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gnolia 2017
K Y U N G  H E E
U N I V E R S I T Y

2017년 12월 19일(화)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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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멈춰 서서 ‘나와 우리’를 살펴보는 연말연시, 경희는 남다른 방식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

다. 경희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은 Magnolia(목련회의·목련음악회)가 그것입니다.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해 새 희망을 공유합니다. 2017년 경희는 ‘함께하는 시대 전환: 대학의 소

명과 책무’를 화두로 삼고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인류는 지금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두 얼굴의 미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대전환기, 미래는 인류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경희가 생각하는 대학의 소명과 책무입니다. 경희는 전환 시대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면

서 더 나은 미래를 모색했습니다. 

‘촛불’을 재조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촛불은 한국 사회를 넘어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시민의 

모델로 떠올랐습니다. 창학 이래 인류 평화를 추구해온 경희는 지난 9월 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WAAS)와 함

께 PBF 2017(UN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을 통해 촛불의 세계사적·문명사적 의미와 세계시민사회의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안으로는 경희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5월, 설립자 故 미원 조영식 박사 유족이 설립자께서 거주하던 서

울 명륜동 가옥을 학교법인에 기부했습니다. 경희정신의 또 다른 산실 명륜동 가옥은 앞으로 경희의 비전을 

널리 알리는 공적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양 캠퍼스 공간도 면모를 새로이 했습니다. Space 21 1단계 

사업으로 선승관, 한의과대 등 단과대, 행복기숙사가 완공돼 세계적 명문에 걸맞은 공간 인프라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구적 연계협력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희의 글로벌 산학협력 Blue Planet 

21이 양 캠퍼스와 충남 금산 부지, 바이오헬스·미래과학 클러스터 등을 아우르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하반

기에는 마음껏 배우고 공부하는 대학, 마음껏 연구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구성원이 이마를 맞댔습니다. 대

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북토크’에 이어 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구성원 토론회를 가졌고, 새해 

벽두부터 교수와 학생의 연구에 대한 열정을 적극 지원하는 ‘학술진흥펀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 새해, 경희는 경희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세계적 지도자를 모십니다. 이리나 보코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께 명예평화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동시에 미원석좌교수, 후마니타스칼리지 명예대학장으로 초빙

합니다. 10년간 국제기구를 지휘해온 보코바 전 사무총장의 경험과 철학이 경희의 학풍을 진작하고 지구 공

헌 프로그램을 확대시켜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경희는 새해에도 구성원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국내외 유관 기관과 함께 인류가 

원하는 진정한 미래를 창조해나갈 것입니다.

개  관

MAGNOLIA

전환의 시대, 미래세대의 더 큰 희망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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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MAGNOLIA

목련회의
18:30~19:30

Review 2017 영상

목련상 시상  

학생의 희망: 교육에서 학습으로

총장 인사말

목련음악회
20:00~21:00

“환희와 희망, 미래를 상상하다”

J. Strauss Ⅱ Operetta <Die Fledermaus> Overture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서곡

Pablo de Sarasate <Zigeunerweisen> Op. 20 
사라사테 <지고이네르바이젠> 집시의 노래 (Vn. 양고운) 

F. Lehár Operetta <Die Lustige Witwe> 중 “Lippen Schweigen”
레하르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M.sop 이아경, Ten 이기업·김대환)

J. Strauss Ⅱ Operetta <Die Fledermaus> 중 “Champagne Song”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중 “샴페인의 노래” (솔로와 합창) 

J. Strauss Ⅱ Waltz <The Blue Danube>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J. Strauss Ⅱ Polka <Auf der Jagd> Op. 373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폴카 <사냥> 

J. Strauss <Radetzky Marsch> 
요한 슈트라우스 <라데츠키 행진곡>

Giacomo Puccini Opera <Turandot> 중 “Nessun dorma”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Il Divo <Wicked Game> 
일 디보 <위키드 게임>

목련화

출연    강석희 지휘, 양고운 바이올린, 이아경 메조소프라노   

경희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경희대학교 성악과 합창단  

대중가수 바다, 팬텀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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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 강화를 통한 ‘담대한 도전’

전환의 시대, 경희의 소명과 도전

경희는 2017년, 전환의 시대를 주시하며 대학의 존재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학의 소명과 책무를 되새기면서 대

학다운 미래대학의 핵심가치를 고양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세계적 싱크탱크와 함께 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

해 ‘Peace BAR Festival 2017’을 개최하여 촛불의 세계사적·문명사적 의미와 지구시민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경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대

경희는 지난 한 해 ‘함께하는 시대 전환’을 화두로, 학술과 실천의 외연을 넓혀왔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

한 경희의 글로벌 연계협력 사업 ‘Blue Planet 21’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11월 중순에는 세계예술과학아카

데미와 함께 로마에서 고등교육의 미래를 전망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고, 11월 하순에는 대학의 역사와 

미래를 조망한 책을 함께 읽고 북토크를 연 데 이어, ‘탁월한 교육과 연구’를 주제로 구성원 토론회를 개최했습

니다. 12월에 공표되는 학술진흥펀드는 경희의 연구와 교육 탁월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 핵심가치 강화, ‘경이로운 경희’

‘연구 경희’의 탁월성이 국제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세계대학평가 기관인 THE, QS에

서 피인용지수, 평판도 등 연구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

구자(HCR) 분야에서는 세 명의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국가고객만족도지수(NCSI) 조사에서는 3년 연속 

사립대 2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링크플러스 사업, 공대 혁신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

고, 대학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에서 경희의 주도로 ‘한국형 AI 의사’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또한 나노·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선진기술연구센터사업 등에도 잇달아 선정됐습

니다. 후마니타스칼리지는 ‘교육에서 학습으로’를 기치로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학혁신 대장정’의 결과, 

미래혁신원이 출범해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대학의 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교육 비영리 기관인 미국 IIE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아세안 국가 우

수 이공계 대학생 초청연수 사업’ 위탁 연수기관으로도 선정됐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주관하는 ‘캠퍼스 타운’ 공

모전에 선정돼 회기동 일대 도시재생에도 참여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경희의 담대한 도전

2018년, 개교 70주년을 한 해 앞둔 새해에는, 개교 60주년 이후 지속돼온 경희의 기상과 함께, 교육과 학습,  

연구와 실천의 기본을 더욱 다지면서 또 다른 창조의 진전을 이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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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함께 써가는 열정과 성취의 서사(敍事)

목련상

목련상은 구성원이 함께 써나가는 도전과 성취의 서사(敍事)입

니다.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 위

에서 학술과 실천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 지구공동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본교 교수 및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도별 수상자

제정 첫해인 2009년에는 교육 부문에서 故 이성호 교수(경영

대학), 사회·대학발전 부문에서 유명철 석좌교수(강동경희대병

원)가 수상했습니다. 2010년에는 연구 부문에서 장진 석학교수(이과대학)와 손영숙 교수(생명과학대학), 

사회·대학발전 부문에서 김창환 명예교수(한의과대학), 2011년에는 교육 부문에서 도정일 명예교수(후마

니타스칼리지), 실천 부문에서 조병춘 전 사무국장(기획위원회 사무국)과 최부영 농구감독(체육부)이 영예

를 안았습니다. 2012년에는 연구 부문에 이동훈 교수(대학원 우주탐사학과), 2013년에는 실천 부문에 김

중섭 교수(문과대학), 특별공로상에 이건수 동문(동아일렉콤회장)이 선정됐습니다. 2014년에는 교육 부문

에서 김백봉 명예교수(무용학부), 연구 부문에서 김동현 교수(약학대학), 실천 부문에서 故 김종규 교수(지

리학과)가 목련상을 수상했습니다. 2015년에는 교육 부문에서 김윤희 명예교수(간호학과), 연구 부문에서 

류기원 명예교수(한의학과), 실천 부문에서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메르스 비상경영총괄위원회가 수상의 영

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에는 교육 부문에 김훈식 교수(이과대학), 연구 부문에 김우식 교수

(공과대학), 이충기 교수(호텔관광대학), 실천 부문에 경희의료원 한마음봉사단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 과정

지난 9월 29일부터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교육 부문 4명, 연구 부문 5명, 실천 부문 7명(팀) 등 총 16명(팀)

이 접수됐습니다. 부총장단과 경희 Fellow, 교무위원, 기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외부 

심사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교육 부문에서 백광희 교수를, 연구 부문에서 김종복 교수를, 실천 부문에서 간

호과학대학 교수진을 최종 수상자로 확정했습니다.

목련상 조형물

목련상 조형물은 우리 대학의 교화인 목련을 오른손에 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개화 직전의 목련과 

인간의 손은 경희의 창학 이념과 미래비전을 응축한 것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실천적인 경희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나갈 인류의 문화세계를 상징합니다.

목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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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상 수상자 - 교육 부문  

MAGNOLIA

백광희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 교수 

백광희 교수는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원 교수 및 학장으로 

재직하면서, 본교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 분야 발전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

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입학사정관 및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위원장직을 수

행해, 본교가 우수하고 성실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

다. 또한 생명과학대학의 우수한 인재 양성과 국제화, 사회진출 등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생명과학대학의 교육체계가 합리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학부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영어강의 전용 트랙, 사회진출을 돕기 위한 산업맞춤형 교육 과정, 해외

석학 화상 강의 등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Smart Campus를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약력        현 경희대학교 교수, 입학사정관 및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위원장, 전 질병관리본부 내부사업 평가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2단계 BK21 사업 과학기술분야 평가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조합 성장동력기

술개발사업 운영위원장, 한국장학재단 전문위원, 아시아태평양 생명공학 의료재단 이사, 한국분자

생물학회 학술상(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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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상 수상자 - 연구 부문 

MAGNOLIA

김종복  문과대학 영어학부 교수 

김종복 교수는 언어학과 영어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탁월한 연구

자입니다. 통사전공 분야의 세계적 연구자이며, 말뭉치(Corpus) 언어학 연

구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유럽·미국의 통사 분야 최정상급 연구자들과의 

지속적인 학문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사에서 『한국어 통사구조: 구

조문법 관점(The Syntactic Structures of Korean: A Construction  

Grammar Perspective )』을 출간하기도 했으며, 한국어의 주요 통사와 의미 현상에 대한 기술적 타당

성을 가진 구문문법 분석 연구로 한국어 연구의 세계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종복 교수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학 연구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영어의 부정어 현상, 

비교구문, 복사- 상승구문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예술 및 인문과학논문 인용색인(A&HCI) 국제학술지

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공동 출간한 『영어통사론: 소개서(English Syntax: An  

Introduction )』는 미국, 유럽,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력      현 경희대학교 교수, 언어연구소장, The Syntactic Structures of Korean: A Construction  

Grammar Perspective  (2016), Understanding English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s 

(2009)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English Syntax: An Introduction  (2008), Korean Phrase 

Structure Grammar (2005)



8

목련상 수상자 - 실천 부문  

MAGNOLIA

간호과학대학 교수진

간호과학대학 교수진은 간호사의 직업윤리인 나이팅게일 정신(인류애에 기반한 희생, 봉사 정신을 근

간으로 함)을 재학생에게 전수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평생 지도 교수제를 운영해 입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일대일 상담과 지도를 이어가

고 있으며, ‘나이팅게일 인증제’, ‘남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재학생의 학업과 향후 업무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교수진이 솔선수범해 과 전체에 봉사 정신과 기부 문화를 형성했고, 최근에는 재학생이 사회봉사단체

에 기부를 했습니다. 또한 퇴임 교수진의 기부 활동도 있었습니다.

주요 활동       재학생 대상 평생 지도 교수제, 나이팅게일 인증제, 남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 간호학과 재학

생 봉사 및 기부 문화 활성화, 졸업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타 의료기관 재직 동문 간담회, 해외 

동문 강연, 간호과학대학 발전기금 모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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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희망: 교육에서 학습으로

MAGNOLIA

학생들이 바라보는 ‘문명사적 전환과 경희의 도전’

문명사적 전환: 두려움과 희망

문명의 전환은 기존의 가치와 질서의 일대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환의 징후는 한편에서는 자연생태계의 

파괴, 기후변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전쟁의 위기, 난민, 인종문제 등 지구적 난제들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혼란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노력에 따라 또 다른 희

망일 수도 있습니다.

대학의 현실: 우리들의 아픔

전환기의 시대적 혼란은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두려움과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대학에 

왔는가? 우리는 왜 대학에서 희망을 찾는가? 대학은 최고의 집단지성이 모여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역량

을 한껏 키울 수 있는 도전적 실험의 장이고 안전망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전환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과정과 학사제도 앞에서 도전하라고만 요구하는 것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식의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대학의 역할: 경희의 노력

대학은 학문적 가치, 인간적 가치, 실용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역할은 연구, 교

육, 실천으로 나타나며, 경희도 ‘문화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 등을 통해 대학 본래의 가치를 추구해왔

습니다. 나아가 최근 교육혁신 대장정 등은 시대 전환과 함께 경희의 새로운 모색이고 도전이라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도전과 희망

WAAS(세계예술과학아카데미) 주최 로마컨퍼런스에서 우리 학생기획단은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고등교

육의 미래, 교육혁신 방향 등에 관해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통해 중요한 것은 대학문화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학생의 교육에 열정을 쏟는 학자로서의 교

육자(참스승),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음껏 배우는 학생(제자). 열정이 없다면 그 어떤 시스템으로도 양질

의 교육을 할 수 없다.’ 교수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습공동체, 바로 경희의 도전이고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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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음악회

MAGNOLIA

목련음악회는 경희 가족과 지역 주민, 국내외 시민을 위한 축제로,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루 갖춘 음

악으로 구성됩니다. 대학과 시민이 어우러져 송구영신의 의미를 함께하는 이 음악회는 대학의 문화

예술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바다

지휘 강석희

펜텀싱어 안세권 펜텀싱어 김동현

펜텀싱어 박요셉 펜텀싱어 김용호

출연진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경희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경희대학교 성악과 합창단

대중가수

메조소프라노 이아경바이올린 양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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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StraussⅡ Operetta <Die Fledermaus> Overture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서곡

18세기 후반 환락의 도시였던 비엔나에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코믹한 이야기를 다룬 밝고 화려한 오페레타이다. 왈츠와 

폴카가 흘러넘치는 화려한 서곡은 콘서트홀에서 단독으로 자주 연주된다.

Pablo de Sarasate <Zigeunerweisen> Op. 20 
사라사테  <지고이네르바이젠> 집시의 노래  

이 곡의 작곡가 사라사테는 파가니니 이래 최고의 바이올린 비르투오소로 명성을 날린 인물이다. 그가 남긴 50여 곡의 바이

올린 곡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곡으로, 한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속도의 변화에 따라 4부분으로 나뉜다.

F. Lehár Operetta <Die Lustige Witwe> 중 “Lippen Schweigen”
레하르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입술은 침묵하고”

이 곡의 주인공은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아름다운 미망인 한나이다. 달콤한 바이올린 전주로 시작하는 

“입술은 침묵하고”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되는 사랑의 2중창으로 이 작품에서 가장 명장면이다. 

J. StraussⅡ Operetta <Die Fledermaus> 중 “Champagne Song”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중 “샴페인의 노래”

오페레타 <박쥐> 제2막의 한 장면이며, 이 작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저택에서 열린 큰 파티에서 

러시아의 귀족 오를로프스키 공작이 샴페인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파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따라 부른다. 솔

리스트 3명과 합창이 함께하는 즐겁고 쾌활한 분위기의 화려한 무대이다.

J. StraussⅡ Waltz <The Blue Danube>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왈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이 곡은 ‘보어전쟁’에 패하여 비엔나 시민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을 때, 당시 궁정무용 악장직을 맡고 있던 요한 슈트라우스

가 ‘비엔나 남성합창협회’로부터 시민의 마음에 밝은 빛을 되찾아줄 만한 합창곡을 의뢰받아 작곡한 곡이다. 

J. StraussⅡ Polka <Auf der Jagd> Op. 373 
요한 슈트라우스 2세 폴카 <사냥> 

이 곡에서는 19세기의 귀족들이 함께 사냥놀이를 즐기는 광경이 신나는 폴카 리듬에 맞추어서 묘사된다. 사냥터에서의 들

뜬 분위기, 사냥 나팔소리.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 총소리 등이 재미있게 묘사된다.  

J. Strauss <Radetzky Marsch> 
요한 슈트라우스  <라데츠키 행진곡>

요한 슈트라우스 1세가 오스트리아의 명장 요제프 라데츠키 장군에게 헌정한 곡이다. 연주 도중에 청중들이 곡에 맞추어 박

수를 치는 관례가 생겼고, 이후로 일반 음악회에서도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흥겹게 돋우곤 한다.

Giacomo Puccini Opera <Turandot> 중 “Nessun dorma”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Turandot)’의 제3막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로 주인공 칼라프(Calaf)가 사랑의 승리를 확신하며 

부르는 노래이다.

Il Divo  <Wicked Game>
일 디보 <위키드 게임>   
미국의 가수이자 영화배우 크리스 아이작이 작사작곡한 노래로 영국의 팝페라 그룹 일디보(Il Divo)의 정규앨범 타이틀곡이

다. 원곡의 분위기와 다른 드라마틱한 음악구성과 각 멤버의 가창력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노래로 평가받고 있다.  

목련화
경희대학교 설립자 故 조영식 박사는 추운 겨울을 헤치고 와 제일 먼저 하늘을 향해 피는 목련화의 모습에서 미래지향적인 

고고함을, 함께 피고 함께 지는 모습에서 협동 단결심을, 그리고 그윽한 향기를 풍김으로써 모든 것을 혼자 누리지 않고 미

덕을 온 누리에 전파하려고 한다는 뜻을 발견했다. 조영식 박사의 시에 작곡가 김동진 선생이 곡을 붙였다.  

곡목 해설   김미애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



목련회의는 올 한 해 경희의 성취를 돌아보고 새해 새 희망을 함께 나누는 ‘긍지와 포부’의 자리입니다. 

목련음악회는 경희 구성원과 일반 시민을 위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축전입니다. 

Magnolia 2017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