.  
www.facebook.com/ofiicailthecry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단 하나의 불빛 
국내 최정상 힙합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당신의 취향

을 제대로 저격할 초대형 힙합 페스티벌 ‘2016 더크라이 그

라운드’. 1,2,3차 라인업을 차례로 공개하며 그 동안 힙합에

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대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

고 있다. 그와 동시에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되어 추가 티켓

까지 오픈을 하는 페스티벌에서는 보기 드문 이례적인 현상

까지 만들고 있다.

Light on your heart!
“THE CRY ground” is one of the music festivals which 

will satisfy you completely. “THE CRY ground” has line 

up of the top Hip-hop musicians in Korea; it is enough 

to make fever among its music fans. Right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CRY ground” 1st line-up, first 

tickets were all sold out and they had to open addi-

tional tickets in recompense for fan’s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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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AL

AIDA�&�GORAE�GORAE

고래고래(Gorae Gorae)
뮤지컬 <고래고래>는 고등학교 시절 밴드 동아리였던 
네 명의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다가 오
랜 꿈이었던 ‘자라섬 밴드 페스티벌’에 지원하면서 벌
어지는 에피소드를 여행과 음악으로 풀어낸 힐링 뮤지
컬이다. 5인조 라이브 밴드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신
나는 사운드가 어우러져 관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으며 작년에도 관객들의 많은 사랑
을 받았다. 

The musical <Gorae Gorae> is about four friends 
from a high school band who get together again 
to apply to ‘Jarasum Band Festival’ after a long 
break. And this story is made into a healing mu-
sical that talks about music and their trip. Last 
year, it was popular by spectators who rated this 
musical as ‘it was almost like a live concert of 5 
people band in which all audiences could enjoy 
the exciting music together with the band’. 

AIDA(아이다)
2005년, 2010년, 2012년.�단,�3번의 공연으로 총�574
회 공연,�350억 매출,�49만 관객을 모으며 한국 관객들
을 사로잡은 뮤지컬 <아이다>가 돌아온다. 거대한 메커
니즘과 세련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무대 운용으로, 배우
와 스태프 모두에게 최고의 기량을 요하는 <아이다>는 
오랜 준비를 거쳐 4년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아이다
>의 이번 시즌은, 치열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윤공주, 
장은아, 김우형, 민우혁, 아이비, 이정화 등 31명의 실력
파 배우들이 뜨거운 감동의 공연을 선사한다. 

AIDA – legendary for reaching�574�performanc-
es,�total�revenue�of�35�billion�Korean�won�and�
49� Million� viewers,� merely� within� three� pro-
ductions� following� the�years�2005,�2010�and�
2012 – is finally returning to the arms of its be-
loved fans after three years of waiting. 2016 to-
day, AIDA is facing its fourth season in Korea, and 
is ready to be welcomed back with an incompa-
rable stage full of sensational experience.

Dates. 2016. 11. 6 ~ 2017. 3. 11
Venue.  Charlotte Theatre

Price. 
VIP 140,000 / R 110,000 / S 80,000 / A 60,000

Dates.  2016. 08. 17 ~ 11. 13
Venue.  Daehakro Uniplex 1.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

Price. 
VIP 77,000 / R 66,000 / S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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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IBITION

Joan�Miró�in�Seou

JOAN MIRÓ IN SEOUL / MIRÓ IN MALLORCA. A WILD SPIRIT 

꿈을 그린 화가, “호안 미로” 특별전>은 국내 최초로 
열린 대규모 회화전으로 1981년 스페인의 ‘호안 미로 
마요르카 재단(Fundació Pilar i Joan Miró a Mal-
lorca)’(이하 미로 재단)의 출범 이래, 아시아 및 유럽
을 통틀어 가장 큰 규모의 (총 264점) 소장품을 공개했
다. 이는 미로 재단이 보유한 작품들에 호안 미로 유족
들이 경영하는 ‘석세션 미로(Successió Miró)’의 소장 
작품이 더해진 뜻깊은 협력으로 탄생한 이례적인 기회
로, 좀처럼 보기 힘든 호안 미로의 원숙한 걸작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호사를 누리게 한다. 더욱이 이번 
전시는 미로 재단의 전시 감독인 ‘필라르 바오스(Pilar 
Baos)’가 직접 큐레이팅을 담당하여, 자신만의 독창
적인 조형의 언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창조적 도
전을 일삼았던 호안 미로의 예술가적 여정을 더욱 폭
넓고 깊게 선보였다. 

5가지 주제 1. 호안 미로 작품의 근원 2. 시, 기호, 리
듬, 절제와 명상 3. 마요르카, 창조적 공간 4. 말년의 
열정-독창적 색과 표현 5. 자연의 도식화 등으로 구성

된 공간에서는 유화, 드로잉, 콜라주, 일러스트, 테리스
트리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총 264점, 100호가 넘는 
대형작도 전시되었다. 특히, 호안 미로의 창작 공간(작
업실)을 재현해 낸 섹션에서는 호안 미로의 손때가 묻
은 소품들과 작업도구 103여점을 비롯한 미완성 캔버
스들을 함께 공개하며 관심을 모았다. 

호안 미로는 자신의 작품을 ‘자신을 향한 내면의 독백, 
세상을 향한 열린 대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된 이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호안 미로가 예술
가로서 가장 생기가 넘치던 완숙기에 제작되었으면서
도 비교적 세상에 덜 알려진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
상할 수 있다. 

9월 24일까지 전시될 호안 미로의 이러한 작품들을 감
상할 수 있는 최초이자 최대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21세기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하며, 새로운 회화의 개념적 토대를 이룩한 ‘호안 미로’
를 지금 만나러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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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gg News

FALL�2016

PLUGG�PARTY

한국에서도 외국에서처럼 허물없이 자유롭게 놀고 싶
을 때! 편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떠들며 즐기고 싶
을때! Plugg Packazine & Magazine이 준비한 다양
한 이벤트와 파티에 참석하세요! 

WHERE�TO�GET�OUR�<FREE>�MAGAZINES

이제 신사동 카페 100곳 외 명동 카페 30곳! 그 밖에 
건국대, 성균관대, 동국대, 양양 서파리, 청담동 에이디
스짐, 이태원 플라툰소넨덱, 홍대 플레이그라운드 라운
지&바, 상동 슈가맨북스에서 무료 플러그패커진을 만
나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배포처는 www.plugg-
media.com에서 확인해보세요. 

무료 배포처, 판매처에 관심이 있으시면 오늘 info@pluggmedia.com로 문의주세요.
* 현재 오프라인 판매처: 7호선 상동역 슈가맨북스

NEW COWER AND fianliz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