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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eek, take in some art.

Or, take out. We do both.
Culinary masterpieces by

®

  www.facebook.com/holygrilltruck
www.theholygrill.asia

located near banwoldang exit 12 across from citibank
위치 : 지하철 반월당역 12번출구 덕산빌딩 씨티은행 뒤

Phone: 053-255-4048

Vacation in Bali?
Visit our new restaurant!

The Bli Bli Villas
Jl. Braban No. 99
Semiyak Bali
Indonesia



Horus Music Garage

3 DOWNTOWN HOT SPOTS
YOU DON’T 
WANT TO MISS

URBAN 
Lounge 

Bar
Old 

SkooL

Multi-Cultural Playground
Liquor, Darts, Beer Pong
Every Wed: Open Mic 
Every Weekend: Live Show   
  D.J./Party

Enjoy live music 
and cheap booze!
Weekends: Live Shows
Weekdays: Practice Studio 
 (100,000W/month 
 or 10,000W/hour)

Downtown Daegu’s 
Only Hip-hop Club!

contact to rent space for parties or live shows
010-7574-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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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cember, [b]racket had the privilege to speak at the first 
PechaKucha Daegu event. Not only was this an exciting experience 
and a success in itself, but it allowed (or forced) me to revisit the 
goals and philosophy of [b]racket. 

This retrospective look back at our short, but strong quarter 
year adventure, made me more conscious of our intentions with 
this publication: the exposure of growing artists and their work to 
the community through a free quality publication. I don’t think we 
could have done a better job than in this issue, our first of the new 
year.

Not only have we found a great group of developing artists to 
showcase, but some of the artists explore mediums that are rare 
to most creatives. This is an added bonus to our goals of expo-
sure. Revealing this month’s contributors, and their distinct work 
makes me excited about the future of [b]racket, and what other 
possibilities we can discover and share.  

Karin’s work (pages 22-25) constructed of textiles produces 
pieces that are rich with textures. St. Pierre’s glitch art (pages 10-
13) rendered stills from video, and exposed me and now you, to a 
fresh medium. These are only hints of the incredible work happen-
ing in Korea and in our January issue.

We think you will find this issue starts 2013 in the right direc-
tion. We have an issue equally balanced with three Korean and 
three international artists, and their styles are anything but bal-
anced. We have continually improved our text thanks to Sharon 
Reichstadter, and this month Kim Saemi (Stephanie). 

Here’s to a new year, full of new things.

Christopher Cote
Managing Editor

Editor’s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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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ors

contact

Issue 4
January 2013

Jess Hinshaw [editor]
Greg Laychak [design]

Chris Cote [managing editor]

[b]racket

Mathieu St-Pierre ~ matstpierre.wordpress.com
Kim Nam Jin ~ www.goldsouthstar.com
Kwack Younsoo ~ younsoo.org
Karin Soderholm ~ www.karinsoderholm.com
Ryu Eun Ji ~ www.light-heavy-light.com
Daniel K. Osborne ~ www.barracuda-morph-force.com
     ~ deekayohh1.tumblr.com
Sharon Reichstadter
Kim Saemi/Stephanie [Korean editing]

creators

bracketmagazine.wordpress.com
www.facebook.com/bracket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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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y Kat, Guinness, Sapporo, etc. Burgers, Fish & Chips, etc.
Sunday-Thursday 6:00pm ~ 3:00am
Friday-Saturday 6:00pm ~ 5:00am

Since 1994

Live performances
Local rock musicians
Relaxing atmosphere

JENG IY

대구 중구 동성로3가 8-8
010.8594.5011

facebook.com/Jeng-iy
(동성로 쟁이)

N
쟁이

반월당

남성로 

버스 
정류장



Sunday-Thursday 6:00pm ~ 3:00am
Friday-Saturday 6:00pm ~ 5:00am

Enjoy conversation in a cozy atmosphere. 
With our drink prices, it’s always happy hour! 
Come join your friends for a drink...
              Downstairs.

Located at Keimyung 
University’s East Gate
facebook.com/Downstairs.KMU



Mathieu 
St-Pierre

Mathieu St-Pierre wants you to search 
for something. Your job as the viewer is 
not to sit back and gaze at a bowl of fruit, 
as is the case with a Cezanne still. St-Pierre 
doesn’t work with the Impressionist variety 
of stills the French made famous, but per-
haps he works with a  new kind of impres-
sionism – a digital impressionism. The kind 
of stills St-Pierre uses are video stills; more 
specifically, they are corrupted or glitched 
video images. 

When you look at the calm colors pro-
duced in Ocean 1, but still seem to feel the 
quickened vibration of the vertical pattern 
– how do you feel? Or take the less abstract 
Meeting, with a woman in hoop earrings 
and an open collar, and try to grasp the 
whole, yet distorted image. As the viewer, 
St-Pierre wants you to look for both the 
tangible (what do you see?) and the intangi-
ble (what do you feel?). This kind of dual yet 
ambiguous meaning combined with vibrant 
imagery has made St-Pierre something to 
talk about.

St-Pierre is a new kind of artist, experi-
menting with visual artifacts created by 
both computer programs and traditional 
analog video signals. He often uses por-
nographic videos downloaded from the 
internet as the foundation for his works. 
Why pornos? St-Pierre explains, “Nowadays 
I use a lot of pornographic videos … since 
they usually have a very good visual render-
ing quality… Also, adult videos are easier to 
glitch and corrupt.” So it turns out pornos 
are good for more than one thing. Until 
recently (thank you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porn has been eas-
ily acce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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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KCSC hasn’t stopped St-
Pierre from working his magic. He 
starts by forcing errors and imper-
fections onto a still image. With an 
editing program, he then overlaps 
video files, adds filters in order to 
“exaggerate some details or simply 
to play with the colors” and ends up 
with what appears to be a techno-era 
mistake, but which is actually a care-
fully constructed image. His manipu-
lations range from nudes and faces to 
inanimate objects and abstracts. 

With a background in film (St-
Pierre studied film production at 
Concordia University) and a keen 
interest in video art and photography, 
St-Pierre is a pioneer in this field of 
glitch art.

What is glitch art exactly? In 
its simplest form, it is a display of 
technological mishaps, sometimes 
synthesized and other times created 
through manipulation of real video 
and computer programming, as is 
the case with St-Pierre. Of his work, 
St-Pierre says, “The images not only 
document the fragility of … virtual 
data, they are often capable of trig-
gering memories and associations 
from real world life experience.” What 
we are consequently faced with is 
“electronic malfunctions in the realm 
of pixels versus the perfect imagery.”

Mathieu St-Pierre is a Canadian 
artist from Montreal who is currently 
based out of Gyeongsan. [b]

Sharon Reichstad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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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Nam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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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하고 런던을 기점으로 동
화책 작업에 주력하였다. 2012년 중순 한국에 들어온 이 
후 대학에서 강의와 그림책 작업을 병행하면서 여러가지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있다. 판타지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
아하는 성향을 가졌다. 그래서 세계각지를 여행하면서 그
림을 그리고 글을 쓴다. 현지사람들과 만나 친구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낯선 이와의 
이야기도 겁내지 않으며 가끔 만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은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시켜 만들어 내는 이야기들의 
자양분이 된다. 그래서 작업의 많은 부분은 상상과 경험
의 중간정도 되는 곳을 기점으로 진행된다. 오래된 사진을 
좋아하고 아날로그의 향수를 늘 작업에 담고 싶어하는, 꿈

꾸는걸 멈추는 생을 다한다고 믿는 그래서 끝이 없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흥을 아는 아티스트다.

이 이미지들은 레니와 빌리라는 동화책의 일부분의이
미지이다. 

이 책은 스페인에서 출판된 첫번째 책으로 삼촌을 찾다 
우연한 사고로 판타지한 세계여행을 하는 소년의 모험담
을 담고 있다. 

(This drawing is part of a picture book called ‘Leny 
and Billy’ I made and published in Spain. It is about a 
boy traveling in a fantasy world by accident.) [b]

Kim Nam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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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ck You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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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보도되는 각종 뉴스들을 보
면 현대 한국 사회는‘불안 최대 
생산지’이다. 외부의 위협으로

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신이 주신 ‘
불안’이라는 능력이 이제는 평온하려는 
현대인의 삶을 ‘장애’로서 위협한다. 대
부분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불안에 대
한 최선의 대비는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는 방법뿐이라고 가르친다. 하지
만 안정적인 직장, 능력 있는 배우자, 안
전한 차량, 다양한 보험 등 불안을 대비
하여 꼼꼼히 안전망을 설치해도 삶은 여
전히 불안하다. 오히려 그 안전망들을 잃
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불안을 
더욱 무겁게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함
께 흘러가는 주변인들을 돌아보며 그들
과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애를 쓴
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불안을 극복하
기 위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채 
부지런히 일을 한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 
재생산되고 여전히 삶을 지배한다. 

한때 나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서 가
장 안정적이라고 손꼽히는 교직에 몸담
고 있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안정적이
었을지 몰라도 내적으론 그 어느 때보다 
불안했고 불만족스러웠다. 바닥이 보이
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사보기도 했고, 사람들과 
어울려보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해결 방
법들을 시도해보았지만 해결되지는 않
았다. 항상 느끼는 결핍을 다른 방법으
로 해결해보고자 예술학을 공부하기 시
작했고, 이론 공부 속에서 내가 진짜 원
하는 일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과감하
게 교사직을 그만두고 작업을 시작했다. 
당연히 주변 사람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
지 못했고, 심지어 안쓰럽게 여기기도 했
다. 물론 작업 공간에서 혼자 보내는 시
간이 마냥 편안하지는 않았다. 적막 속에
서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하면서 이제까
지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건 진짜가 아

니라 바라는 이미지였을 뿐이라는 걸 깨
닫는 과정은 아프고 힘들었었다. 하지만 
진짜 나의 모습을 깨닫고 그 모습 그대로
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서부
터 이전에는 몰랐던 즐거움을 느낄 수 있
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에서 불
안정으로, 세상의 흐름에 반대로 가는 듯 
보였겠지만 나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안하다. 

솔직히 인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근원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다. 아마 앞
으로도 영원히 모를 것 이다. 그래도 불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나만의 방법
을 언급하자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
게 떠밀리듯 흘러가는 사회의 흐름에서 
벗어나 자신을 등 떠밀던 불안과 대면해
보라는 것이다. 불안은 극복하는 것이 아
니라 공존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비
로소 나는 불안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나
의 작품들은 두 개의 상반된 면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불안을 대비하
며 살아왔던 과거의 FM적인 모습과 거
기서 벗어나 나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
아보고자 노력하는 현재의 AM적인 모습
이 바로 그 두면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화려한 채색의 캔버스화가 전자라면, 그
림 위에 사포질을 해서 구멍을 뚫고 바느
질을 한 부분은 후자라고 할 수 있는 셈
이다. 그렇다고 무슨 법칙처럼 작품들을 
과거와 현재, FM과 AM으로 명확하게 
구분 짓고 만드는 건 아니다. 마음이 가
는대로 열심히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
럽게 내가 가야할 길이 보인다고 믿고 있
기 때문에 너무 먼 곳에 목표를 세우지는 
않는 편이다. 

나는 보통 너무 먼 앞날의 목표는 세우
지 않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작업을 하면
서 그 다음 나아갈 단계를 모색하는 편이
다. 작업을 하는 방식도 손이 많이 가는 
편이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을 들여
서 완성해간다. 운동으로 따지자면 단거
리보다는 장거리에 속한다. 그렇게 캔버

20 [b]racket January 2013



스를 채워가듯 머리와 마음을 채우다
보면 비워야할 때가 오는데 그럴 때마
다 훌쩍 여행을 가곤 했다. 배낭하나
를 메고 몇 달씩 여행을 다니던 어느 
날 문득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다지 많
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
았다. 그러면서 집안에 쌓아놓은 수많
은 ‘불안 대비책’들을 떠올리며 몸서
리를 쳤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불안에 
휘둘리지 않으니, 불안을 극복하고자 
촘촘히 엮어왔던 안전망이 오히려 스
스로를 옴짝달싹 못하게 옭아매는 그
물처럼 느껴졌다. 언제든 가방 하나를 
들고 훌쩍 떠날 수 있는 유목민의 삶
을 꿈꿔온 내게 주체할 수 없이 많은 
짐들은 오히려 족쇄가 되었다. 

때마침 <All my life for sale>이
라는 책을 소개받아 읽었고 나도 그 
책의 저자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구체적으로 계
획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예전의 작품들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쌓여가는 물건들에 숨이 막힌다고 얘
기하는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무언가

를 계속 만들어내는 작가이다. 5년여
의 시간동안 만들어낸 작품의 수가 매
우 많다. 너무 어설퍼서 남에게 보여
주기 민망한 것부터 제법 만족스러운 
것까지 크기와 종류도 다양하다. 하
지만 아무리 서툴고 미완성된 작품이
여도 다른 물건들처럼 선뜻 버릴 수
는 없었다. 그래서 그 위에 새로 작업
을 하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캔버스 
위에 덧칠을 하는 것은 물론, 그려놓
은 작품에 구멍을 뚫고, 사포질을 하
고, 오브제를 붙이고, 수를 놓았다. 그
렇게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내 작
품들의 모든 과정들을 자료로 남기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그렇다할 흐름이 
한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적당한 시간
이 지나고 누적된 자료의 양이 많아지
면 작품의 여정을 읽을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시도는 평면 캔버스의 범
위에서 벗어나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
까지 활용하는 것이다. 내 작품을 감
상하는 사람들이 시각뿐만 아니라 온 
감각에 내 작품과 공명을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공간에 대한 욕심
은 시작되었다. 공간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될수록 -빛이나 음향, 패브릭 같
은- 유동적이고 비영구적인 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나의 작업들이 
확장된 공간이 사람들의 삶 속에 깊숙
하게 얽혀졌으면 좋겠다는 소망도 생
겨났다. 이런 관심의 첫 시도로 하나
은행에서 후원하는 <2012년 꿈의 
미술실 프로젝트>에서 실내건축디자
이너들과 협력하여 서울 양진초등학
교와 전주 동북초등학교 미술실을 재
탄생시켰다. 작가로써 나의 작업이 일
상 공간 속에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
는 공간 속에- 흡수되었다는 사실 자
체가 새로운 도전이고 즐거움이었다. 
이번 일을 발판으로 나의 작업을 공간
을 활용하는 작업, 다른 분야의 사람
들과 함께 하는 작업으로 발전시키고
자 한다. [b]

Kwack You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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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n Soderholm moved to Korea three years 
ago and felt completely in the dark about what to 
expect. As it turned out, there was nothing to be 

afraid of. The American artist quickly embraced Korean 
culture and says her “experience here will forever 
change [her].” Of the many aspects of Korean life she 
enjoys, food is at the top of her list: “I’ve been trying to 
learn how to cook Korean food so that I can still eat it 
when I return to the States!” 

The bubbly and personable Soderholm seems like a 
natural born traveler and finds a lot of inspiration in 
maps and “the various ways we find direction and chart 
our locations.” 

She seamlessly weaves her love of adventure into 
her design projects – literally. This is evident in Daegu 
1, which overlays an aerial view of a Daegu city map 
on top of stitched linen and cotton. Soderholm’s clever 
ability to recreate a foreign city using simple stitches 
and local fabrics perfectly illustrates her desire to imbed 
herself in the culture and merge her past and present. 

Trained in hand-embroidery, Soderholm likes to use 
locally sourced and recycled fabrics to achieve the kind 
of thoughtful pieces that give quilting a whole new 
meaning. “Using simple stitches and relying heavily on 
the tradition of boro cloth [from Japan] and kantha 
cloth [from India], I take old and discarded garments 

simple 
stitches

new 
arti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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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make the cloth into new artifacts; not new in a 
bright, shiny way, but new as in once-again-treasured.” 

Soderholm identifies two main elements in her em-
broidery: cloth and stitch. She likens these to context 
and faith, saying, “As I layer the various pieces of cloth, 
I imitate the way that various elements connect in my 
life to create the context in which I live. The heavy and 
repetitive stitches connect the pieces of cloth to each 
other, acting as the element of faith.” It is Soderholm’s 
belief that “what is broken can be repaired and what is 
separate can be connected.”

Soderholm says she has always been influenced 
by world textiles, as well as other fiber artists such 

as Anna von Mertens and Joetta Maue. When asked 
about current projects, she shared a photo of a work in 
progress – Concentric – which is reminiscent of a Rothko 
or Mondrian (the early 20th century Dutch painter) in 
that it features varying sizes of rectangles juxtaposed 
vertically and horizontally. It is definitely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Soderholm has a BA in art education from Wheaton 
College and an MFA in fibers from the notorious Savan-
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She currently lives in 
Daegu and is a professor of craft design at Keimyung 
University. [b]

Sharon Reichstadter

local 
fabrics

discarded 
ga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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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페인팅과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고, 에어 에디션
스 AER-EDITIONS 의 퍼블리셔로 독립출판물을 

만들고 있다. 현재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작업 활동을 하
고 있다.

내 작업의 주제는 ‘욕망’인데, 특히 사람들의 이면에 잠
재되어버린 욕망이 어떤 풍경 Scene 을 만들어 내는지
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

주로 캔버스와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데, 캔버스에는 주
로 Landscape를 그린다. 이것들은 욕망하는 자가 바라
보는 풍경이다. 종이 작업에서는 좀 더 구상적인 작업들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군데군데 들어나는 
그들의 욕망에 대한 흔적 혹은 행위들을 그리고 있다. 현
재 ‘Strangers’ 라는 시리즈로 작업하고 있고 이것들을 
모아 내년에 단행본을 만들예정이다. 나의 작업의 연장선
으로, 에로진 ‘에로에로’ 비정기간행물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다. 이것은 섹슈얼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독립잡
지로 현재 3호까지 나왔다. 다양한 작가들의 섹슈얼 판타
지에 대한 작업과 인터뷰, 대화등을 담고있다. [b]

Ryu Eun Ji

Ryu Eun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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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likes to play. A dark 
street, 4:00am, nothing 
but a neon-lit claw prize 

machine and an eager player with 
a bag full of beer and a pocket full 
of change. This is Dan’s dirty little 
secret. And it is what you would be 
likely to find in the middle of the 
night if you strolled through the 
Igok neighborhood of west Daegu, 
where Daniel K. Osborne, Ameri-
can sculptor and digital media 
artist, currently lives. 

His newest body of work was in-
spired by the bobgi dolls retrieved 
from these same brightly lit and 
enticing prize machines that are 
ubiquitous in Korea. Osborne says, 
“The rush of playing takes me back 
to a state of childhood wonder and 
excitement.” Through his draw-
ings and photographs, Osborne 
explores “the mystery and other-
worldliness of bobgi.” 

Osborne, who grew up in sub-
urban Atlanta and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Georgia (he stud-
ied sculpture and digital media) 
moved to Daegu last year with his 
long-time girlfriend. 

Osborne’s previous projects 
have focused on such found 
objects as discarded scratch-off 
lottery tickets, used and littered 
plastic cups, and old Newport 
cigarette packs. When asked if his 
interest in the prize dolls won out 
of bobgi machines was similar, he 
said, “they are similar because they 
are so bad. But you can’t get these 
dolls anywhere else. No one sells 
these dolls.” In this way, Osborne 
says they are unique and not com-
pletely worthless.

Osborne plays about five times 
a week – usually in the dead quiet 

when the rest of us are sound 
asleep. He says a late-night/early 
morning encounter with a claw 
machine is the perfect remedy for 
boredom. The first time he played, 
he won the astroboy doll now 
featured in the Astroboy series. 
There was an instant attraction 
and Osborne loved defying the 
odds by rescuing those quirky little 
dolls out of their otherwise impen-
etrable cases. 

The idea to turn his fascination 
into his next art project was so 
seamless that when I asked what 
prompted him to make art based 
on the bobgi machines he didn’t 
quite know how to answer. It 
was just the next logical step for 
Osborne, who quite literally finds 
most of his inspiration in the dirty 
streetscape around him. He finally 
managed to say, “I was so attracted 
to the colors and the shapes of [the 
dolls] that I started doing digital 
collage with them.” 

From there, Osborne wanted to 
make the photographs less static 
and ultimately chose oil pastels 
to draw the cartoonesque figures 
– some of which have animation 
when viewed digitally. For exam-
ple, Astroboy, Carrot Bear, and Man 
with Large Nose are done in oil pas-
tels, while Circles and Psycho Baby 
are comprised of digital images.

The titles in this collection all 
begin with Bobgi for Mike Kelley 
in honor of the late artist, who 
like Osborne, worked with stuffed 
animals (Sonic Youth’s Dirty album 
art, More Love Hours Than Can Ever 
Be Repaid, 1987). Osborne said it 
seemed like a fitting way to pay 
homage to an artist he tremen-
dously admired. 

I asked Osborne whom he 
thinks fills those mystifying 
machines. While he described the 
demographic as mostly male, mid-
forties, he has had few encounters 
with the mysterious workers who 
restock the prize machines. After 
a restock, “it’s the best time to 
play,” says Osborne. But figuring 
out the schedule of these machines 
is about as tricky as learning the 
route of an armored bank truck.

So what is the weirdest thing 
Osborne has ever won? Tea. But 
his favorite is still the astroboy – 
which he won on that first night, 
on an empty dark street after hav-
ing a few beers with a co-worker. 

Beer, dirty streets, and the cover 
of night…isn’t that where the 
magic always begins?

Osborne has a plethora of oth-
er work done under at least three 
alter egos. His work done under 
the pseudonym Bison Oleander 
(an anagram of Daniel Osborne) 
includes a series of faux inventions 
whose prototypes would be impos-
sible to realize and whose inventor 
had a few loose screws. Cracked 
Pavement is an alter ego whose 
work is a series of street art - much 
of which focuses on trash and 
things found literally on the street, 
including a nature mockumentary 
of the littered plastic cup. Finally, 
Annie Oldrobes, Osborne’s third 
alter ego, is a more academic artist 
whose work is primarily in video 
- most notably a re-dubbed Boyz 
II Men music video with a suppos-
edly unobtrusive audio narration 
for the visually impaired. [b]

Sharon Reichstadter

28 [b]racket January 2013



Daniel K 
Osborne

 29



Find [b]racket magazine in 
these fine establishments:

The Holy Grill
Horus Music Garage
Urban
The Pollack
Buy the Book
쟁이 (Jeng iy)
Havana
McGuire’s
Daegu Art Museum
Bongsan Culture Center
Dropp
Red Consent
S-Dot
Hami Mami’s

...and more.
*for details, visit us on the web

bracketmagazine.wordpress.com | www.facebook.com/bracketMagaz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