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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라마라마는 ‘마음속의 기쁨을 깨운다’ 는 어원에서 유래한 행복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공간을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고픈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라마라마 그라운드&크리에이티브는 당신의 공간이 감추고 있는 매력을 찾아 드리려 

합니다. 소리 없는 강한 울림과 감동, 설렘이 함께 하는 특별한 곳, 라마라마 그라운드&

크리에이티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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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maRama
라마라마 그라운드&크리에이티브는 콘셉트에 따라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현해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크리에이티브 그룹입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춘 ‘기 - 승 - 전 - 결’ 스토리텔링이 있는 공간 

연출 노하우는 라마라마 그라운드&크리에이티브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Above The 
Creative Beyond 
The Value

라마라마 그라운드&크리에이티브는 

창의적인 공간이 주는 가치를 높이 사는 

문화를 지향합니다.  

라마라마 팀은 고객이 보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기에 때로는 고객보다 더 까다롭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간이 주는 무언의 힘에 행복과 설렘을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분위기가 유쾌하게 엄숙하게 바뀌듯 식물은 공간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골라 믹스매치한 식물로 공간의 표정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라마라마 팀이 지난 15년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성과입니다.  

다채로운 컬러와 형태로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 라마라마 그라운드&크리에이티브가 추구하는 

공간에 대한 가치 철학입니다.



Professional Creative 
Group 
For The Best Space 
Realization

최고의 

공간 실현을 위한 

전문가 그룹 

라마라마 팀은 트렌드를 주시하되 따라가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더해 ‘라마라마 스타일’을 만들고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하고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테크니션과 디자이너가 협업하는 라마라마 그라운드&크리에이티브의 

공간은 늘 새로운 모습으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15 Years of history 
Accumulated Experience & 
Technical Know-how

라마라마의 시간

라마라마 그라운드&크리에이티브는 15년 전 작은 플라워 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의 꽃다발, 꽃장식이라도 어떤 이가 받을지, 어떤 공간에 설치될지, 어떻게 하면 더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지를 고심하며 언제나 최고의 재료와 테크닉만을 고집했습니다.

그 고집과 노력이 쌓여 지금의 라마라마 그라운드&크리에이티브가 되었습니다. 

백화점 한 시즌의 전체 디스플레이를 기획하기도 하고 48,863㎡의 빌딩 전체 공간 디자인을 맡아 

조화로운 연출을 선보이는 등 활동 영역의 규모와 종류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처음 그 열정을 고스란히 쏟아 공간을 디자인하고 있는 라마라마 그라운드&크리에이티브는 어떤 세대가 

경험하는 공간인지, 어떤 재료를 쓰면 더욱 돋보일지를 고민하며 앞으로의 시간도 보내려 합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만나게 될 지에 대한 기대와 떨림, 언제나 새로운 시도와 최고의 디자인으로 

특별한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라마라마 팀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Genuine Efforts For innovation & 
Differentiation, Direct Purchase 
Of Materials

최상의 품질 자재 확보

공간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라마라마 팀은

공간의 콘셉트를 명확히 구현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엄선한

고급스러운 하드웨어 및 소품 등으로 멋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마라마 그라운드&크리에이티브는 직구매를 통해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디자인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입니다. 

작은 경첩, 나뭇잎 하나라도 라마라마 팀의 노력이 더해지면 달라집니다.



Spaces Marked By 
Excellence, 
Makes The Competitive 
Difference

디자인을 향한 열정

고객의 발걸음을 따라 시선이 머무는 모든 곳을 디자인합니다.

공간의 의미를 탐구하고, 엄선한 재료에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통해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재창조합니다.

공간이 추구하는 분위기에 적합한 자재를 선택,

최상의 조합을 통해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노력합니다. 

재질의 느낌, 색감의 분위기, 사이즈의 스케일 등 

조화를 위한 연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뛰어난 디자인 경쟁력,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업 공간, 소중한 개인 공간에 라마라마의 손길이 닿으면

모두가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싱그러운 그린테리어 디스플레이는 상쾌한 힐링을 가져다주고, 

반짝이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디스플레이는 한껏 상기된 행복함을 맛보게 해줍니다.

시장조사 _ Market research

콘셉트와 시즌에 맞는 아이템들을 찾아 

기본 구상을 시작합니다. 1 기획 단계 _ Planning stage

활용 가능한 아이템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추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2 시공 단계 _ Construction stage

공간 디자인에 맞춰 준비한 자재, 기물과 현장에서 직접 

제작하는 구조물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4 준공 및 보완 단계
Completion and Complementary Stage

클라이언트와 대중 피드백을 참고 해 공간의 유지, 보수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합니다.

5목업 및 샘플 제작 단계
Mock-up and sample production stage

기획 의도에 맞는 샘플을 실제로 제작하여 시공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를 마칩니다. 

3

RamaRama
Creative Process



RamaRama
ORGANIZATION

뛰어난 디자인 경쟁력, 그 실천의 흐름, 라마라마 디자인 프로세스

라마라마는 기본에 충실하고 그에 더해진 창의적인 생각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시도로 표현됩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상업적인 공간을 연출할 때뿐만 아니라, 

공간에 활력을 주는 다양한 오브제들을 수입 유통하고, 

B2C를 통하여 직접적인 고객의 소리도 현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라마라마는 공간과 비주얼을 창조하는 GROUND&CREATIVE를 중심으로 다양한 해외 브랜드를 셀렉트하여 유통하는 LIFE STYLE&COMMERCE 사업부,

라마라마의 전신인 플라워&가드닝 전문 브랜드 FLOWER&GARDEN 매장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mport & wholesale

Exclusive Items

Selected Brands

Conceptual Floor Planning

Seasonal Visual Merchandising

Branding

Cooperate Service

Shinsegae Gangnam /

Shinsegae Yeongdeungpo /

Galleria Gwanggyo

Ground
&Creative

Lifestyle
&Commerce

Flower
&Garden



2 GROUND & 
CREATIVE
라마라마 그라운드&크리에이티브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돋보이는 컨셉추얼한 디자인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고객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디테일이 돋보이는 공간부터, 오래 기억에 남을 웅장한

스케일의 공간까지 다양한 공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GROUND & 
CREATIVE

라마라마팀은 새로운 공간을 위한 그림을 수 없이 그리고 더해가는 흥미진진한 아이디어 회의를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공간에 들어오는 고객들의 발걸음을 쫓아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을 디자인합니다.

라마라마만의 익스클루시브 케어는 공간이 주는 스토리텔링에 주력하고 사람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상업 공용 공간 디스플레이 / 공용 공간 설치 / 크리스마스 설치 / 시즌 연출



Conceptual Floor 
Planning

PORTFOLIO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SAMSUNG DIGITALPLAZA

JW MARRIOTT HOTEL

THE WESTIN CHOSUN  HOTEL

SHINSEGAE FOOD



RAMARAMA    |    29RAMARAMA   GROUND & CREATIVE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LOCATION  |  Seoul



RAMARAMA    |    31RAMARAMA   GROUND & CREATIVE



현대백화점

천호점, 킨텍스점, 신촌점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LOCATION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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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RAMA    |    37RAMARAMA   GROUND & CREATIVE

현대백화점

2018 천호점 식품관

전체 식재 및 디스플레이 컨설팅 및 연출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LOCATION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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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RAMA    |    41RAMARAMA   GROUND & CREATIVE



RAMARAMA    |    43RAMARAMA   GROUND & CREATIVE

현대백화점

미아점, 천호점, 신촌점 공용공간 설치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LOCATION  |  Seoul



RAMARAMA    |    45RAMARAMA   GROUND & CREATIVE

현대백화점

가든파이브점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LOCATION  |  Seoul



RAMARAMA    |    47RAMARAMA   GROUND & CREATIVERAMARAMA   GROUND & CREATIVE



RAMARAMA    |    49RAMARAMA   GROUND & CREATIVE

현대백화점

2017 가든파이브점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LOCATION  |  Seoul



RAMARAMA    |    51RAMARAMA   GROUND & CREATIVE

삼성 디지털플라자

VMD 연출 컨설팅

SAMSUNG DIGITALPLAZA

LOCATION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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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RAMA    |    57RAMARAMA   GROUND & CREATIVE

JW 메리어트 호텔

음료장 디스플레이, 플라워 컨설팅

JW MARRIOTT HOTEL

LOCATION  |  Seoul

SPACE FROM  |  Food & Beverage Center

CONSTRUCTION COMPLETE  |  2018

PERFORMANCE TASK  |  Display &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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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RAMA    |    61RAMARAMA   GROUND & CREATIVE

신세계 푸드 

식음료장 디스플레이

SHINSEGAE FOOD

LOCATION  |  Incheon



RAMARAMA    |    63RAMARAMA   GROUND & CREATIVE

조선호텔 

디스플레이

SHINSEGAE CHOSUN HOTEL

LOCATION  |  Incheon



Seasonal 
Design

PORTFOLIO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HINSEGAE GROUP

DAEMYUNG GROUP

RAMADA SOKCHO HOTEL



RAMARAMA    |    67RAMARAMA   GROUND & CREATIVE

현대백화점 
시즌 디스플레이 
봄·여름

2016 봄 전체, 대구 보이드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LOCATION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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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RAMA    |    71RAMARAMA   GROUND & CREATIVE



RAMARAMA    |    73RAMARAMA   GROUND & CREATIVE

현대백화점

2017 대구점 보이드 식재 연출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LOCATION  |  Daegu



RAMARAMA    |    75RAMARAMA   GROUND & CREATIVE

현대백화점

무역점 프로방스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LOCATION  |  Seoul



RAMARAMA    |    77RAMARAMA   GROUND & CREATIVE

현대백화점

2019 봄 본점, 2017 여름 연출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LOCATION  |  Seoul



RAMARAMA    |    79RAMARAMA   GROUND & CREATIVE

인천국제공항

2018 화단 식재 연출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LOCATION  |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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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RAMA    |    83RAMARAMA   GROUND & CREATIVE

현대백화점

2015~2019 크리스마스 컨설팅 컨셉 / 오너먼트 개발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LOCATION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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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RAMA    |    87RAMARAMA   GROUND &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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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RAMA    |    93RAMARAMA   GROUND & CREATIVE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

2015~2019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

THE HYUNDAI DEPARTMENT STORE

LOCATION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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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RAMA    |    97RAMARAMA   GROUND & CREATIVE

대명 그룹

2016 크리스마스 

DAEMYUNG GROUP

LOCATION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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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RAMA    |    101RAMARAMA   GROUND & CREATIVE

신세계 그룹

2016 신세계 그룹 F&B / 메나쥬리 / 베키아에누보 등 전국매장 크리스마스 장식

SHINSEGAE GROUP

LOCATION  |  Seoul



RAMARAMA    |    103RAMARAMA   GROUND & CREATIVE

라마다 호텔 

2017 속초 크리스마스 컨설팅 및 연출

RAMADA SOKCHO HOTEL

LOCATION  |  Sokcho



Branding

PORTFOLIO

CHANEL·BOTTEGAVENETA

BOTTEGAVENETA

OMEGA

MONTBLANC

AMOREPACIFIC

BVLGARI

H&M

SULWHASOO



RAMARAMA    |    107RAMARAMA   GROUND & CREATIVE

샤넬

2017~2019 샤넬

CHANEL

LOCATION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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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RAMA    |    111RAMARAMA   GROUND & CREATIVE

보테가 베네타

2017~2019 보테가 베네타

BOTTEGA VENETA

LOCATION  |  Seoul



RAMARAMA    |    113RAMARAMA   GROUND & CREATIVE

오메가

2019 오메가 Presentation

OMEGA

LOCATION  |  Seoul



RAMARAMA    |    115RAMARAMA   GROUND & CREATIVE

몽블랑

2019 몽블랑 Presentation

MONTBLANC

LOCATION  |  Seoul



RAMARAMA    |    117RAMARAMA   GROUND & CREATIVE

아모레퍼시픽

2014 ~ 2017 아모레퍼시픽 타임리츄얼 

프레젠테이션 공간기획 및 연출

AMOREPACIFIC

LOCATION  |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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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

2016 불가리 향수 런칭 이벤트 공간 디스플레이

BVLGARI

LOCATION  |  Seoul



RAMARAMA    |    121RAMARAMA   GROUND & CREATIVE



RAMARAMA    |    123RAMARAMA   GROUND & CREATIVE

H&M

H&M

H&M

LOCATION  |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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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화수

설화수

SULWHASOO

LOCATION  |  Seoul



■ 현대백화점 봄 시즌연출 VMD 컨설팅 및 본점, 판교점 설치

■ 현대백화점 신촌점 식품관 리뉴얼 전체 VMD 연출 및 식재연출

■ SAMSUNG DISITAL PLAZA 홍대점, 김포점, 조례점 VMD 연출

■ 현대백화점 목동점 식품관 공용공간 VMD 연출

■ 현대백화점 목동점 식당가 휴게공간 인테리어

■ 설화수 도산 프레그십스토어 플라워 연출

■ CHANEL 크루즈 라인 PRESENTATION 플라워 및 식재연출

■ KOLON SPORT SS COLLECTION Presentation 공간연출

■ BREGUET PRESENTATION 공간연출

■ 신세계 센트럴 파미에스테이션_청년커피랩 식재연출

■ 신세계 센트럴 에토레 레스토랑 VMD 및 식재연출

■ CHANTECAILLE FW PRESENTATION AT Grand HYATT

■ 현대백화점 편집샵_코너스 샵라이킹, 란제리하우스 

   VMD 및 식재연출

■ 현대백화점 미아점 식당가 식재연출

■ 현대백화점 크리스마스 2018 시즌연출 컨설팅 및 설치

■ 아모레퍼시픽 HERA 크리스마스 연출

■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 크리스마스 연출

■Hermes x st Louis 공간연출 및 VIP 클래스

■ 인천국제공항 식재연출

■ 현대홈쇼핑 사옥 식재연출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식품관 VMD 컨설팅 및 식재연출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리뉴얼 오픈 전층 식재연출

■ JW 메리어트호텔 식음료장 VMD 및 플라워 컨설팅

■ JW 메리어트 Marquis Fitness Club 식재연출

■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식재연출

■ 신세계센트럴_파미에스테이션 봄 시즌 VMD 연출

■ At my place, Beauty in bow, Gift Page편집샵 VMD 및 식재연출

■ 현대백화점 H’ café 식재연출

■ GS SHOP 2018 g-FASHION NIGHT _강서 N 타워 플라워 연출

■ SAMSUNG DISITAL PLAZA 강남본점, 용인구성점, 홍대점 VMD연출

■ OMEGA Presentation 공간 디스플레이

■ 현대백화점 크리스마스 2018 시즌연출 컨설팅 및 설치

■ 한국 금융연수원 크리스마스 시즌설치

■ 아모레퍼시픽 려 China Press Presentation

■ 글로피아나 FW 플라워 연출

■ 샤넬 2017 Cmise line presentation Flower 연출

■ 현대백화점 가든파이브점 전층 식재연출

■ 현대백화점 천호점 전층 식재연출

■ 현대백화점 봄 시즌연출

■ CHANEL_SIGNATURE DE CHANEL PRESENTATION 신라호텔

■ 설화수 윤조 에센스 20주년 PRESENTATION AT 호림아트센터

■ 조선호텔 식음료장_조선델리, 로비라운지, 나인스게이트  VMD연출

■ 레스케이프 호텔 스타일링 컨설팅 및 목업 연출

■ H&M X ERDEM 런칭 이벤트 디스플레이

■ BOTTEGA VENETA FW PRESENTATION AT 

  갤러리아백화점 플라워 디스플레이

■ AIR B&B PRESENTATION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센텀점식재연출

■ 현대백화점 VIP PARTY at 본점 하늘공원 공간연출

■ HELEN KAMINSKI AW PRESENTATION 공간연출

■ BVLGARI Goldea_The Roman Night 퍼퓸 런칭 이벤트 VMD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오픈_베키아에누보, 더메나쥬리 VMD 연출

■ 아모레퍼시픽_려 Global Press Presentation 공간연출

■ 현대백화점 본점 H’ café 식재연출

■ 현대백화점 H450 크리스마스 연출

■ 현대백화점 크리스마스 2017 시즌 연출 컨설팅 및 설

■ 현대백화점 봄 시즌연출 컨설팅

■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_전층 식재연출

■ 현대백화점 여름 시즌연출 컨설팅

■ 불가리 Launching Event 연출

■ 신세계푸드 데블스도어 가을 시즌연출

■ ANNA SUI Beaty Launching Event 디스플레이

■ Marie Clair X Chanel 부산국제영화제 시상식 플라워 연출

■ 대명그룹 그룹사_비발디파크, 엠블호텔등 크리스마스 시즌연출

■ 현대 어린이 책 미술관 크리스마스 시즌연출

■ VECCHIA & NUOVO_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SSG청담점, 

  서래점, 하남점 크리스마스 연출

■ THE MENAGERIE_청담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크리스마스 연출

RamaRama History

2019 2018 2017 2016

■ 현대백화점 크리스마스 시즌연출-본점, 무역센터점, 판교점

■ Bacarrat 브랜드 런칭 VMD 연출

■ 설화수 설화문화전 플라워 디스플레이

■ 아모레퍼시픽 Timeless ritual_Presentation 공간연출

■ MONTBLANC 예술후원자상 플라워 디스플레이

■ SWAROVSKI SS Presentation 디스플레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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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Trust & Faith With 
Clients, The Unwavering 
Power Of Integrity

고객과 쌓은 신뢰와 믿음, 한결같은 진심의 힘

라마라마의 포트폴리오는 고객과 함께 만든 것 입니다. 

고객의 날카로운 안목이 있었기에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었고, 고객의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최고의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객이 요구하는 인테리어 실현을 최우선으로, 기대를 넘어선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한 혁신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고객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3 LIFESTYLE & 
COMMERCE
라마라마 그라운드&크리에이티브가 만든 유니크한 공간의

비밀은 바로 인하우스 홀세일 팀에 있습니다.

직접 수입하고 유통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라이프스타일

소품, 시공을 위한 하드웨어, 발 빠르게 선보이는 시즈널

데커레이션 아이템으로 전에 없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LIFESTYLE & 
COMMERCE
라마라마는 라이프스타일에 행복과 품격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군도 수입, 유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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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스토리텔러 라마라마는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 줍니다. 글로벌한 감각과 트렌드가 돋보이는 유니크한 디자인의 공간 인테리어 관련 제품들을 

해외에서 발굴해 수입하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개성을 중요시 하는 니즈에 따라 새로운 브랜드 국내 도입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4 FLOWER & 
GARDEN
프라이빗한 공간을 위한 그리너리 아이디어와 솔루션은

라마라마 플라워&가든 리테일 스토어가 함께 합니다.

바이어가 트렌디한 안목으로 고른 가드닝 액세서리와 플라워

어레인지먼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Flower & 
Gardening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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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라마 플라워 경리단점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64 1F 

라마라마 그라운드앤크리에이티브

T. 02 - 792 - 8957

롯데백화점 동탄점
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60 롯데백화점 동탄점 B1 

라마라마 플라워&가든

T. 031 - 8036 - 3509

라마라마 플라워&가든은 다양한 공간을 연구하고 디자인하는 

라마라마가 엄선하여 선보이는 보태니컬 라이프스타일 숍 입니다.  

최고의 꽃과 식물을 돋보이게 하고 그 자체로도 오브제 역할을 하는 화기와

생동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랜터, 툴 등을 

다채롭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Flower & 
Gardening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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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잠실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백화점 잠실점 9F 라마라마 플라워&가든

T. 02 - 2143 - 7906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955-70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8F 라마라마 플라워&가든

T. 031 - 5174 - 7832

Flower & 
Gardening shop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 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9F 라마라마 플라워&가든

T. 02 - 3479 - 1993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9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2F 라마라마 플라워&가든

T. 02 - 2639 - 4108



The Power Of 
Design Is Creativity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플랫폼과 미디어의 다양성은 반가운 바람이자 파도와 같아, 

굳이 어렵게 디자인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고 대상의 본질에 대한 통찰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물에 대한 끝없는 관심에서 비롯되는 행복한 공간의 이야기, 

라마라마의 크리에이티브한 감성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의 창조는

행복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라마라마의 크리에이티브한 열정이 진정성 있게 드러나는 

생생한 공간 연출의 감동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RamaRama Ground & Creative 의 공간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