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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부쩍 판타지 영화부터 드라마, 소설, 게임, 공
연, 전시 등 현실 너머의 다른 세상을 그리는 콘텐츠가 많
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판타지를 갈망하며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곤 합니다.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환
상적인 세계에 빠져들어 신나게 놀고 또 위안받는 것. 호
텔과 리조트를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
다. 판타지의 사전적 정의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망
이 성취되는 장소’는 곧 복합리조트를 설명하는 말로 다
가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전에 본 적 없는 세상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창
작자들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천
문학적인 제작비나 진일보한 기술력 같은 외적 조건만으
로 흥행의 성패가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비현실적
이더라도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작은 디
테일도 놓치지 않는 완성도가 판타지를 실감하게 하는 

결정적 한 수라는 사실을 훌륭한 창작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라다이스시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상
상력’과 ‘구현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남녀노소 모두의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로부터 판타지를 길어 

올리는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전 세계 문화유산과 트렌드, 한국의 전통문화와 오
늘날 한류 문화 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콘텐츠를 두루 고찰했고, 이를 

통해 동서양과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파라다이스시티만의 새로운 세계관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이 상상력이 더욱 환상적이면서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MVRDV, 모멘트 팩토리 등 세계적인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디테일까지 완
벽한 판타지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파라다이스시티> 매거진 5호는 이렇게 완성된 판타지아로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감성에 한국식 찜질방 문화를 접목한 스파 씨메르, 놀이와 축제
가 있는 밤의 유원지 원더박스, 층마다 역동적으로 변모하는 최고의 클럽 크로마 

등 곳곳에서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일상의 마술(Everyday Magic)’을 담았습니
다. 한 번쯤은 상상해봤던 세계, 하지만 누구도 실현하지 못했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제, 파라다이스시티가 안내하는 판타스틱 월드에 체크인해보시
겠습니까?

��，不�是奇��视剧、小说，还是�戏、��、�
览等，其中描绘超现��界的内��备受喜爱。生活
��、����的�们�中必有一片�属于自己的奇
��地，�想�进�超现��界。暂时����，在
奇��界里尽��乐，获得��的��，我想这也是
�们来�酒�和�假�的���在。“奇�”一词在
词典中是这样��的�“让现�中��成�的��得
��现的地�”，这也是�综��假�的�佳诠释。
�一�面，�创�前�未有��界的⻆�来看，创作
�们正在不���苦恼的�渊，�为作品的成败��
���决于制作费用或技术等��。超现�但���
发共鸣����动的故事，不�过任何一�细节的�
�成�，这些�是赋予奇��界“��性”的决�性
��，��的创作�们�谙此�。
�此，在�设百乐��城的过�中，为�鱼��掌�
��得，同时赋予其“想�力”和“�现力”，我们付
��不��力。首先，为���男�老�的共鸣��
其�动，我们发挥丰�想�力，�现�中��奇�元
�。我们�������遗产、潮�趋势、韩国传统

��和当下的韩���等古�内��受�们喜爱的内�，����汇东�，串
联过�、现在�未来的，�有百乐��城��的���界观。同时，为�让这
一想�力足���而���，我们�MVRDV、Moment Factory等��知�
专业�队�作，创���一����瑕的奇��界。
  《百乐��城》杂���期是一封�请大��临这一奇��界的�请�。在�
期内�里，我们�为��现这里�处不在的�味“日常�术（Everyday 

Magic）”，包括����洲风��韩式汗����的�疗中�⸺��，拥有
���乐设�和庆典活动的��乐园⸺�乐堡，�一层�活力��的顶级
俱乐�⸺克�等等。我们诚挚�请��临这��想过但未��过的�界。现
在，�是否����百乐��城为�打�的奇��界呢�

Check-in to Fantasy

Chairman of PARADISE GROuP
Phillip Chun

4

chairman’s 
message

��奇��界

C

M

Y

CM

MY

CY

CMY

K

2019 설화수 윤조에센스 파라다이스시티 매거진.pdf   1   2019. 6. 10.   오후 3:08



E   Lee Sang-hyun, Editorial Team
P   Lee Kwa-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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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호텔이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샵파트는 파라다이스시티의 까다로운 

안목으로 엄선한 패션, 뷰티, 리빙 아이템을 선보이는 편집숍이다. 명품 하우스의 

따끈따끈한 ‘신상’부터 국내에는 아직 생소한 브랜드의 ‘레어템’까지, 일단 방문하면 선글라스 

하나라도 사지 않을 수 없다.

#PART⸺韩国首�由酒�创�的时尚生活品��选�，
���的各种时尚用品、�妆品、生活用品等

�是�据百乐��城严�挑剔的品�和��而�选的。
�顶级大�的“���品”�目前在韩国尚属小�品�的“稀�单品”，��走进#PART，

�怕是一副�阳镜也不得不买。

T
1

P
#

7

샵파트에 방문하는 것만으로 요즘 유행을 한눈에 읽을 수 있다. 

특히 가장 뜨거운 시즌 트렌드를 샵파트의 벼린 안목과 취향으로 제안하는 ‘키 룩’은 

더 고민할 필요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주세요’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한다. 비록 구입하지 않더라도 패션지 한 페이지를 보듯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다.

��来�#PART，���快���当前的�行时尚。
尤其是�#PART独�的��和审��策划的“潮��型(Key Look)”，

���映�当����的时尚元�，
�让��不自禁地想�“�头��给我来一�”。

而且�算不买，也��在�赏一幅时尚杂��报一样，�受�的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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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파트가 소개하는 다양한 뷰티 아이템의 공통점은 다소 생소하지만 

그래서 더 반가운 브랜드라는 것이다. 

100% 천연 원료로 만든 최초의 프랑스 향수 썽봉(100BON), 청정 엘바섬에서 자란 

재료만 고집하는 아쿠아 델 엘바(Acqua dell’Elba) 등 희소성 높은 

뷰티 브랜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PART��的各种�妆品品�其共同点是�大��，
这一�给�带来一��喜。在这里，可��自试用一下各种��稀�性的�妆品品�，

�首�用100%���料制作的�国香�100BON，
�用�料�长于纯净��厄�巴岛的Acqua dell’Elba等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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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파트에서 확인한 올여름 트렌드 키워드는 ‘프린트’다. 

한 폭의 그림 같은 꽃과 식물 프린트는 단박에 고운 모래와 푸른 바다를 연상시킨다. 

수영복 위에 살짝 걸치고 씨메르를 거닌다면 

이탈리아 남부를 여행하는 듯한 낭만적인 분위기에 

푹 빠져들 것이다.

在#PART，可���地����夏的�行关键词是“��”。
����的��上点缀���和�物��，��一幅��，

��不由联想�细腻的�滩和碧蓝的大�。把各种������地披在泳��，
在����散�，��同来��大�南��行一样，

�满��漫�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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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은 샵파트에서 가장 돋보이는 셀렉션 중 하나다. 

샤넬, 버버리, 루이비통, 구찌,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셀린느, 멀버리 등 거의 모든 

명품 하우스의 ‘잇 백’을 만날 수 있다. 

샵파트가 이번 여름에 특히 추천하는 백은 앙증맞은 크기의 미니백이다. 

일상에서는 물론 여행지에서도 활용도 만점이다.

#PART中�气��的���一�是手�。
香奈儿、�柏�、路易��、古驰、葆蝶�、巴���、CELINE、Mulberry等

几乎�有顶级��的“�气包”应有尽有。
�年夏�#PART�别��的�是小���的�你包，

�论是��行还是日常背��常百��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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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IMER

한때 호텔이나 리조트의 부대시설 정도로 

취급받던 스파가 이제 숙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되었다. 국내외 

호텔들이 앞다퉈 스파 띄우기에 열을 올리는 

요즘, 파라다이스시티의 신개념 스파 

씨메르는 여느 호텔 스파와의 비교마저 

불허한다. 이탈리아 산마르코 광장을 

모티프로 한 이국적이고 여유로운 감성의 

디자인에 한국 고유의 찜질방 문화를 접목해 

전무후무한 스파가 탄생한 것이다. 

편백나무룸, 아이스룸, 불가마, 자수정방 등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키는 다양한 

찜질 시설이 갖춰져 있다. 여기에 다이내믹한 

LED 미디어 아트와 함께 열리는 흥겨운 

풀 파티, 짜릿하고 아찔한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4층 높이의 슬라이드 등 

단순 휴식을 넘어 삶의 활기를 더해주는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여섯 가지 레스토랑과 바에서는 

호텔 셰프의 노하우가 담긴 

모던 한식과 스낵, 생과일 주스 등을 맛볼 수 

있다. ‘K–스타일 데스티네이션 스파’가 

씨메르의 수식어다. 이 말은 씨메르를 직접 

경험해보면 머리보다 몸으로 먼저 

알 수 있다.

· 이용 안내 : 만 10세 이상 또는 

 신장 1.3m 이상만 입장 가능 

· 이용 시간 : 월–금 10:00–19:00, 

 주말·공휴일 10:00–23:00

  *시설별로 이용 시간이 상이하니 

 홈페이지에서 확인 

· 씨메르 입장권 구매

1 #PART

이제 편집숍의 우열을 가르는 기준은 

셀력션과 큐레이션 두 가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품은 알찬데 구성이 

엉망이거나 매장 구성은 훌륭한데 제품이 

별 볼일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샵파트는 두 가지 모두 만족시킨다. 일단 

바잉 실력이 출중하다. 샤넬을 필두로 

다양한 럭셔리 브랜드부터 제이청 같은 

주목할 만한 국내 신진 브랜드, 

더말로지카나 엠브리올리스와 같이 

제품력을 널리 검증받은 뷰티 브랜드, 

TWG Tea 등 유명 F&B 브랜드까지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아이템을 

고르고 골랐다. 또 샵퍄트는 구성력이 

뛰어나다. 쇼윈도와 매장 중심에는 

시즌 키 룩을 제안해 트렌드를 읽게 한 뒤 

동선을 따라 하이엔드 브랜드, 스트리트 

브랜드, 아이와 애완동물을 위한 

브랜드로 이어지는 공간 구성이 쇼핑하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샵파트 매장 안쪽에는 

특별히 싱가포르의 유명 티 브랜드 TWG 

Tea가 숍인숍 형태로 입점해 있다. 다양한 

티와 티웨어를 구입할 수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도 있다. 잘 선택한 

편집숍 하나, 열 명품 매장 부럽지 않다고 

했던가. 샵파트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위치 : 플라자 1층
· 운영 시간 : 월–목 11:00–21:00, 

 금–일 11:00–22:00

· 문의 : 032 729 5238–39

· 인스타그램 : @shop_part

1 #PART

目前评�品��选�的��有两�标�，
�选单品和策划�品。�而，��遗�的
是，大���选����品质量�常不错，
但�场�品�成��常�乱，���场�
品�成�常�，但�品品质��不�样。
#PART���符�这两�标�。
首先，购买�力�常��。�香奈儿等各
种�华大�，�J.Chung等值得关�的韩
国�生代品�，�Dermalogica、
Embryolisse等产品质量获得��认可的
�妆品品�，�TWG Tea等���饮
品�，��选的�质�品覆盖�时
尚生活的��面面。其�，#PART的�成
也�常��。在��和�场中���当�
�时尚的�型�配，让大���行趋势有
����，��路线，�别走过��品�、
街头品�、儿�和宠物品��等，
这样的�间结��为大�带来更��的
购物�受。#PART�场内还�别�
  “�中�”的形式�����坡���饮
品�TWG Tea。在这里，�可�购买�各
种�和��，还可�坐下来品一��，
休闲��一下。一���的品��选�，
丝�不逊于十����，说的正是#PART。

· ����场1层
· 营业时间�周一–周� 11:00–21:00

 周�–周日 11:00–22:00

· �询�032 729 5238–39

·  Instagram�@shop_part

2 ��
SPA�前一����看作是酒�和
�假�的附属设�，��早已成为�大�
选择��时��虑的重��件�一。
�来在国内�酒�行业���一��来
���的SPA热潮，而百乐��城的��
�式SPA⸺��，其规�和品质远远超
过其�任何酒�的SPA。��大��马
可�场为主题�设计，�满�国风�和休
闲�调的同时，����韩国传统的汗�
���，�而打���这��前绝�的
SPA设�。在这里不但可��受
  “�柏木�”、“冰�”、“汗�”、“��
晶�”等��满足男�老��有�需�的
汗�设�，还可�在活力动�的LED�体
艺术�件下举办�味十足的池���，
体验��飞�的4层����等设�，
不但可�休���，还有许��发活力的
娱乐设�和活动项目。��，��还设有
6��厅和Bar，可�品尝�由酒�
大���打�的时尚韩�、小吃和鲜果汁
等各种�味。��的标语是“K-style 

Destination Spa”。�����体验
一�，�����白其�正���。

· 使用指南���满十岁�上或
 ��1.3m�上��场
· 使用时间�周一–周� 10:00–19:00，
 周末�节假日 10:00–23:00

  *各�设�开�使用时间不同，
 �体��请在���认
· 购买���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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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l a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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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use — ZARA
skiRt — DelPoZo

shoes — MichAel koR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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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Blouse — ZARA

skiRt — Ych

right
DRess — DelPoZo

glove — stYlist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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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DRess — kiJun

cAPe — DAeJoongso
shoes — MichAel koRs

right
shoes — Z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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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swiMMing suit — cos

Ruffle toP — MARQues’ AlMeiDA
right

DRess — lAng & lu



23

left
toP — ZARA

net toP — kusikohc
skiRt — chARM’s

right
DRess — MinJukiM

shoes — MichAel k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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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 — kiJun
shoes — DRies vAn noten
eARRings — BiMBA Y l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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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년
파라다이스시티 2주년 
갈라 디너 파티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생긴 일
한류 스타부터 영화 속 히어로, 

세계적인 DJ, 

스포츠 스타와 파워 유튜버까지 

쟁쟁한 별들이 함께해 

더욱더 빛났던 

파라다이스시티의 

어젯밤 이야기.

转�已两年
百乐��城两周年
���� 

百乐��城内的故事
韩��星、电�中的英�、
国际知�DJ、体��星和
YouTube知��红等
各界��的�来，
�百乐��城的昨�
更�星���。

�年4月，百乐��城�来�开�
两周年纪�日，在过�的两年里，
百乐��城访����计�250万
��，成为韩�观�的地标和韩国
代�性的���假胜地。
为纪�开�两周年，百乐����
副董事长��祯、��飒���
董事长里见�等领导和员工，
��国内�贵宾一同�������。
当�活动上，董事长里见�、
首��行�里见�纪先�发��贺词，
现场还播��记录百乐��城两周
年历�的���片。
里见�董事长在贺词中谈���
百乐��城开�两周年的�想，
他�示，“百乐��城�开发阶��
�备受关�和期待，为�不�负这�
关��期待，百乐��城���更�
�力，成为更�的综��假�。”
��，首��行�里见�纪提��
百乐��城的��，他说�，
  “百乐��城的竞��，是国际知�的
综��假�，�此，我们不�满足于
现在的成功，而是��其打�成�们
想���访的、想��给周围�的
胜地。”
��，当�的��还�请��星
夫妇�秉�和���、�相佑和
孙�英，��百乐��城�传大使
南�赫等知��士��，���行
�而未���当�活动的
百乐��城�传大使BLACKPINK

还�过�片�示�诚挚�贺。

파라다이스시티가 지난 4월 

개장 2주년을 맞았다. 

2년간 누적 방문객 250만 명을 

달성하며 한류 관광의 랜드마크이자 

국내를 대표하는 가족형 휴양지로 

자리매김한 파라다이스시티는 

이를 기념해 파라다이스그룹 최윤정 

부회장, 세가사미홀딩스 사토미 

하지메 회장 등 임직원과 내외 

귀빈이 함께하는 갈라 디너 파티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사토미 하지메 

회장, 사토미 하루키 사장의 축사, 

파라다이스시티 2주년의 기록을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 공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연단에 선 사토미 하지메 

회장은 “파라다이스시티는 개발 

단계부터 많은 이들이 주목했고 

큰 기대를 걸었다. 그 기대와 주목에 

부응하기 위해서 파라다이스시티는 

앞으로도 더 나은 복합 리조트로 

성장해나갈 것을 약속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사토미 하루키 

사장은 “파라다이스시티가 

경쟁할 상대는 세계적인 복합 

리조트다.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파라다이스시티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라며 

비전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파티에는 톱스타 부부 

이병헌과 이민정, 권상우와 손태영, 

파라다이스시티 홍보대사 남주혁 등 

셀럽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고, 

해외 활동 중이라 안타깝게 참석하지 

못한 파라다이스시티 홍보대사 

블랙핑크는 영상을 통해 2주년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E   Lee An-na, Editorial Team 2ND ANNIVERSARY 
GALA DINNER PARTY
FOR PARADISE CITY

1

세가사미홀딩스 사토미 하지메 

회장, 파라다이스시티 홍보대사 

남주혁, 사토미 하루키 사장 등이 

연단에 올라 2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飒���董事长里见�、
百乐��城�传大使南�赫
��首��行�里见�纪等�宾
上�，�大�共�开�两周年的
喜�。

이날 파티에는 파라다이스그룹 

최윤정 부회장 등 임직원과 

이병헌, 이민정, 권상우, 손태영 등 

내외 귀빈이 함께했다. 

百乐����副董事长��祯
等领导和员工，���秉�、
���、�相佑、孙�英等
国内�贵宾一同���
当�的��。

2ND ANNIVERSARY 
GALA DINNER PARTY
FOR PARADISE CITY
 HEROES IN 
 PARADISE
DJ NICKY ROMERO 
IN KOREA
 NAM JOO–HYuK
 FAN MEETING
CITY FORESTIVAL
2019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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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년 밤의 열기 
DJ 니키 로메로 내한

히어로즈가 떴다 
히어로즈 인 파라다이스

两周年��的热�
DJ尼基·罗米�访韩

英�们�场�
英�们在百乐��

东北亚规模�大的俱乐�克�也一
同���开�两周年的喜�。
4月20日，�界级的DJ尼基·罗米�
(Nicky Romero)�上�克�的
主��，庆�百乐��城开�两周年。
尼基·罗米�是国际知�DJ，
也是国际�乐节的主⻆和常�。
开�两年来，克�已�请过铁�托
  （Tiesto）、艾�杰克（Afrojack）、
史�夫·青木（Steve Aoki）等�界
重量级DJ，此��请尼基·罗米�
�访，也�证�克�的级别和�响力。
�过举办��、�览、访韩��
等一��开�两周年纪�活动，
百乐��城为访��上�����
看点和乐�。

�日，�经�扫各大��的�莱坞
英�们在百乐��城闪��场。
这些英�们�场的�片不����
��电�票�纪录，相关的⻆��品
和��等�作�品也纷纷问�。
作为开�两周年纪�活动的
一项内�，百乐��城�别策划�
  “英�们在百乐��”�，
在百乐��城的中�⸺�场打��
4米�的超大型英���和各式各样
的积木�。��，5月5日儿�节当�，
��该�览�，���们还��成
英�⻆�，带来�味十足的
�行��，�举办�一��可��
共�的活动，包括�快的拍照时�、
儿��生大赛、��&气��、
儿��别自助�等。此��览免费
开��6月16日，已����访�
前来�观�览，��体验��活动，
�过��快时�。

동북아 최대 규모의 클럽 

크로마에서도 2주년의 기쁨을 

이어갔다. 지난 4월 20일 

파라다이스시티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크로마 메인 스테이지에 오른 

아티스트는 바로 월드클래스 

DJ 니키 로메로. 그는 글로벌 뮤직 

페스티벌의 헤드라이너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는 세계적인 DJ다. 

개장 후 2년 동안 티에스토, 

아프로잭, 스티브 아오키 등 세계 

최정상급 DJ를 초청해온 크로마는 

이번 니키 로메로 섭외로 크로마의 

위상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렇듯 파라다이스시티는 파티, 전시, 

내한 공연 등 2주년을 기념하는 

뜻깊고 다양한 이벤트로 방문객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최근 극장가를 들썩이게 한 

할리우드 영웅들이 파라다이스시티에 

등장했다. 전 세계 영화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고 관련 캐릭터, 

피겨 등 컬래버레이션 제품도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파라다이스시티가 개장 2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히어로즈 인 파라다이스’ 전시를 

기획했다. 파라다이스시티의 허브, 

플라자에 4m 높이의 초대형 히어로즈 

피겨와 다양한 베어브릭을 선보인 

것이다. 한편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이 전시와 함께 히어로 코스튬 

플레이를 한 퍼포머의 흥겨운 퍼레이드 

쇼, 즐거운 포토타임, 키즈 

사생 대회, 버블&벌룬 쇼, 키즈 스페셜 

뷔페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했다. 6월 16일까지 무료로 

개방한 이번 전시에는 많은 방문객이 

찾아와 전시와 체험,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행사에 동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DJ NICKY ROMERO 
IN KOREA

HEROES IN 
PARADISE

32

4m 높이의 초대형 히어로즈 

피겨가 플라자 스퀘어에 등장해 

많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4米�的超大型英���在
�场�相，为��访�带来�
欢乐。

세계 최정상급 DJ 니키 로메로가 

등장하자 크로마의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界顶级DJ尼基·罗米�(Nicky 

Romero)一�场，
克�的气������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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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부시게 행복했던 날
남주혁 팬 미팅

��的��时�  
南�赫�丝见面�

百乐��城�传大使南�赫
于5月19日在百乐��城举办��丝
见面�。�年，南�赫凭�电�
  《��城》���青龙电�节��奖
等�项大奖;�年，在JTBC电视剧
  《��》中�现的���技让他跻
�当红�员行�。南�赫���的
行�中抽�时间，在百乐��城
现场�乐厅乐碧和�丝们�过��
快时�。南�赫十�热爱�丝，
在一��访中，他��示为�和��
�丝更�地��，正在�力�习�语。
当�的�丝见面��备�丰���
的活动，南�赫�唱�喜爱的�曲
  《I LOVE YOU》，还和�丝玩��
��戏，��自己的��品�给��
丝。目前，他正在��拍摄NETFLIX

电视剧《保��师��英》，该剧�
�为�年上�年�值得期待的
作品�一，��他还����拍自
日�电�《���⻁鱼们》的
作品《��》。��，作为百乐��城
�传大使，他还�开�更�丰�
�样的活动。 

파라다이스시티 홍보대사 남주혁이 

5월 19일 파라다이스시티에서 

팬 미팅을 가졌다. 지난해 영화 

<안시성>으로 청룡영화제 신인상을 

비롯해 5관왕을 석권하고, 올해는 

JTBC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의 

열연에 힘입어 최고 대세 배우로 

떠오른 남주혁이 바쁜 촬영 일정 중 

모처럼 시간을 내 파라다이스시티의 

라이브 뮤직 라운지 루빅에서 

팬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한 인터뷰에서 해외 팬과 좀 더 친밀한 

소통을 위해 외국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남다른 

팬 사랑을 자랑하는 남주혁은 

이날 팬 미팅 자리에서도 애창곡 ‘아이 

러브 유’ 무대부터 팬들과 함께하는 

각종 게임, 애장품 선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내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을 한창 

촬영 중이며 일본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의 리메이크 

작품 <조제> 출연까지 예고한 

남주혁은 앞으로 파라다이스시티 

홍보대사로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NAM JOO–HYuK
FAN MEETING

4 다 같이 운동하자, 
파라다이스시티 한 바퀴
시티포레스티벌

一��动吧，
绕百乐��城一� 
城��林庆典
  （City Forestival）

韩国�早的户��动庆典活动
  “城��林庆典（City Forestival）”
于6月1日在百乐��城举行，
这是一�在城�中�受大自�的
疗�时�，同时�在大自�中�动的
难得��。在“城��林庆典”上，
大��和�练一�体验芭蕾��、
嘻�芭蕾、�巴等�年�行的
户��动项目。�年已�来�三�的
该庆典�百乐��城的各项设�
为背�，让�们可���体验��
SNS上�气��的“�����动”，
包括艺术体操、���跳、���伽、
�上自行车等。前艺术体操国�
队选手孙�在、��编���知�
YouTuber May J Lee、组�Fly to 

the sky成员Brian等�宾受���。
当�，活动���们在百乐��城
宽阔的草��场���园上体验�
艺术体操课�，由孙�在担任讲师。
在����疗中���，�们体验�
在《我独自生活》中�相���
关�的�动项目�上自行车和�上
蹦�，�过��别的时�。

도심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운동할 

수 있는 드문 기회. 국내 최초의 

워크아웃 페스티벌 ‘시티포레스티벌’이 

지난 6월 1일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개최됐다. 시티포레스티벌은 발레핏, 

힙레, 줌바 등 매해 트렌드로 

떠오르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스타 트레이너들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사다. 3회를 맞은 올해는 

파라다이스시티의 각종 시설을 

배경으로 리듬체조, 캉구, 타우요가, 

아쿠아바이크 등 최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싸 운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 

유명 안무가이자 파워 유튜버 

메이제이 리,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브라이언 등이 특별히 함께한 가운데 

이날 참가자들은 파라다이스시티의 

드넓은 잔디 광장 컬처파크에서 

손연재가 강사로 나선 리듬체조 

클래스에 참석했다. 또 신개념 스파 

씨메르에서는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해 화제가 된 아쿠아바이크와 

아쿠아점프를 경험해보는 등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CITY FORESTIVAL
2019

5

파라다이스시티 홍보대사 

남주혁이 라이브 뮤직 라운지 

루빅에서 오붓한 팬 미팅 시간을 

가졌다.

百乐��城�传大使南�赫
在现场�乐厅乐碧举办�
轻��快的�丝见面�。

씨메르, 컬처파크, 크로마 스퀘어 

등 파라다이스시티 곳곳에서 

다양한 워크아웃 체험 프로그램이 

열렸다. 

百乐��城在��、���园、
克��等���间举办�丰�
��的户��动体验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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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记���想�界
这则�告片中的主�告词是“�记���
想�界（Check-in to Fantasy）”，
�有�日复一日、���味的日常生活中
脱��来，走进�一�界、�一维��间，
��“�记��（check in）”的�思。
这也正是�百乐��城“艺术娱乐�假�
(Art-tainment Resort)”�质�性的
�炼��。百乐��城�过提供�行和
艺术、休闲和娱乐等各种丰���的体验，
让我们����受�日常生活中���
过的���地，�受百乐��城独一�二
的诱��力，�在此�下��难�的
回忆。

2 ─ #BLACKPINK #南�赫
百乐��城电视�告上线�，在YouTube

的总点击量已�244万�（���视频），
而�����此�的关��，�主��是
�为�����告的主��的�响力，

他们�是百乐��城的��代��
BLACKPINK和南�赫。��开�北��
回�唱�、跻��界级�星行�的
BLACKPINK，��在电视剧《��》中
�现����技�获得认可的�员南�赫，
由他们共同���告大片，不�是在韩国、
��在��界�受���大的关�。
同时，百乐��城的��告片不�拥有
  “超�华的代�阵�”，而且他们�别代�
不同设�，拥有独�的⻆�设�，�有�
常紧�的故事结�。主��JENNIE在
百乐��城，先����的JISOO来��
一�式购物�堂“�场”，������

览�活泼可爱的ROSÉ�绍的
��主题乐园“�乐堡”，
�有�样�性的LISA��的
���式SPA“��”，
��来����联想�
  “伟大的盖��”的
南�赫作为主��在的亚洲
�顶级俱乐�“克�”。
���物的�性�各��间的
�力��相配，为各�设�
赋予�更生动的⻆��力。

3 ─ #讲故事 #���
�告片还�用�《���》
这一��时代的��传说来
点缀故事首尾，使用�故事�
故事的�式结�，���内�
更�丰���。�告片一开�
����想不�地��鲜时
代的宫�场�开�，����
  （思悼��）小�儿���主

的JENNIE过�郁闷��的宫�生活。某
一�，�一边上课�讲《���》一边打
���，��，�前�现�一�小�，于是，
���小�来��宫��，一下��进�
�一�有�的���界，开��百乐��
城�想��。这样的内�设��观���

易�同�受，不由地��JENNIE一��
动，一窥隐�的���界，��也
��体验�一�。�告片的结尾�更�戏
剧性�。��中�来回�现�生活中的
���用《���》中的�句说�
  “不，���成��”。而�在俱乐�
克���时，洒落��头顶的��还��
在手中的结尾更让���告片�味绵绵。
�此，百乐��城的��告片�破�单纯
罗�设�的��模式，选择��体的
�事结�，更有�地�现�二期��的
各项设�的���力和�大规模。而且，
不同时�、相�重�的故事结�模式更

���显�百乐��城
  “��过��现在、现��
�想”的��。

4 ─ #抢镜⻆� #小� 

#视频中的��地�
拍摄时�有�用棚拍，而是�
��的�间为背�，让这��
��行变得更生动��。
在�告片中，�领JENNIE进
��想�界的��“百乐巷”
其�也正是连�百乐��酒
���假�、�场、��、
�乐堡和克�等各项娱乐设
�的�路。来访顾�走进百乐

巷的�间，���来���一时��中，
体验��副其�的“�记���想�界
  （Check-in to Fantasy）”。而带�
JENNIE来�百乐��城的小��来�是
��在�场上的艺术品，�是在�告片
中�CG技术，成为�一��动的生�。

这件由艺术�Kim Myeong-

beom创作的作品《One》
在�场1层常设��。�际上
有两�小�，一�在��的
��上，而�一�则�在地
面上��上面的��。
看��告片的��不禁�觉得
�上�耸���的��小��
�马上��跳下来一样。
此�，��JISOO�场、
�CG技术��打开的�顶和
���视线的�场���，
也������。事�上，
������得���目，
点缀的包�布�纹也�得��
目不转�。�告片中，�复古
玩�重现的�乐堡内的�转
木马和转转�等�乐设�，
���现�复古�力。��也
��告片中�示的�样，�满
��国���调。而�告片的

�潮正是风�华�的俱乐��节，
�大��上�赖于克�的�际�力。
����体艺术、时��在变�的克��
���，���大地烘托�俱乐�的
�热�围。而克�3层的VIP酒吧，其华
���的照�和�目的�内设计，
也�南�赫��的��更显戏剧�。
��，百乐��城电视�告大片�此��
��，正是�为百乐��城���是
一����想��的�间。�果想��自
�体验一下�告片中�些场�的�力，
现在�赶快��百乐��城这���
�界吧。

1 ─ #Check-in to Fantasy

CF의 메인 카피인 ‘체크인 투 

판타지(Check-in to Fantasy)’.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 지루하기만 한 

일상에서 훌훌 벗어나 다른 세상, 다른 

차원의 세계로 ‘체크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곧 ‘아트테인먼트 리조트’라는 

파라다이스시티의 정체성을 압축하는 

키워드다. 여행과 예술, 힐링과 

엔터테인먼트 등 다채로운 경험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꿈꿔왔던 판타지를 실현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공간, 

즉 파라다이스시티만이 갖는 유일무이한 

매력을 제대로 표현한 한 줄이다. 

2 ─ #블랙핑크 #남주혁
유튜브 누적 조회 수 244만 회(풀 버전 영상 

기준). 파라다이스시티 TV CF가 단박에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파라다이스시티의 새 얼굴이자 

이번 CF의 주인공, 블랙핑크와 남주혁의 

출연 덕분일 것이다. 최근 북미 투어를 

시작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발돋움하고 

있는 블랙핑크와 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통해 눈부신 연기력까지 입증한 

배우 남주혁이 함께 등장한 

CF인 만큼 국내는 물론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나아가 파라다이스시티의 새 

CF는 단순히 ‘초호화 캐스팅’에 

그치지 않고, 모델 개개인을 

각 시설의 마스터로 역할 짓는 

독특한 설정을 통해 탄탄한 

이야기 구조를 완성했다. 

우아한 매력의 지수가 안내하는 

복합 쇼핑 아케이드 ‘플라자’, 

아이 같은 발랄한 매력의 

로제가 소개하는 가족형 

테마파크 ‘원더박스’, 컬러풀한 

개성을 가진 리사가 인사하는 

신개념 스파 ‘씨메르’, 

마지막으로 위대한 개츠비를 

연상시키는 남주혁이 마스터로 

등장하는 아시아 최고의 클럽 

 ‘크로마’ 등을 주인공 제니가 

차례로 경험한다. 각 인물의 

개성과 각 공간의 매력을 

정확하게 매칭시켜 시설에 살아 숨 쉬는 

캐릭터성을 부여한 것이다. 

3 ─ #스토리텔링 #구운몽 

CF의 스토리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극적 장치는 <구운몽>이라는 시대를 

초월한 판타지 코드로 이야기의 수미를 

장식한 액자식 구성이다. CF는 뜻밖에도 

조선 시대 궁궐에서 시작된다. 

장조(사도세자)의 막내딸 청선 공주로 분한 

제니는 궁 생활에 지루해하던 어느 날, 

꾸벅꾸벅 졸며 <구운몽> 강의를 듣던 중 

눈앞에 홀연히 나타난 사슴을 따라 궐 

밖으로 나서고 이내 흥미진진한 

환상의 세계, 파라다이스시티로 

판타지 여행을 떠난다. 

우리는 자연스레 제니에게 

감정이입을 하며 그녀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숨겨진 

환상의 세계를 엿보는 듯한 

대리 체험을 한다. CF의 

마지막은 보다 극적이다. 잠에서 

깨 현실로 돌아온 청선은 

<구운몽>의 명대사를 패러디해 

 “아니요, 그 꿈은 이룬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클럽 크로마에서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던 금가루가 손에 남아 

있는 엔딩은 CF가 끝나도 계속 여운을 

남긴다. 

이렇듯 파라다이스시티의 새 CF는 

시설물을 단순 나열하듯 보여주는 

기존 CF 방식을 탈피하고 입체적인 서사 

구조를 택해 2차 개장 시설의 다채로운 

매력과 압도적인 스케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시공간이 

중첩되는 이야기 구성 방식은 ‘과거와 현재,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곳’이라는 

파라다이스시티의 지향점을 표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 #신스틸러 #사슴 #영상 속 그곳 

이 판타지 여행이 더욱 실감 나게 

다가왔다면, 세트가 아니라 실존하는 공간이 

배경인 덕분이다. CF에서 제니가 

판타지 세계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등장하는 

 ‘파라다이스 워크’는 실제로 파라다이스 

호텔&리조트와 플라자, 씨메르, 원더박스, 

크로마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잇는 

통로다. 내방객은 파라다이스 워크에 

입장하는 순간 다른 시공간 속으로 진입하는 

듯한, 말 그대로 ‘체크인 투 판타지’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CF 속 제니를 

파라다이스시티로 안내하는 사슴은 원래 

플라자에 설치된 예술품이다. 

CG를 입혀 살아 있는 사슴으로 재탄생한 

김명범의 작품 <원(One)>은 플라자 1층에 

상설 전시되어 있다. 다만 실제로는 

두 마리 사슴이 있는데 한 마리는 높은 기둥 

위에, 다른 한 마리는 그 사슴을 쳐다보며 

바닥에 서 있다. CF를 본 이들은 높이 솟은 

오벨리스크에 올라선 사슴이 당장이라도 

뛰어다닐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이 밖에도 지수의 등장과 함께 지붕이 

활짝 열리는 CG로 이목을 사로잡는 

플라자의 천장은 실제로도 

눈이 휘둥그레지게 높은 천장고와 아름다운 

조각보 무늬가 방문객의 시선을 

압도한다. CF에서 빈티지 

장난감으로 재현된 원더박스의 

회전목마와 티컵 같은 

어트랙션은 아날로그적 매력을 

그대로 담고 있다. 

씨메르 역시 CF 속처럼 

이국적이고도 몽환적인 

분위기로 가득하다. 

CF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화려한 클럽 신은 크로마의 

실제 매력과 많은 부분이 

겹친다. 미디어 아트를 덧입고 

시시각각 변신하는 크로마의 

무대장치는 실제로도 클럽의 

열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주혁의 등장 신이 

더욱 드라마틱했던 것도 

크로마 3층 VIP 바의 눈부시게 

화려한 조명과 인테리어의 힘 

덕분이다.

즉 파라다이스시티 

TV CF가 환상적이었던 이유는 

파라다이스시티가 환상적인 

공간이기 때문. CF에서 본 

공간의 매력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파라다이스시티라는 

판타지 월드로 지금 당장 

체크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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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에어 되자마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파라다이스시티의 새로운 TV CF. 

짧은 영상으로는 담을 수 없었던 CF의 

숨은 이야기를 살펴본다. 

百乐��城的��电视�告大片
一播��成��热的话题。
现在�一�来看看�些未��录进�告
视频中的����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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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흥미로운 방식으로 빛을 해석하고 새로운 체험을 

이끌어내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파라다이스 워크, 아트 가든 등 

파라다이스시티 곳곳에서 전시 중이다. ‘프리즘 판타지 : 빛을 

읽는 새로운 방법’은 예술을 통해 빛을 느끼고 만지며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는 전시로,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가 11명이 

다채롭게 선보이는 빛의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전시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반사’부터 공간에 

대한 지각을 확장시키는 ‘무한’, 다채로운 색을 펼쳐내는 

 ‘스펙트럼’,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환상’까지 오늘날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빛의 속성을 주제별로 묶어 

작품을 선보인다. 관객이 직접 작품의 일환이 되고, 시시각각 

다른 감각을 전하는 작품들은 예술을 더욱 즐겁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在百艺阁、百乐巷��艺�等百乐��城内的
��地�正在举办一场�为《�镜�想����视⻆》的
策划�览，其�览作品共来自于11�现代��艺术�，
他们�当代�有�的�式�读�、开创���体验。
���览主��艺术形式来���的�力、�寻�的��，
带领大�走进艺术�们�创�的丰���的���界。
此��览是�据为艺术�们带来创作��的��属性而
划�主题进行��的，主��为由�看�我们自己的
  “��”，扩大�间认知�的“��”，�现缤纷��的
  “�谱”，�����际�在的“��”等��主题。
�观�也���成为作品里的一�环节，而�时��带
来不同�觉的作品�让观��更有�、更贴�的�式
体验艺术的�力。

T   Won Yeong-in, art columnist
P   Park Myung-rae, Im Hak-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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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전시실 한가운데 위치한 거울로 만든 모빌은 

예페 하인의 작품 <7–Dimensional Mirror Mobile>이다. 

허공에 매달린 크고 작은 양면 거울 7개는 관객은 물론 

둘러싼 환경을 모두 작품으로 끌어들인다. 중력, 

회전력에 의해 각기 다른 각도와 속도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울들은 눈앞에 흥미로운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작품이나 인물이 어느 순간 나란히 놓이거나, 

가까이 놓인 사물이 멀리 달아난다. 이처럼 예페 하인은 

관객의 시야를 해체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시도를 꾸준히 

하는 작가다. 또 다른 그의 작품 <1–Dimensional 

Labyrinth>는 얇은 거울 판들이 가지런히 세워진 원기둥 

형태의 미로다. 작품 중심에 들어서면 기다란 거울들에 

둘러싸이게 되는데, 신체가 온전히 비치기에는 폭이 너무 

좁은 거울들은 관람자의 모습을 분절해 양옆으로 

펼쳐놓는다. 그리고 이렇게 해체된 이미지 사이사이로 

작품의 배경이 교차되는 바람에 더욱 색다르게 느껴진다. 

줄무늬 작가로 잘 알려진 다니엘 뷔렌은 거울의 대칭을 

이용한 2점의 작품 <Pile up : High relief n B10>과 

<Prisms and Mirrors, High reliefs, Situated 

Works>를 선보인다. 거울 위에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줄무늬와 생생한 컬러로 이뤄진 조각을 덧붙였다. 

그러나 작품의 형태 그 자체만 보면 벽에서 튀어나온 조각의 

형태가 무언가 불완전해 보인다. 이리저리 둘러보다 거울에 

비친 작품의 형태를 봤을 때 비로소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관객이 직접 작품의 형태를 찾아야 완성되는 

작품인 것이다. 거울 속 작품 옆으로는 반드시 자신의 모습도 

함께 보이기에 더욱 흥미롭다.  

한편 미디어 아티스트 다니엘 로진은 거울을 이용하지 않고 

아예 스스로 거울을 만들어낸다. 자신이 직접 설계한 

프로그램으로 작동되는 디스플레이 화면이나 빛이 반사되기 

어려운 사물 등을 통해서다. 센서와 모터에 의해 움직이는 

인터랙티브 아트를 선보이는데, 디스플레이 화면 앞에 선 

관객의 모습이 수채화나 연필 스케치 등으로 바뀌어 보인다. 

또 녹슨 금속 패널들이 철커덕 소리를 내면서 순식간에 

움직임을 따라 하는 거울도 있다. 재미있는 작품은 450개의 

펭귄 인형을 모아놓은 <Penguins Mirror>다. 일제히 

까만 등을 보이며 뒤돌아 서 있던 귀여운 펭귄들이 관객이 

다가서면 그 움직임에 반응해 하얀 배를 보이며 돌아본다. 

이 작품을 비롯해 다니엘 로진이 사물 거울을 표현해내는 

원리는 픽셀이다. 숨겨진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대상의 

이미지를 컴퓨터에 전달하고, 작가가 직접 설계한 

소프트웨어가 기하학적 이미지로 쪼개진 픽셀을 모터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펭귄 하나하나가 디지털 이미지의 픽셀인 셈이다. 작가는 

인간성을 지닌 픽셀의 모습을 상상했고, 함께 모여 살고 서로 

코를 비벼 애정을 표현하는 등 펭귄의 행태에서 인간과 

비슷함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의도적으로 작가가 

무리와 반대로 움직이게 한 한 마리의 펭귄에게 우리가 군중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 같은 감정을 이입하게 된다.

这件�于1层�览馆正中央、用镜�制作的�动��是艺
术�杰�·��（Jeppe Hein）的作品《7–Dimensional 

Mirror Mobile》。7枚大小不一的双面镜悬挂在��中，
��观����周的环����纳��作品当中。这些镜
��在重力和�转力的作用下，�不同的⻆�和��缓缓
转动，为�观��现��常有�的�间�面。�些��较
远的作品和�物�在某一�间���在�前，而有些�
��的事物���乎�失在远�。艺术�杰�·��不�
尝试��这种�式来���重�观�的视觉体验。
在此��览中他���的�一件作品《1–Dimensional 

Labyrinth》是用��的镜面���竖�摆�而成，
���一�圆�形的�宫。当�观�进��作品内�时，
��围绕在长长的镜�中间，�形不����的镜��
����来，�而����成一��、向两侧�开。同时，
在这样���的图��间，还�错�作品的背��面，
�带来的�赏体验更为奇�独�。
��的�纹形式艺术�丹尼�·布伦（Daniel Buren）在
���览中��的是�用镜����创作的两件作品
  《Pile up: High relief n B10》和《Prisms and Mirrors, 

High reliefs, Situated Works》。在镜�上�，摆�
�用他作品中标�性的�纹和生动���组成的��。
�而，单看作品��形态的话，墙�上��的���型看
�来�不��。�有�各�⻆�来观看镜�里映照�的
作品�型时，���正体��作品的��性。
而当�观��自�寻作品的形态时，此作品���成。
�在镜�中映照的作品侧面看�自己的样�时，
�更��受��观的乐�。
在此��览中，�体艺术�丹尼�·罗津（Daniel Rozin）
的作品��有使用镜�，而是��制作�镜�。他�用自
己�自设计的��操作显示���，用不易���的
物质来制作镜�。他在作品中�示���知或自动操
作而�动的�动艺术，�在���面前的�观�的
样���变�成���或铅笔�描。而有的镜�则��
�生锈的�属�发�的�耳声�而�动。丹尼�·罗津的
代��味作品�是汇�有450��鹅玩偶的《Penguins 

Mirror》。��露�黑�的�背、背��大�的可爱�鹅
们，����观�的��而�动，一�转过��、
露�白�的肚�。��这件作品一样，其物体镜�的
�现�理是��。隐�的照相���拍摄的形��时传
��电脑，用艺术�自己设计的软件操纵��成几何形�
的��来�动。�此，这件作品中的���鹅�算是�码
图�中的��。艺术�想���有��味儿的��形�，
而�鹅们生活在一�、相�����、����的
这些形态，也���有不�相��处。也许正是�此，
艺术�有��过一���体�向�动的�鹅形�，
来��我们�处�体�尤为�独的一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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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ion

1 — <7–Dimensional 
Mirror Mobile>
dimension: ø900cm, 
mirrors : 3×50cm; 2×100cm; 
1×60cm; 2×40cm
mirrors, high-grade steel, 
steel rope
2011

2

3

5

1

4

2 — <Penguins Mirror>
dimensions variable, 
stuffed animals, motors, 
tin bases, custom 
electronics, custom software, 
computer, 3D camera
2015

3 — <Mirror No. 12, 
edition of 6>
Dimensions variable, 
portrait or landscape orienta-
tion, custom software(color, 
silent), computer, video camera, 
screen or projector
2013 

5 — <Pile up: High relief n B10> 
304.5×130.5×30.5cm, 
power coated aluminum
2017

4 — <Rust Mirror, edition of 6>
244×132×15cm, 
oxidized steel tiles, motors, 
custom electronics, 
video camera, custom software, 
micro controll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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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 스페이스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이불의 <Untitled(Infinite Wall)>은 혹시 벽 속에 새로운 

차원이 감춰져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화면 속에는 금속 구조물이 가운데 떠 있고 밝은 빛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무수히 반복되며 끝을 모르도록 펼쳐진다. 

아마도 그 끝에는 가보지 못한 미래 도시 혹은 매우 발달한 

문명의 공간이 있지 않을까. 진화와 기술이 이룩한 미래, 

유토피아, 사이보그 시리즈 등을 작업해온 작가 이불이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는 것은 또 다른 시간을 넘어서려는 

불멸의 욕망이다.   

보이지 않는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은 칠레 

작가 이반 나바로의 작품에서도 만날 수 있다. 전시장 바닥에 

설치한 <Duct>는 높이가 60cm밖에 되지 않지만 그 깊이는 

마치 지구 한가운데까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다. 

이 작품을 감상하려면 허리를 굽히고 내려다봐야 하는데, 

한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자신의 모습이 비쳐 빠져들 

것 같은 두려움이 든다. 작가는 또한 ‘High’ ‘Tune’ ‘Mute’ 

등 음악과 관련된 단어가 무한히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드럼 6개를 벽면에 설치한 작품 <Tuning>도 선보인다. 

작가는 이를 ‘소리 없이 노래 부르는 방법’이라 설명했다. 

사회 비판적 작업을 선보이는 이반 나바로는 독재 정권이 

시민을 통제하는 도구였던 빛과 노래를 소재로 삼아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장 밖 아트 가든에 

위치한 급수탑 2개의 바닥에 설치한 공공 미술 작품 

<This Land is Your Land> 역시 빛이 무한하게 반사되는 

작품이다. 작품명은 미국 이민자의 자유를 노래한 

우디 거스리의 포크송에서 따온 것으로, 건물 아래에서 

작품의 내부를 올려다보게 해 그의 다른 작품들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준다.    

무한한 공간감이 끝없는 혼돈 속으로 초대하는 작품도 

눈길을 끈다. 프랑스 작가 토마스 칸토가 어두운 방 안에서 

선보이는 작품 <Exponential Urban Symphony>는 

제목처럼 무한 증식하는 도시의 카오스를 보여준다. 유리와 

거울로 둘러싸인 공간에 끊임없이 영사되는 이미지들은 마치 

수많은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증식해가는 도시를 연상시킨다. 마치 

도시의 소음이 그 공간의 심장 박동처럼, 음악에 맞춰 빛과 

혼합된 이미지들을 반복해 재생한다. 그의 또 다른 작품 

<Levitating Structured Inertia>는 시시각각 

색이 변하는 파라다이스 워크의 천장에 매달려 있다.

来�百艺阁�览馆�先看�的作品�是Lee Bul的
  《Untitled(Infinite Wall)》，是一件��疑�墙上是否隐
���维���地的作品。�面中，�属结�悬�在中间，
��环绕的�间���复，��向�边的�界。��界的
尽头可�是����的未来城�，�或是�为发�的�
��界。Lee Bul创作�进�和技术�为发�的未来、
乌托�、��械�等��作品，��过这件作品��现的
�是想�超�时�的永生的��。
智�艺术�Iván Navarro的作品�乎�����看不
�的时��内。设�在�览馆地面上的��作品《Duct》
虽���60cm，但给�的�觉���在地�中间钻�一
���。想��赏这件作品，����向下看，中间
�黑的�����自己的样�，���惧���。��上
还���艺术�的�一件作品《Tuning》，在墙面上设�
����，上面�有“High”、“Tune”、“Mute”
等和�乐相关的词语，带来���复��。艺术��其为
  “�声的�唱��”。主�����创作�型的Iván 

Navarro�独�政�用来�制��的工�⸺�和�乐
为�材，赋予其�的��来进行艺术创作。�共�术作品
  《This Land is Your Land》�设�于�览馆�艺术
�园的2���的地面上，也是一件�现�����的
作品，����自于�唱�国���自由的�乐大师
Woody Guthrie的乡��乐，��筑的下��作品内�
��，��觉�其创作风��艺术�的其�作品��不同。
��走进���间�����边���中的作品也�常
���。《Exponential Urban Symphony》是�国艺术
�Tomas Canto在黑�的�间内��示的作品，其形�
�有���一样，��一����长的��城�。在用玻
�和镜�围绕的�间内，不�映�的图�让�联想�一
�有���层�筑�环绕、�一�生�体�不��长的
城�。而且��城�的噪�是这��间的�跳一样，�和
��而成的图�也���乐�复�现。��，
他的�一件作品《Levitating Structured Inertia》�悬
挂在时��在变换��的百乐巷���上。

infinity

1 — <untitled(Infinite wall)>
190×270×17.5cm, 
glass, LED, metal, mixed media
2018

2 — <Levitating Structured 
Inertia>
300×350×370cm(variable), 
aluminum, PMMA
2019

3 — <Tuning, edition of 3+1 AP>
259.1×283.2×58.4cm, 
LED light, drums, mirrors, 
one-way mirrors, electric energy
2015

4 — <Exponential urban 
Symphony>
511×500×338cm, 
forex, steel, video projection
2019

1

4

2

3



우리의 시지각의 한계 때문에 빛은 종종 우리를 착각에 

빠뜨린다. 그렇기에 ‘보이는 것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오래된 철학적 물음은 빛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주제다. 전시에 참여한 세 작가 올라퍼 

엘리아손, 이용백, 쿠와쿠보 료타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환상의 실체를 들춰낸다.  

북유럽의 자연 풍광을 주요 주제로 삼는 올라퍼 엘리아손의 

작품 중에는 착시를 이용한 것이 많다. 그가 무지개, 

태양 같은 자연현상을 실내 공간에 감쪽같이 재현해내거나 

오로라나 폭포 등의 감성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눈 덕분에 가능했다. 전시장 2층에 

설치한 <Pebbles on the Beach>는 각기 다른 나무 

패널로 이뤄진 오각형의 패턴이 반복되는 작품이다. 모여 

있는 자갈을 형상화한 작품인데 들여다볼 때마다 이전과 

다르게 느껴진다. 또한 함께 전시한 <Visual Mediation>은 

원형으로 배치된 80개의 투명한 유리구슬이 각기 다른 

크기로 사물과 풍경을 왜곡해 보여준다.

이용백은 2011년 베네치아 비엔날레에 설치했던 ‘Broken 

Mirror’ 시리즈의 일부를 전시한다. 거울 액자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에 ‘쨍그랑’ 하며 

거울이 깨진다. 실제로 깨진 것이 아니라 미디어 아트 

영상으로 효과를 낸 것이지만 보고 있던 풍경이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그것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기에 더욱더. 작가는 “거울 속 풍경이 

일상이라면 갑자기 찾아오는 타격은 이러한 일상을 

흔들어놓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착각했던 

가상 이미지 덕에 정신이 번쩍 든다.   

쿠와쿠보 료타의 작품 <View or Vision>은 전시실 가장 

안쪽 방에 위치한다. 사방이 온통 캄캄한 가운데 전조등을 켠 

장난감 기차의 궤적이 그림자로 벽면에 영사된다. 기차는 

터널과 삼각형 다리, 둥근 구조물 등을 통과한다. 

그런데 다리인 줄 알았던 것은 빨래집게나 둥근 테이프 심, 

기차의 배경이 되었던 풍경은 깔때기나 소쿠리 같은 

일상에서 흔하게 쓰는 소소한 물건들이다. 작가는 “사물에 

빛을 비춰 그림자를 만들어낸다는 아날로그적 방법이 

관람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하며 

 “실제와는 다른 모습의 그림자를 매개로 관람객에게 

내면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작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쿠와쿠보 료타는 이번 작품에 기존과 

달리 2대의 열차를 이용했다. “두 열차는 각기 다른 풍경을 

비추면서 때로 비슷한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선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겹쳐질 

수는 없습니다. 이는 사람의 경험은 결코 누군가와 완벽하게 

공유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为我们的视觉�有一�的局�性，�总是让我们��
�错觉�中。也正是�此，“看�的�一����在吗�”
这样�久的��问题也�成�讲���性的常见主题。
�����览的三�艺术�Olafur Eliasson、Lee Yong-

baek和桑久保��(Ryota Kuwakubo)�别�各自的�
式向我们�现�尚未��的���质。
Olafur Eliasson主��北�的自�风�为主题进行创作，
创作��许��用错视的经典代�作。他在�内�间
�常隐�地重现��虹、�阳等自�现�，传�地�绎
����和�布等，这�是�为他觉得�前的一��是
��的作用。��在�览馆2层的作品《Pebbles on the 

Beach》�现的是各种各样的�⻆星图�，这�是用不同
的木�组成的。这是一�模�鹅�石�的形��作品，
��鉴赏�得�的视觉体验���前不同。
艺术��示的�一件作品《Visual Mediation》则是用大
小不同的80����摆�成圆形模样，映��的
事物和风���歪曲虚��。
Lee Yong-baek在���览中��的是其2011年�尼
�国际双年�《Broken Mirror》��的一��。
当��视�镜�时，�有�弹��不知���里飞来，
���“嘣”的一声，镜���。当�镜����的��，
而是�体艺术视频的�果，但当你�前的��一片片�掉
时，其视觉�击还是�常��的，尤其是当镜�中的
图�是自己时，�受�的�击�更为��。艺术�想��
的�是 “�果镜�中�现的是日常�形，���其来的
打击��搅乱日常生活。”��这种错�为的假�也�
����一�。
��，��绍的这件桑久保��(Ryota Kuwakubo)的
作品《View or Vision》��于�里面的�厅。�面一片
�黑，开�前照灯的玩��车的轨���映照在墙�上。
�车前行过�中，�过���、三⻆形大桥和圆形�筑等。
�而，�看�大桥的物体其�是��夹或�圆形�带�，
而�车背�中的风�也�是漏斗、箩�等日常生活中
常用的琐�物品。桑久保���释说“�打在物体上，
映照�的��这种��物������观�的
各种回忆，”“���际不同的��为��，给�观�提
供内在��作用的��，正是这件作品的创作目的。”
��前的作品不同，桑久保��在这件作品中用�两辆
�车。“两辆�车映照�不同的风�，有时���现�
�为相�的�面。但是�为��在不同的线路上，
��不���重�。这也正��生一样，���的经历
�绝不��别���重�。”

illusion

2 — <Visual Mediation>
dimention: ø229cm, 1160kg, 
glass spheres, silver, stainless 
steel, paint(black, white)
2017

1 — <View or Vision>
700x800x400cm(variable), 
daily commodities, 
LED, model train
2019

4 — <Pebbles on the 
beach(Parquet)>
275×360×7cm, maple, ash, oak, 
larch, cedar, apple, pear, 
cherry, elm, american walnut, 
french walnut, smoked oak
2017

3 — <Broken Mirror_Classic>
80x123x6cm, 41inch 
monitor, mirror, mac mini, 
stereo speaker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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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색을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빛 덕분이다. 

전시장에서는 빛이 펼쳐내는 다채로운 색의 향연을 축제처럼 

즐기도록 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1층 전시실 입구에 2개의 작품을 선보이는 신봉철 작가는 

자연의 빛을 최대한 완벽하게 재현하고자 했다. 

벽면에 색색의 유리 조각 수십 개가 마치 보석처럼 박혀 있는 

형태의 <Summer Flowers>는 작가가 독일 표현주의 화가 

에밀 놀데의 동명의 그림을 유리를 이용해 재해석한 

작품이다. 태양의 움직임과 자연광의 색온도를 모방해 

프로그래밍한 조명을 통해 유리 조각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변화하게 만들었다. 지속적으로 농도와 크기가 변화하는 

빛의 잔상과 색 그림자가 어우러져 벽면을 신비롭게 

물들인다. 그는 유럽에서 여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꽃 

후쿠시아를 추상화해 만든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한편 2층에 설치된 멕시코 출신 작가 가브리엘 다우의 작품 

<Plexus No. 40>는 빛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도 

빛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색의 풍경을 우리 눈앞에 

펼쳐낸다. 마치 천창을 통해 쏟아지는 무지개처럼 두 갈래로 

교차하며 내려오는 오색찬란한 빛.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 섬세하고 촘촘히 공간을 가로지르는 

색실이다. 작가가 한올 한올 거대한 공간을 가로지르며 만든 

자수인 셈이다. 수없이 많은 색의 실을 섬세하게 조합해 

만들어낸 잔상은 자연에서 빛이 펼쳐내는 색감처럼 오묘하게 

공간에 스며든다. 보는 방향과 위치에 따라 무한하게 

표현되는 색과 더불어 실이 겹치고 교차되며 만들어낸 

수많은 패턴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我们��看�颜��是�的作用。
让我们�赏一下�览馆内�些用��现的��盛�，
�受��庆典���的艺术作品吧。
1层�览馆�口���的两件作品�来自于艺术�
Shin Bong-chull，他尝试�重现���的自���。
墙面上��有�十��颜��的��片，���镶
��的�石一样，这件《Summer Flowers》是艺术��
�国�现主����米�·诺��（Emil Nolde）的
同�作品为�型�过��重�诠释的。模��阳的
�动和自��的�温，�过���照�使��片的
��时时���在变�。浓�和大小不��变的���
�和������在一�，让墙面变得����。
Shin Bong-chull��洲�挂�钟为�型，�这种�
夏�开�夏末的�物抽���打�的�一件作品也在�
��览中��。
而��在2�的�品则是���艺术��布里��·�维
  （Gabriel Dawe）的作品《Plexus No. 40》，虽��有
���用�，但是��打�的���艳的���
力���地�现在我们�前。��同�过���洒下的
两���的�虹，�现���绚烂的��。�而���
看��发现��不是�，而是��细�、���间的
�线，是艺术�在���间内一缕一缕制作的���绣。
���线细腻地组�而成的��，��同大自�里�带
来的��一样，����间�染得奇���。
�不同的�向和��来�赏作品，变�的��和��的
�线��现���种图�，�轮�奂，���连��。

spectrum

1 — <Plexus No. 40>
site specific installation at 
PARADISE ART SPACE, 
gutermann thread, painted 
wood and hooks
2019

2 — <Streifen VR1314>
120×122×10cm, glass, laminated
2014

3 — <Summer Flowers>
120×122×10cm, glass, laminated
201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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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镜�想����视⻆》�览
– �览时期�2019年4月19日–

  8月18日
– �观���百乐���员和酒�
 ��专�的免费�览，
 可在现场���员�免费观�
– �观时间�10:00–20:00

   （年中�休）
  *�场时间�止��览闭馆30�钟前
– �体�观�5��上的�体�观�，
 可�过百艺阁�待中�
   （032 729 5116）进行预约

 PARADISE Membership

 Registration

 <프리즘 판타지 : 

 빛을 읽는 새로운 방법> 展
– 전시 기간 : 2019년 4월 19일– 

  8월 18일  
– 이용 방법 : 멤버십 회원 및 

 투숙객 전용 무료 전시로, 

 비회원의 경우 현장에서 회원 가입 후 

 관람 가능
– 이용 시간 : 10:00–20:00

 (연중 무휴)

  *관람 종료 시간 30분전까지 

 입장 가능 
– 단체 관람 : 5명 이상의 단체 관람은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리셉션(032 729 5116)을 통해 

 예약 가능

 파라다이스 멤버십 가입



Thomas Canto

무한 증식하는 
카오스
토마스 칸토

���长的
��
Thomas Canto

토마스 칸토의 설치 작품 속에는 긴장과 속도감이 넘친다. 불규칙한 방향으로 뻗은 

직선과 날카로운 기하학 형태들은 거울과 그림자를 거쳐 마치 무한 증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극단적으로 형태와 감각을 왜곡하고 조합한 이미지들은 그가 

경험한 도시의 감각에 기반한다. 빠르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확장되며, 모든 것이 

질서 없이 뒤섞여 있는 공간, 도시. 그의 작품이 보여주는 비현실적 카오스는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문득 떠올리거나 경험해본 적 있는 감각일 것이다.

중첩된 현실들
 “100년 정도 주어진 우리의 시간에 비해 건축의 삶은 훨씬 깁니다. 건축물은 

우리가 보지 못한 시간을 전해주고, 인간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가지요.” 

토마스 칸토는 1990년대 그라피티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도시의 잘 알려지지 않은 

구석구석을 탐험했다. 주로 오래된 공장이나 버려진 시설을 캔버스로 삼아 

작업하면서, 기능을 잃어버린 건축물은 그 자체로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생각을 품게 됐다. 

 “도시는 다양한 현실이 한꺼번에 존재하고 이어지는 집합체입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끊임없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변화하는 독립적인 개체로 

보기 시작했지요.” 이 같은 생각을 기반으로 그의 작품은 단순히 인공적 풍경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인간과 도시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토마스 칸토의 작품은 평면과 입체 작업을 교묘하게 섞는 방식으로 관객의 

공간 감각을 흩어놓는다. “어떤 건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른 공간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우리의 지각이 미치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다양한 현실들을 하나의 화면 속에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실제 도시가 

그러하듯 말이죠.” 작품에 사용하는 재료와 표현법들은 저마다 다른 현실의 

층위를 의미한다. 각기 다른 재료들로 만든 이미지들을 차곡차곡 더하면서 차츰 더 

다양한 현실을 품은 집합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캔버스에 표현된 이미지에 

와이어와 거울, 유리 등을 덧붙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빛과 그림자, 반사 등이 

더해져 다양한 차원을 넘나드는 풍부한 결을 지니게 된다.

파라다이스 워크에 설치된 작품 <Levitating Structured Inertia>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파라다이스 워크 공간과 완벽하게 공명한다. 관람객이 

통과하는 복도 천장에 매달려 색과 형태가 신비롭게 변주되는 작품은 마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반짝이는 별처럼 보이기도 한다.

 

초월적 풍경
파라다이스 전시의 또 다른 참여작 <Exponential Urban Symphony>는 

설치물 표면에 빛과 영상을 상영하는 ‘비디오 매핑(프로젝션 매핑)’ 기법에 

거울과 음향을 결합해 도시를 더욱 확장된 감각으로 경험하게 하는 작품이다. 

커다란 유리로 둘러싸인 벽면에는 빌딩 숲을 연상시키는 영상이 끊임없이 

플레이되고, 서로 마주 보는 벽거울들은 이 영상이 무한하게 펼쳐지듯 보이게 한다.

토마스 칸토는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간 듯한 이 공간을 기획할 때 

 “도시가 인간을 압도하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홍콩, 뉴욕과 같이 

고층 빌딩에 둘러싸인 대규모 도시는 규모와 속도만 봐도 결코 인간적이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비인간적인 혼돈과 어둠에 압도될 때 경외감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온갖 이미지와 움직임의 소용돌이 속 공간의 리듬을 지휘하는 것은 

음향이다. 작가는 동서양 고전 음악의 음원들을 섞은 사운드를 사용해 다양한 

문화가 혼재된 도시 교향곡을 완성했다.

현재 토마스 칸토는 ‘어번 심포니’ 시리즈를 보다 확장하는 아이디어를 놓고 

고심 중이다. 우선은 각기 다른 크기의 거울과 2차원 작업 설치물을 조합해서 

빛과 그림자, 반사, 그리고 색이 어우러진 더더욱 복잡한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그의 작업처럼, 갈수록 복잡해지는 인간과 도시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발전해나갈까? 앞으로의 작품에서 그가 보여줄 미래의 

풍경이 궁금해진다.

토마스 칸토의 작품에는 

회화와 조각, 영상, 

다양한 20세기 예술 사조, 물리학 이론 등이 

모두 뒤섞여 있다. 

그렇게 강렬한 자극으로 

눈을 사로잡는 작품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안내한다. 

Thomas Canto的��作品�满�紧张�和���。��不规则�向��的
�线和锋�的几何�形态�过镜�和��，看�来在����。
�些�形态和�觉��歪曲、组�而成的图��来自于他��生活过的
城�的�觉。城�，一���变�、不�扩张，�有东���乱地搅在一�的
�间。他在作品中��示的�现�性��也许�是在城�中��想�的、
或经历过的��。

层层重�的现�
  “相�我们��自己百年左右的�生，�筑的生��长得�。�筑物�载�我们
看不�的�些时�，�����的发�一�进�。”在90年代Thomas Canto

�作为�鸦艺术��寻�城�里许�不��大���知的⻆⻆落落。
当时他发现的�间�是老旧的工厂和废�的设�。�这些失���有功�的
�间里，他领悟��筑��是一种超���时间的�在。
  “我认为城�是各种现���同时�在�相�关联的��体。�此，我开��
识�城�在���产生持续关联的同时，也是一�不�变�的独��体。”
带�这样的想�，他的作品不�局�于单纯地重现��风�，而是�力���
����城��间的关�。
Thomas Canto的作品是�过��地��面创作和�体创作��在一�的
�式，����观�的�间�。“当�处某一��筑内时，我们��认知的
�是�体的一��而已。�而，别的�间看不��不�味�其不�在。
�此，有��我们不��知����在的现���，我想��这些�结��
来�现给大�。�际上，城��是�此的�在。”他还指�自己在作品中
使用的材料和�现手�，�代��不同的现�层�。一����用这些材料
打�的图�，�终�现�的是包�各种现�的��体。在�布图�上
��钢丝、镜�和��等，��上自�生成的�、��、��等，创作的
作品��有�维�的丰�内�。
��在百乐巷的作品《Levitating Structured Inertia》��时���在
变�的百乐巷�间�现���的共鸣。悬挂在�观�经过的走����上、
�����围的这件作品，看上����有��可�性、闪闪发�的星星。

超�性的风�
此�在百乐���览中���的《Exponential Urban Symphony》在
��物�面�������和视频�绎的“视频映�（��映�）”手�，
同时还���镜�和�响，是一件让��更��更�层��知体验城�的
作品。��型玻��环绕覆盖的墙面上，�示�形���林�的视频，
相�而�的镜面墙��这些视频可视�果��扩张开来。
在策划这���带�走进�一维�界的�间时，Thomas Canto说“我想�现
�城�淹���的�觉。”“�香�、纽约这���层�筑占领的超级大城�，
�规模和��来看，一点也不�性�。当我们���的��性�的��和黑�
�淹�时，��产生一种���。这正是我想让大��受的。”而在各种图�
和�动的�涡中，操��间律动的�是�响。艺术�用东��古典�乐的��
��而成的声��绎��各种���织共�的城��响曲。
目前，Thomas Canto正思���何�“Urban Symphony”��进一�扩大。
首先，他��大小不同的镜�和二维的创作��物结�，����、��、
����颜�，�图打��更�复杂的结�。正�他�不�进�的创作一样，
���城��间��复杂的关�是否���积�的�向发�呢�这让我们�
他��作品中��示的未来风��满期待。

Thomas Canto的作品中
�汇�绘�、��、视频、
�种二十�纪艺术思潮��物理�理论等。
�这样���的��
来��瞩目的作品
�带我们走进�的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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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실로 짓는 
빛의 
형상
가브리엘 다우

�线��的
��形�
Gabriel Dawe

가브리엘 다우가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프리즘 판타지’전에서 선보인 

 ‘플렉서스(Plexus)’ 시리즈는 마치 빛이 프리즘을 투과해 만든 스펙트럼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현상은 빛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광선이 아닌 

실을 이용해 형체를 짜냈기 때문이다. 경이로운 자연의 순간처럼 오묘하게 

공간을 물들이는 색은 작가가 수천 개의 색실로 공간의 끝과 끝을 오가며 엮어낸 

결과다. 전시 공간에서 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만큼 미미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흔적을 남긴다. 찬란하게 구현해낸 빛의 스펙트럼은 실의 잔상인 

색이 섬세하게 쌓여 만들어졌다.

영혼을 위한 피난처
시리즈의 제목인 ‘플렉서스’는 신체의 혈관과 신경망을 의미하는 단어다. 

물질을 전달하는 조직의 집단으로, 신체 구석구석을 연결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작품에서 제목에 담긴 모든 역할을 도맡는 것은 실이다. 공간의 부분들을 

서로 연결하고, 색을 전달하며, 다발로 모여 빛줄기를 형상화하는 임무를 맡았다. 

옷을 위해 사용될 때와는 그 역할이 확연히 다르다. “이 시리즈는 패션과 

건축의 상호 교류를 고민하다 탄생했습니다.” 가브리엘 다우가 작품의 배경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옷의 주재료인 실을 건축적 크기로 확장한 설치 작품을 만든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가 생각하는 패션과 건축의 공통적인 역할은 신체를 

보호하는 ‘피난처’다.

 “옷감을 짓는 방식으로 공간에 설치물을 만들어 새로운 의미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신체가 아닌 정신과 영혼을 위한 피난처였지요.” 위안을 주는 색의 

조합을 찾던 중 빛의 스펙트럼에서 영감을 얻었고, 가시광선이 공기 중에서 색을 

섞는 방식 역시 직조와 비슷하다는 것을 떠올렸다. 이후 정밀하게 색실을 배치해 

그러데이션을 표현하면서, 그는 빛이 만든 스펙트럼을 공간에 구현하게 됐다.

이는 사회의 고정된 관념들에 대해 가브리엘 다우가 던지는 물음이기도 하다. 특히 

그가 나고 자란 멕시코 사회에서 여자와 남자의 역할은 오랫동안 정해져 있었다. 

유년 시절 자수를 배우고 싶었지만 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어야 했던 

기억은 그가 직물 공예를 작업의 주요 소재로 삼는 기반이 되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관념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실을 이용해 만든 

이 건축적 작품은 제가 생각하는 사회의 관념과 구조에 대한 은유이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은 조각처럼 단단하지 않다. 지극히 가볍고 연약한 실로 만들어져 

얼마든지 형태와 색, 패턴이 변화할 수 있고, 심지어 투명하기까지 하다.

 

색실로 구현한 연금술
<플렉서스>는 장소 특정적 작품이다. 그렇기에 가브리엘 다우가 구상하는 

작품의 형태는 항상 전시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에 

설치한 <Plexus No. 40>는 천장에 길게 나 있는 유리창을 활용해 형태를 

구상했다. 마치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듯, 천창의 양 끝에서 빛의 스펙트럼이 

쏟아지는 형태를 선보인다.

하지만 전시가 끝나고 벽에 걸린 고리가 철거되면, 빛이라 추앙받던 색실은 쓸모 

없는 거대한 실타래들로 전락한다. 하지만 작가는 이 색실들을 투명한 상자 안에 

압축해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킨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Relics’. 

가톨릭에서 성자들이 죽고 난 뒤 보관하는 옷이나 장신구를 의미한다. 가브리엘 

다우가 만든 두 개의 시리즈 중 ‘플렉서스’가 삶이라면, ‘렐릭’은 죽음이다. 

투명하고 가벼워 잔상으로만 느낄 수 있었던 섬유들은 연결이 사라진 순간, 

단단하게 뭉쳐 진한 색을 내뿜는 실타래로 돌아갔다. 

실을 빛과 같은 ‘비물질’로 만들어낸 다음, 이를 다시 ‘물질’로 돌려내는 연금술과 

같은 과정, 그가 이렇게 물질의 속성을 뒤바꾸는 실험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그가 쓴 작품 에세이의 일부에서 엿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의 형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초월적인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엉망진창인 

세상에 아직 아름다움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믿음을요.” 그가 우리 눈앞에 선물한 

무지개는 진정한 의미의 희망임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다.

가브리엘 다우는 무지개를 

손에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사라지지 않도록 

붙들어놓는다. 

在百艺阁《�镜�想》�览中，Gabriel Dawe��的作品《Plexus》���若
��过�镜��绎�的�谱一样。�而�算�有�的�在，这一��现�也
不��失。这是�为该作品的形体不是�用�线，而是��用丝线�编�的。
���大自�的某��间一样，奇�地为�间�染上的缤纷��，正是艺术�
用�千��线�连��间的两��打�的��。虽�在���间内，
�线��看�来�常细小，但汇��来��下���的��。绚�绽�的
�谱�是用线的��⸺��，层层��、细腻描绘而来的。

��的�护�
��作品��“Plexus”�指�体的血�和�经丛，�作为输�物质的
组织结�，担当的是连�和维持�体各���的作用。在这件作品中，
��体现�此���作用的�是线。线连���间的各���，传递��，
�成一束束，�担���形��的作用。而这�线在�服中��担的作用��
不同。“这一��的诞生�自于我�时尚和�筑�间相�作用的思�。”
Gabriel Dawe�释�作品的�思背�，这一��开�于他尝试���服的
主材料“线”打�成�筑规模�的扩�型��作品。在他看来，时尚和�筑
�有共同作用，�是保护�体的“�护�”。
  “我想用编织布料的�式在�间内打���物，传递一种���。��是��
���的�护�。”在寻找�有���果的��组�过�中，他��谱中
获����，想��可见�在�气中��颜�的�式正��于织�。
于是，��地编��线，�现��的渐变层��，在�间内打���谱�果。
这也是Gabriel Dawe�固�观��抛�的疑问。尤其是在他�生成长的
���，一��来，男�和��的⻆�作用�是固�不变的。虽�他小时�
�想�习�绣，但�为不是�生而���在�，而有关于此的记忆也成�他�
织�工艺用作创作主��材的基础。“我想��些�乎永远不��变的
观点提�疑问。用线创作的这件�筑式作品，也是�我�认为的��观�和
结�的一种隐喻。”他的作品不����样坚固，是用�为轻�纤软的线�
创作，形态、颜�和图��可变�万千，��还可���成��形�。

用�线�绎的炼�术
  《Plexus》是�有场��性的作品，Gabriel Dawe��想的
作品形态总是����览�间的不同而�变。设�于百艺阁的《Plexus No. 

40》，其�体形态�是�用���上长长的玻����想的。�同��中洒
下的阳�一样，����两��有�谱倾�而下。
�而当�览结束，墙上的钩�一��，��为�的�线��沦落为��用处的
一��线�。�而，艺术���这些�线压缩��在��箱�里，打�成�
一件�的艺术作品。这一��作品��“Relics”，在�主�中指的是�徒�
���保�的�服或配饰等�物。�于Gabriel Dawe创作的这两���作品，
�果说“Plexus”�味�生�，��“Relics”�代����。��轻�、
��凭��来�知的纤维，相�连�一旦�失，��变回紧�地�在一�的
��浓重的线�。
�把线打�成�一样的“�物质”��重�回�“物质”的这一过�，
���炼�术一样。Gabriel Dawe为什��尝试��变物质的属性性质呢�
�此，可�他���作�笔中�知一二，“��见识��形物体的形态，
这����有超�性的希�。在我们生活的这�满目疮�的�界，
相���也许���在。”这句话让我们想�，他�现给大�的�虹�是�
正��的希�。

�布里��·�维(Gabriel Dawe)编织的
���虹，
可�在手中且不易�失的
�虹。

Gabri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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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Lee Hwa-jeong, Cine21 staff writer
P   Kang In-ki
S   Choi Yoon-geol
H   Lee Jae-seon, Leekyungmin forêt
M   Lee Ji-seon, Leekyungmin forêt

낮의 임시완이 

밤의 임시완으로 옷을 갈아입는 시간. 

상냥하고 부드러운 얼굴에 

우수 어린 푸른빛이 감도는 순간. 

어느 봄밤, 

막 제대한 배우 임시완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만났다.

此时，白�的任时�变�为
�里的任时�，�和温柔的�脸上
带��郁的蓝���。
在这��风沉�的��，
我们在百乐��城见��
刚��不久的
�员任时�。

p.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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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프랑스 칸, 70회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크루아제트 거리에서 

임시완과 우연히 마주쳤다. 전날 <불한당 : 나쁜 놈들의 세상>(이하 <불한당>)의 

미드나이트 섹션 상영회에서 봤으니 불과 몇 시간 만의 만남이었다. 그날의 환호는 

대단했다. 상영 후 쏟아지는 기립 박수가 칸이 고수해온 영화 창작자에 대한 

예우라고는 하지만 <불한당>에 보낸 박수는 단순히 예우 차원을 넘어선 뜨겁고 

확고한 지지 표명이었다. 임시완은 객석에서 일어나 박수와 격려에 달뜨게 

화답했다. 그 미드나이트, 그동안 내가 만났던 실제 임시완의 모습 중 가장 격한 

감정을 확인한 날로 기억한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반응이 좋았어요?” 

반가운 마음에 두 손을 맞잡고 어제의 분위기가 100% 사실이었음을 복기해주자 

임시완은 마치 꿈인 것 같다는 해사한 표정을 짓는다. 밤의 임시완이 <불한당>의 

현수같이 강렬했다면 낮의 임시완은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의 꽃도령 허염처럼 

상냥하고 부드럽다. ‘가녀린데 날카로우며 아름다운데 곧 깨질 것 같은, 

해맑은 듯 보이나 우수에 차 있는 배우.’ 임시완을 처음 만난 후 내린 결론에는 

지금도 의심이 없다. 

장르라는 객관식 질문에 써 내려간 주관식 연기 

 ‘임시완이 없는 2년.’ 과장 아니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한국 영화계의 

지난 시간 중 한 부분을 그렇게 정의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군 입대 이후 불한당원(<불한당>을 사랑하는 관객)들이 무수히 임시완을, 

그의 캐릭터 현수의 이름을 불러주었지만 그럴수록 그의 부재는 더 크게 다가왔다. 

임시완에게는 또래 배우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과 분위기가 

있다는 확신은, 그의 부재 동안 ‘임시완이 있었다면’ ‘임시완이 이 캐릭터를 

연기했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자주 그리게 했다. 신입 사원 장그래(<미생>)부터 

시대에 저항한 청년 진우(<변호인>), 남자들의 세계를 장악한 건달 

현수(<불한당>)에 이르기까지 작품마다 단단한 아우라를 입증해냈기 때문이리라.

매번 임시완은 작품의 온도를 30도쯤 끌어올려 관객에게 데일 듯한 감흥을 주는 

연기를 구사했다. 계산이나 짐작에 앞서 먼저 그 뜨거운 열기를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 우리가 임시완의 연기에 감응할 수 있었던 이유다. 

대표적으로 <불한당>의 현수가 그랬다. 세상의 모든 악당을 모아놓은 불한당의 

세계에서 현수는 ‘깡’ 하나로 돌진하고 부딪치고, 비극적 최후 앞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다. 욕설도, 액션도, 상대를 쥐락펴락하는 ‘똘기’도, 작고 마른 체구의 

임시완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거라는 그 모든 우려의 허들을 그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가뿐히 뛰어넘어 마침내 현수라는, 마음의 상처로 독기를 품고 단단해진 

캐릭터에 도달했다. 장르 영화가 답이 한정된 객관식 질문 같은 연기를 

주문했다면 <불한당>의 임시완은 아주 세심하게 써 내려간 주관식 답안 같은 

연기를 했다. 마음을 닫은 재호(설경구)를 움직이고 생의 순간순간을 사랑하도록 

변모시킨 그 처연한 눈빛만으로 임시완의 답안이 정답임을 확인시켰다. 

1차원적 캐스팅을 비켜 간 선택이 만들어낸 의외성. 임시완은 그 존재만으로 뻔한 

장르 영화에 창의성을 불어넣는다.   

돌이켜보면 영화 데뷔작인 <변호인>에서부터 이미 그랬다. <변호인>을 장악하는 

캐릭터는 분명 송강호가 연기한 인권 변호사 송우석이다. 돈벌이에 급급했던 

세무 변호사는 가난한 국밥집 아들이자 대학생, 밤에는 야학 선생으로 분투하는 

청년 진우가 빨갱이로 몰려 연행된 후 변화한다. 갖은 고문에 만신창이가 된 

임시완은 80년대 군부독재에 억압당한 청년들의 아픈 얼굴이자 송우석이 

인권 변호사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 발화점으로서 관객들을 납득시킨다. 

<미생>의 장그래는 또 어떠한가.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슈트를 입고서 야생을 

방불케 하는 냉혹한 사무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뒷모습. 슬프고 애처로워서 

그 불안한 걸음걸이를 응원하는 순간, 임시완이 숨겨뒀던 강렬한 펀치를 날리듯 

장그래 내면의 힘을 폭발시킬 때 시청자들은 몰아치는 감정에 어쩔 줄 몰랐다.

두 개의 감정을 하나로 이어 붙인 양면 점퍼 같은 배우
임시완이 돌아왔다. 군 제대 직후 그는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OCN드라마틱시네마 <타인은 지옥이다> 촬영에 열중하고 있다. 웹툰 <미생>의 

장그래를 완벽하게 현실의 존재로 각인시킨 그가 다시 웹툰 속 인물로 돌아온 것이 

우선 흥미롭다. 드라마는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 윤종우가 생지옥 같은 기묘한 

고시원의 환경과 사람들을 겪으면서 변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평범했던 

청년이 궁지에 몰려 피폐해지기까지, 임시완은 종우가 겪는 커다란 변화의 

스펙트럼을 연기한다. 지금까지 임시완이 거쳐온 역할들이 종우에게 순간순간의 

영감을 제공하지 않을까. <변호인>으로 천만 관객에게 눈도장을 찍은 뒤 

임시완이 선택한 작품은 영화 <오빠생각>이었는데, 그때 만난 그에게 작품 선택의 

기준을 묻자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계산에 앞서 “나를 움직이는 

감정에 맡긴다”라는 말로 당시의 선택을 설명했다. <타인은 지옥이다>에서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떻게 원작의 주인공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을까. 또 우리를 얼마나 들뜨게 할까. 임시완은 마치 두 개의 감정을 

하나로 잘 이어 붙인 성능 좋은 양면 점퍼 같은 배우다. 이제, 그간 비어 있던 

옷장에서 임시완이라는 양면 점퍼를 꺼내 입을 시간이다. 기대는 모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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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时���请��阿����·希�柯
克（Alfred Hitchcock）的�间，
他�在的百乐艺术酒�1�大厅��是
�“希�柯克的�间”为主题�打�的。
大厅内不�挂有希�柯克导�的照片，
��不由联想�他的电�作品
  《�鸟》的华�吊灯，用陌生材料打�、
营��独��围的��，
���他相关的各�书籍，还常年�
�由�体艺术�白南��希�柯克的
电�中获得���创作的��作品
  《希�柯克式（Hitchcocked）》。
这�大厅��让����受��华
�品酒�百乐艺术酒���满艺术
气�、���性的现代时尚设计风�。

임시완이 알프레드 히치콕의 방에 

초대됐다. 다름 아니라 그가 앉아 있는 

아트파라디소 1층 로비가 

 ‘히치콕의 방’을 주제로 꾸며져 있는 것. 

벽에 걸린 히치콕 감독의 사진뿐 아니라 

그의 영화 <새>를 떠올리게 하는 

화려한 샹들리에, 낯선 소재를 사용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구, 

관련 서적, 여기에 미디어 작가 백남준이 

히치콕의 영화 <새>에서 

모티프를 얻어 완성한 설치 작품 

<히치콕드(Hitchcocked)>까지 

상설 전시되어 있다. 럭셔리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는 로비에서부터 

예술적인 감성과 개성 있고 모던한 

디자인을 뽐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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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5月�国戛纳，我在�70�戛纳国际电�节举办地克鲁���大�上
偶�地���任时�。我们刚在前一�戛纳午��映单元中《不汗����
�们的�界》（�下简�《不汗�》）上映时见过，�此时不过几�小时。
前一�的电�赢得��常��的�响。上映结束�，�场观����掌，
虽�在戛纳电�节上，这是大��电�创作�们的一种��，但�《不汗�》
而�，其掌声绝�超����的层�，而是一种热�而坚�的�励和�持。
任时�也���上��，�动地��有掌声和�励示��谢。��午�，
我见��一���前不同的任时�，是我见过的�为�动兴�的任时�。
  “�的吗�大��响���吗�”我们�兴地��双手，�复�认昨�的�种�
形是百�百��的，此时的任时�一脸�乎��还在�中的��。��的任时
��《不汗�》贤洙一样�势，白�的任时���电视剧《拥��阳的月�》
中的���爷许�一样�和温柔。“单�而锐�，���易�，看�����
满�郁的�员”，�一�见�任时���下的这些�觉���有丝��变。

面��型片的�选题给�主观式��
�于过�一�时间韩国电�界的��，我认为是“�有任时�的两年”，
有�也许�觉得有点�张，但我觉得��有�大��。���，“不汗��丝
  （喜欢《不汗�》的观�）”���地提�任时�，��他的⻆�贤洙，
�是�此���觉�他不在时��下的�白。在同龄�员中，任时���拥有
�不可�代的独��力和气质。在他暂��艺�这�时期，经常��现
  “�果任时�在的话”“�果是任时�来�这�⻆�的话”这种假�。��进�
员张克莱（《未生》）���时代的青年镇�（《辩护�》），��统�男�
�界的黑帮��贤洙（《不汗�》），他在�一�作品中�显示��绝�的
�力和�力。
在��作品中，任时����过自己的���作品的温��升30�左右，
�有��的打动观�的�染力。在一�计较和预测�前，首先��受�他的
��活力。这也是我们��受�任时����力的���在。
代�作《不汗�》贤洙正是�此。在����上�有黑帮恶�的不汗�们的
�界中，贤洙凭�“��”不��进、��，面��剧性的结局也�不顾�。
骂脏话、武打动作、让�手摸不�头脑的“�头青”，����担�这些�点�
体型�小的任时�不�调，但面�这些怀疑，任时��不在�地轻��过，
终于�成�贤洙这��内�受伤而�满杀气，��发坚韧的�物⻆�。�果说

�型片电���的�技有���固�的�选题一样，�在电�《不汗�》中，
任时�则��一��常细腻的、主观式回�一样的��。他用�打动铁石�
肠的载镐（���），让��爱生��一�间的����，证��自己的
��是绝�正�的。这种�常规性的选⻆�带来��想不�的�果。任时�的
�在为�白��的�型片电�带来�创�性。
现在回看过�发现他的电���作《辩护�》�是�此。主导《辩护�》的
⻆���是���饰�的��辩护律师�佑硕，这��于挣钱发大财的�务
律师在���汤饭馆儿�镇�，一��力�斗的��老师、青年大�生
���为“����”而��捕�，有��大的变�。经历�各种�问、满�
�伤的任时�，�是80年代受军事独����的青年们的代�形�，
也是��佑硕走向��辩护律师�路的决�性导��。�来看看《未生》的
张可莱。��一�����不��的�服、一�一�走进����野生�界的
�酷办��的背�，�样��伤�、��的不���，让大�想�为他��儿，
而当任时���挥��隐�的重�，�张可莱内在的力量�发�来时，
也同样��地�染�观�。

�两种���而为一、有�双面夹克的�员
任时�回来�。�军队���，他正在����于OCN漫�剧《他��地狱》
的拍摄中，该片�于�年下�年播�。成功����络漫�《未生》中张可莱
这一�物的任时�，这�����络漫�主��回�，�大�尤�兴�。
电视剧讲�的是�小地�来�首�的青年尹钟�生活在地狱�的奇怪�试�，
��经历的事�和周边的�而不�变�成长的故事。��凡的青年����
�的�惫�态，任时����绎�钟��经历的�大变�历�。这�前他��
�过的�些⻆��不�给钟�这��物带来些��呢��过《辩护�》让千万
观�认识自己、肯�自己��，任时�选择的作品是电�《想���》，
当时问他选择作品的标�时，他的回�是“我还不���”。在各种�较、计
较�前，他说��“��凭�自己的��来决�”。��在《他��地狱》中，
打动他��的是什�呢�他��何为�作主��带来�的生�呢����何打
动我们呢�任时�是一���两种���而为一、��性���的双面夹克
一样的�员。现在���观���前��的��中找�“任时�”这件双面夹
克来�的时��。我们�需尽�期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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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시티가 창조해온 

판타지 월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드디어 맞춰졌다. 패밀리 테마파크 

원더박스가 마침내 개장한 것. 

원더박스는 전무후무한 테마파크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지은 건물부터 

한 편의 판타지 영화를 방불케 하는 

스토리텔링, 흥미진진한 어트랙션과 

환상적인 카니발 쇼, 세계적인 

페이스트리 셰프의 달콤한 디저트, 

그리고 독창적인 미디어 아트까지! 

상상조차 못 했던 이야기와 시설,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원더박스로 

당신을 초대한다.

百乐��城倾力打�的奇��界的
��一块拼图⸺��主题乐园
  “�乐堡”终于盛大开��。
�乐堡是一��前绝�的主题乐园。
这里拥有国际知��筑师打�的�筑，
��一�奇�电�的故事线，
�味十足的�乐设�和����的
�年华�，国际知�甜点师制作的
�味点�，��独�创�的�体艺术。
现在�请走进这��满奇�故事，
设有各种设�和活动项目的
�乐堡�地吧。

E   Lee An-na, Editorial Team
I   Heo Jeong-eun

wel¿ me 
to w nde®la nd

♦

WONDER 
BOX

p.pleasure



화가가 그림으로 상상 속 이미지를 현실화하는 사
람이라면 건축가는 도면으로 상상한 공간을 실현
하는 사람이다. 건축가 중에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건물을 디자인하는 이도 있지만 공간의 목
적이나 예산 등 객관적인 사실과 문제를 파악해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도 있다. 후자에 해
당하는 건축가군 중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들
이 바로 파라다이스시티의 원더박스와 크로마를 

설계한 네덜란드 건축가 그룹 MVRDV다. 그룹을 

이끄는 위니 마스(Winy Maas), 야코프 판레이스
(Jacob Van Rijs), 나탈리 더프리스(Nathalie 

de Vries) 3명의 머리글자에서 MVRDV라는 이
름이 나왔다. 

MVRDV는 독보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로 세계
적인 반향을 일으켜왔다. 이들은 광범위한 연구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
바 ‘데이터스케이프(datascape) 건축’을 선보인
다. 이들에게 객관적이고 논리정연한 조건은 더 이
상 제약이 아니다. 오히려 제약의 한계를 밀어냄으로써 새로운 가능성과 해결법을 

제시한다. MVRDV의 공동 대표 위니 마스는 “나는 법의 경계선에서 전혀 새로운 

사고와 상식적인 사고를 발휘해야만 하는 이 퍼즐 게임을 아주 좋아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수집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이면서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다.

데이터스케이프 건축가, MVRDV

MVRDV는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예산, 맥락 같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밀
도에 관해서도 큰 관심을 쏟고 있다. MVRDV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노인 전용 아
파트 워조코(Wozoco)는 법적인 제약으로 87세대만 지을 수 있는 공간에 캔틸레
버(cantilever) 구조를 활용해 100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이는 한
정된 공간 안에서 공간 활용도를 높인 파격적인 결과물이란 평가를 받았다. 또 수
직적 땅 만들기를 시도한 버티컬 빌리지(The Vertical Village)도 있다. 버티컬 빌
리지는 각양각색의 블록을 장난감처럼 여러 형태로 쌓아 올린 것으로 실제 크기의 

15분의 1로 축소한 모형이다. 각각의 색상과 형태는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 유연성
을 의미한다. 위니 마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도시에는 너무나 똑같은 주거 

공간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이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거주민에 대한 

인간적이고 복합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생겨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기
도 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비-시티 비엔날레(Bi-City Biennale of Urbanism/

Architecture)에서는 미래의 공간으로 상상할 수 있는 위고 하우스((W)ego 

House)를 선보였다. 이 프로젝트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람들의 이상적이지만 이
기적인 관점을 충족시키려면 어떤 형태의 주거 공간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대
한 해답을 제공한다. 다양한 크기의 공간들은 개인의 특성과 거주자의 요구에 맞게 

설계했다. MVRDV는 “거주자는 제한된 도시 공간을 사용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협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며 “이 제안은 밀도가 높은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라
이프스타일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果说��是用�作�想�中的图�变成现�，
��，�筑师�是用图纸�想�已久的�间�
为现�。在���筑师中，有��用抽�的图
�设计�筑，也有�把��间用�或预算等�
观�件和问题，提���的�决��，��中，
国际上�负盛�的当属负责设计百乐��城�
乐堡和克�的荷兰�筑规划事务�MVRDV。
  “MV RDV”����自于事务�三�联�创� 

�Winy Maas、Jacob Van Rijs、Nathalie de  

Vries��的首��。
一��来，MVRDV凭�独一�二的�验性作
品在国际上�����响，他们��研���
和�理�据，���决问题的“�据�观 

  （Datascape）�筑”。�他们来说，�观逻辑�
件�也不是一种制约，他们�过�破制约的局
�，提��的可�和�决��。MVRDV联�
创��Winy Maas�说过�“我�常喜欢这�
需�在规则边缘发挥创�思维，同时��发挥

常规思维的拼图�戏”，MVRDV的�筑师们�不局�于单纯��或���据，
而是为�们打��用而����型��的�间。

�据�观（datascape）�筑师， MVRDV

虽�MVRDV重视项目的目标、预算和脉络等��，但他们也十�关�“�
�”。��为MVRDV代�作�一的老年���“Wozoco”�是一���，由
于�律的�制，该�������87户，他们�用悬挑(Cantilever)结�设计，
让�可���100户，�破性的设计大大提升��间使用�，�受�评。此�，
MVRDV的代�作还有��的���落(The Vertical Village)，�是一��
�大型积木的�筑模型，用缩小��际大小十���一的模块��而成，模
块的���形状各�，不同的��和形状�味���的自由、�样性��活
性。Winy Maas��调，“过��十年间，亚洲城������千�一律的�
��间，�们�此����，是时�为��打��性�、综��、形态�样的
�间�。”
在�期中国举办的城�/�筑双城双年�(Bi-City Biennale of Urbanism/

Architecture)上，MVRDV�����未来��形态的作品“积木�馆((W)

ego House)”。该作品针�“在有�的�间里，�满足�们理想但�自�的需
�，需�什�形态的���间�”这一问题给����，不同大小的�间�用
满足���点���的设计。MVRDV�示，“�户想��用有�的城��间，
�需��习�他�协�的��”，��绍说，“这一设计��提��在���
的城��间里�种生活�式和谐共�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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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Kong Eul-chae, architecture columnist
C   MVRDV

奇�的�筑故事
在正式进��乐堡前，

让我们先来���乐堡设计�队MVRDV�味�穷的
奇��筑故事吧。

판타스틱 건축 스토리
본격적으로 원더박스에 입장하기 전, 

알면 알수록 더 흥미진진해지는 원더박스 설계자 MVRDV의 

판타스틱 건축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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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박스 입면에는 주변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작은 패턴부터 

창문과 문 등이 마치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각인되어 있다.

�乐堡的�面上���周边
�筑�现的小图�、�户和门等图�，
��是其����在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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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도시, 파라다이스시티
최근 MVRDV는 또 한번의 새로운 건축적 상상력을 발휘했다. 바로 파라다이스시
티의 클럽 크로마, 그리고 테마파크 원더박스다. 두 건물 모두 거대한 콘크리트 건
물을 유연하게 구부려 마치 거인이 건물 끝을 잡아 올린 듯 입구가 살짝 들려 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MVRDV는 원더박스를 디자인하면서 ‘창문이 없어도 주변과 통합된 건물을 디자
인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한다. 거대한 단지 내에서 다른 건
물과의 조화는 중요한 요소였다. 대부분의 건축가는 주변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이
미 존재하는 건물과 유사한 디자인을 하거나 비슷한 재료를 선택한다. 하지만 

MRVRDV는 ‘각인(The Imprint)’이란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원더박스 입면에는 주변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작은 패턴부터 창문과 문 등이 마치 

그림자가 생긴 것처럼 각인되어 있다. 위니 마스는 이에 대해 “우리는 지적인 방법
을 사용해 주변 건물과 연결하고 싶었다”며 “파라다이스시티는 라스베이거스처럼 

개별 건물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진짜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독특한 형태의 입면을 만들기 위해 MVRDV는 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
(GFRC)를 사용했다. 유리섬유강화콘크리트는 철근으로 뼈대를 엮은 뒤 거푸집에 

부어 굳히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규격화된 콘크리트 패널을 제작해 

골조에 붙여나가며 건물을 짓는 방식이다.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가볍고 얇으며 무
엇보다 색이나 표면 무늬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VRDV는 

3D 모델링을 활용해 개별적인 구조 몰드를 제작하고 총 3,869개의 패널을 사용했
다. 그렇게 완성된 형태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마저 보여준다. 실제로 원더박스를 

방문한다면 원더박스 맞은편에 있는 클럽 크로마와 그 사이 광장을 유심히 살펴보
길 바란다. 주변 건물을 각인한 것은 원더박스뿐만 아니라 크로마와 광장 패턴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원더박스는 

‘건축과 예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
지게 한다. 위니 마스는 “처음 사람들에게 공개했
을 때 그들은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마치 그리스 출신의 형이상학적인 화가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의 그림에서처럼 비
현실성을 드러냈다. 원더박스는 예술 작품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동시에 건축
물의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MVRDV는 독일 에슬링겐(Esslingen)시에 원더
박스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12층 규모의 복
합 오피스 건물을 설계했으며 2020년 완공을 목
표로 한다고 전했다. 이 건물은 에슬링겐의 지형을 

재해석한 것으로 도시의 역사와 사람들에 관한 메
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주변 건물이 아닌 자연환
경이 건축과 만나 어떠한 시너지를 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正的城�，百乐��城
��，MVRDV�一�发挥���的�筑想�力，��是百乐��城的俱乐�
克�和主题乐园�乐堡。两�大型��土�筑��用�畅曲线设计，挑�的�
口��是����筑的末�举�，独�的设计让�们产生��的�奇�。
MVRDV�绍说，�乐堡的设计��是�于“�否设计��使�有�户也��
周围相�的�筑�”这一问题。在设计大型园�内的�筑时，�其他�筑的相
�，是设计关键点�一。�虑��周边环�的协调性，大���筑师��用和
已有�筑相�的设计，或选择相�的材料。但MVRDV��过“��”的�式
提���的�决��。在�乐堡的�面上，���周边�筑�现的小图�、�
户和门等图�，��是其����在墙面上。�此，Winy Maas�示，“我们
想用理性的��让其�周边�筑相连”，�补�说�，“�为百乐��城�不
���维���样由一栋栋单独的�筑汇�而成，而是一��正的城�。”
为打��形�此独�的�面，MVRDV使用�玻�纤维����土(GFRC)。
玻�纤维����土�用的��用钢筋�⻣架绑扎�浇筑�模的���式，
而是在工厂制作规��的��土���其贴于⻣架上。不同于����土的
是，玻�纤维����土轻�，�为重�的是可�自由选择��和�面图�。
MVRDV�用3D�模�式制作单�结�模�，共用�3,869块��土�，这样
打�而成的�观为�筑���超前的气�。�果�来��乐堡，�请��观�
�乐堡�面的俱乐�克�和中间的�场，�为��周边�筑的���有�乐
堡，克�和�场的图��是�此。

�乐堡��是一件��的艺术品，�向�们提
�“�筑�艺术的��是什�”的问题。Winy 

Maas�绍说�“当我们�一�发布该项目时，
�们不认为这是�的，��现���的�现�
性，��在古希腊形而上���乔�·�·基里科
(Giorgio de chirico)的�作中可�体验�的�
样。�乐堡可�用和艺术作品一样的�式�响
�们，同时�����筑的功�。”
MVRDV�绍说，他们设计��国��林�� 

  （Esslingen）12层规模的综�办�大�，该�
筑可谓是�乐堡的扩大�，预计于2020年�工。
该�筑�重�诠释��林�的地形�点，向�
们传递关于城�历史和��的讯�，而�其关
联的��是周边�筑，而是自�环�，��万�
期待两�的相�����样的��。

62

원더박스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을 

유연하게 구부려 마치 거인이 

건물 끝을 잡아 올린 듯 

입구가 살짝 들려 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

�乐堡的��土�筑�用�畅曲
线设计，挑�的�口��是���
�筑的末�举�，独�的设计
让�们产生��的�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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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ee An-na, Editorial Team 의심할 바 없는 20세기 최고의 작가 C.S. 루이스는 한 여자아이의 질문에서 영감을 받아 판타지 대작  

<나니아 연대기>를 쓰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질문은 “옷장 안에 무엇이 있는데요?”였다. 루이스
는 여기서 착안해 ‘옷장 문을 열면 우리가 몰랐던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다’로 시작하는 모험담을 써 내려
갔다. 원더박스 역시 그 문을 열기 전에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
질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기발하고 창의적인 공간이다. 입구에 드리워진 까만 장막을 열어젖히면 원더박
스가 그리는 ‘밤의 유원지’가 펼쳐진다. 

원더박스는 ‘밤의 유원지’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세계적인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모멘트 팩
토리(Moment Factory)와 손잡았다. 원더박스 벽면을 가
득 채우는 거대한 미디어 파사드에는 동화적 상상력이 살아 

숨 쉬는 여섯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숲에서 만나는 신비
한 동물들과의 마법 같은 시간 ‘미스터리우스 포레스트’, 젤
리곰과 함께 떠나는 달콤한 세상 ‘스위트 랜드’, 형형색색의 

패턴과 컬러로 강렬한 카니발 에너지를 표현한 ‘컬러풀 패턴
즈’, 깊은 밤 각종 악기가 모여 펼치는 유쾌한 뮤지컬 타임 ‘뮤
지컬 시티’, 이 모든 등장인물이 한자리에 모여 펼치는 원더박
스 파티 ‘파티 퍼레이드 썬 앤 문’ 등 원더박스의 미디어 아트
는 마치 미지의 세계에 온 듯한 착각과 함께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원더박스의 이 특별한 스토리는 화면 밖으로 걸어 나와 눈앞
에서 펼쳐지기도 한다. 바로 무용수들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신나는 음악, 미디어 아트가 어우러지는 관객 참여형 공연을 

선보이는 것. 공연명은 ‘루나 카니발’. 이름처럼 달빛을 배경
으로 펼쳐지는 환상적인 카니발 축제를 연출한다. 공연의 줄
거리는 일 년에 단 하루, 사람들의 즐거운 에너지를 먹고 자
라는 상상의 열매 ‘루나 프룻’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기 위해 

원더박스에 사는 종족들이 다 같이 모여 장기 자랑을 하며 축
제를 벌인다는 내용이다. 퍼포먼서들은 동물 종족 ‘리아트’를 

비롯해 식물 종족 ‘파엘’, 음악 종족 ‘에넛’ 등으로 분해 원더
박스 방문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한다. 이 체험형 퍼포먼
스의 가장 큰 특징은 퍼포먼서와 관람객이 서로 교감하고 무
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진 공연이라는 점이다. ‘루나 카니
발’의 줄거리처럼 퍼포먼서와 관람객이 즐거운 에너지를 주
고받는 사이 공연은 더욱더 흥겹고 풍성해진다.

원더박스는 아이가 있는 가족, 데이트 장소를 물색하는 연인, 

추억을 쌓고 싶은 친구들끼리 갈 만한 장소로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언제나 조명을 환히 밝히고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친 밤의 유원지, 원더박스로 발길을 옮겨보자.

�界�认的20�纪�知�作�C·S·�易��一�小��
的问题中����，�而创作��奇���小说《纳尼亚
传奇》，此故事的开��来�于一�问题“��里有什
�?”。�易��这一问题��，萌生�“打开��，��
看�我们�未体验过的���界”的创作��，���一
���险故事。�乐堡也是一�奇�而��满创�的�
间，在打开门�前，在��见证�前，�绝�����这
里�发生�样的事�。当�口处�挂的黑����开，�
乐堡��打�的“��乐园”也��开��。
为��体�现“��乐园”这一独�的��，�乐堡�国
际知���体娱乐工作�"Moment Factory"�手�作。
�乐堡墙面�用大型�体�面，当中���6��满�话
想�力的故事，包括和在�林中��的��动物共���
时�的“���林”、和软��一�前�甜��界的“甜�
乐园”、用各种图����诠释���年华�量的“��
图�”、��里乐�们相�，带来�快�乐剧时�的“�乐
剧�城”，还有�有�场�物��一堂的�乐堡��“日�
���行（Party Parade Sun&Moon）”。�乐堡的�体
艺术让��临其�，����于一�未知的�界，同时�
让���其中。
�乐堡的这一�别故事还�走��面，�现在大��前，
��是���员的华���和欢快�乐、�体艺术��为
一的观��动式��“月��年华(Luna Carnival)”。 

正�其�，月��年华是�月�为背�的���年华庆典
活动，��的故事梗�颇为有�，为�让一年�有一�����快乐�量的虚�果� 

  “月�果（Luna Fruit）”��成长，��在�乐堡的各�种��在一�进行�艺��，举
办庆典活动。�员们��成动物“Liat”、�物“Fael”、�乐“Enut”等各�种�，为�
乐堡访�带来欢笑和�动。这场体验式��的�大�点是���和观�相���，��
��和观��的界�。��月��年华的故事梗�一样，在���和观��换快乐�量
时，��也变得更�丰�有�。
�论是有��的��，还是寻找理想约�地点的�侣，�或是想一同�下��回忆的朋
友，�乐堡��是一��佳�选。现在，��乐园�乐堡已点�灯�，做��时��访�
的�备，�让我们�发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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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不落�的奇�故事
�乐堡规模为地上2层，面积�3,933m²，

这里有�乐堡独�的故事线、�体艺术和体验式��，
��为�们带来一��永不落�的

奇�故事。

네버엔딩 판타지 스토리 

지상 2층, 면적 3,933m² 공간에 담긴 

원더박스만의 독특한 스토리텔링, 

미디어 아트와 체험형 퍼포먼스를 통해 매일매일 계속되는 

네버엔딩 판타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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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p !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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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大乐�
现在该正式���乐堡独一�二的乐��在�，

在�不计其�的乐�中，
我们为�����7大必玩�点。

일곱 가지 즐거움
이제 본격적으로 원더박스만의 독보적인 

즐거움을 직접 확인할 차례. 

많고 많은 즐거움 중에서 간추린 

일곱 가지 재미.

하나. 향수를 자극하는 클래시컬 어트랙션
원더박스가 주목한 테마는 밤의 유원지. 유원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던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동심을 선사하고 그들의 자녀인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뉴트로 

스타일로 다가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어트랙션은 유년 시절의 추억을 불러일으
키는 관람차부터 온 가족이 신나게 자동차 경주를 할 수 있는 범퍼카까지 즐길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다. 오색찬란한 천막 아래서 커다란 찻잔이 빙글빙글 도는 티컵
과 눈부시게 화려한 회전목마는 포토 스폿으로도 인기가 높다.

一、��回忆的经典�乐设�
�乐堡的主题是��乐园，同时也是���有�共同回忆的“���园”。�
乐堡希��在�乐园玩得�记时间的婴儿潮一代�在这里找回��，找回欢
乐，�于他们的��⸺千�一代，�乐堡希�用�复古（Newtro）风�获得
他们的喜爱。�乐堡�乐设�的选择范围��，�论是唤��年回忆的��轮，
还是可����开�赛车的��车，应有尽有。���斓的��下，大���
�转动的转转�和华���的�转木马�是�气��的拍照地点。

T   Lee An-na, Editoria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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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짜릿한 스릴을 선사하는 익스트림 어트랙션
클래식한 어트랙션이 원더박스 1층에 몰려 있다면 2층에서는 짜릿한 스릴과 쾌감
을 주는 어트랙션을 만날 수 있다. 해피스윙은 쉽게 말해 초대형 그네다. 빠른 속력
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발끝이 저릿저릿할 정도다. 매직바이크는 자전
거에 프로펠러가 달린 형태의 어트랙션으로 페달을 밟으면 놀이 기구가 높이 뜬다. 

아이도, 함께 타는 부모도 모처럼 동심을 만끽할 수 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
껴진다면 1층으로 내려가 비교적 높이가 낮지만 수직 낙하의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점핑스타를 타보자.

三、�险��的���乐设�
�果说经典的�乐设����在�乐堡一层，��2�则是�险��和�满快
�的�乐设�。“快乐秋千”是一�超大型秋千，���快的��前�摆动，坐
在上面，��也�变得�酥酥的。“�力单车”是一项在单车上�上��桨的
�乐设�，踩下�踏�，单车��升�，若不踩，����。�论是��还是一
同乘坐的��，��尽�体验���未�的乐�。�果�觉���快，��我
们��1�的“星跳传说”，�的��较�，但可�体验���下�的�险��。

둘. 오직 원더박스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익스클루시브 어트랙션 

원더박스에서 딱 하나의 어트랙션만 탈 수 있다면 손바닥 뒤집듯이 360도로 움직
이는 메가믹스를 추천한다. 종횡으로 움직이는 360도 회전각은 국내 어트랙션 중
에서는 전무후무한 것으로 오직 원더박스에서만 즐길 수 있다. 또 다른 유일무이한 

어트랙션인 스카이 트레일은 스포츠와 액티비티가 결합된 어드벤처 시설물로, 몸
에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공중에 붕 뜬 징검다리나 외나무다리 등 정교하게 짜인 구
조물을 하나씩 지나가는 방식이다. 한 번에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 여럿이 함께 

즐기며 추억을 만들기에 좋다.

二、�有在�乐堡��体验的独��乐设�
�果在�乐堡��体验一项�乐设�，��我们���360��转的“超级摇
�”，��手掌�转�可纵��动的360��转⻆在韩国的�乐设�中是史�
前�的，也�有在�乐堡��乘坐。这里�一�独一�二的�乐设�是“�中
�野”，�是��动�娱乐相结�的冒险设�，�们�上������一一经
过悬�的桥梁和独木桥等��打�的�险设�，“�中�野”同时可�纳20�，
�此�常����一��玩，一同�下��回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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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눈앞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쇼
원더박스의 중앙 광장에서는 하루 두 번 ‘루나 카니발’ 공연이 펼쳐진다. 가장 큰 특
징은 퍼모먼서의 공연이 관람객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그 거리가 아주 가까워 함께 

소통하며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장에 우뚝 선 거대한 나무 자이언트 트리에
서 공연이 펼쳐지니 주저하지 말고 신명 나게 몸을 맡기자. 공연과 함께 베네치아 

코스튬을 착용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니발 드레스룸’ 이벤트도 즐겨볼 것을 

추천한다. 공연은 원더박스 외부에서도 펼쳐진다. 메인 호텔 와우존에서는 파라다
이스시티의 예술품과 함께 펼쳐지는 베네치아 가면 행진 퍼포먼스 ‘마스커레이드 

쇼’를 만날 수 있으며, 플라자 광장에서는 신나는 뮤지컬 댄스 타임 ‘쥬크박스 스테
이션’이 펼쳐진다. 공연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열린다.

�、现场��的����
在�乐堡的中央�场，���上�两场月��年华。�的�大�点是���在
观�面前进行��，���的��让���和观�相���，观�也可���
���中。��在�场�耸��的�树下进行，�此不���，尽���其中
吧。�����，这里还��可�上�尼��服�拍照的“�年华更��”活
动，我们���一同体验。��，在�乐堡的�面，也有��纷�的��活动，
在主酒�的Wow�间，�不�可��赏百乐��城艺术品，还��观�尼�
�面��行��“假面��（Masquerade Show）”，�场上一场欢快的�
乐���“Jukebox Station”还在恭���的�来。��时间为周二�周日。

넷. 아시아 최고 페이스트리 셰프의 달콤한 디저트
달콤한 디저트를 맛보고 싶다면 1층에 있는 초콜릿 스트리트로 향하자. 이곳에 국
내 최초로 원더박스에 입점한 세계적인 파티시에 제니스 웡의 매장이 있다. 제니스 

웡은 2013, 2014년 2년 연속으로 ‘펠리그리노 아시아 50 베스트’에서 ‘아시아 최
고 페이스트리 셰프’로 선정된 싱가포르 출신의 파티시에다. 물감을 얹은 듯한 화
려한 색과 창의적인 디자인의 디저트로 유명하다. 초콜릿 스트리트에 들러 차원이 

다른 초콜릿을 맛보고, 초콜릿을 붓는 타이밍을 순간 포착한 듯한 조형물을 감상하
며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경험을 누려보자. 이 밖에 테마파크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지역 최고 맛집의 수제 추로스와 와플을 파는 ‘원더 푸드트럭’, 국내에 단 3개 매장
밖에 없는 이색적인 DIY 수제 아이스크림 가게 ‘비스토핑’ 등도 있다.

�、亚洲�佳甜点师的甜�点�
�果�想品尝�口��的�味甜点，����于1层的�克力大�吧。这里有
国际知�甜点师黄�娴（Janice Wong）在韩国开设的�一�甜点�。来自�
�坡的甜点师黄�娴�于2013、2014年连续两年在“��露亚洲50�佳�厅
(Pellegrino Asia’s 50 Best)”评选中荣获“亚洲�佳甜点师”��，�的甜
点����上颜料的华���和创�设计而��。让我们��克力大�品尝
��不同的�克力，�赏��记录���克力�间的��，�受视觉和味蕾的
双重盛�。�此��，主题乐园内还有“�乐�车（Wonder Food Truck）”，
销�有韩国难得一见的地�顶级�味手工吉事果和�夫饼���还有在韩国
�有三��面的��DIY手工冰淇淋�“Bistopping”等�����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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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원더박스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호기심과 설렘을 자극하기 위해 공간 곳곳
에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배치했다. 입구에 있는 키 홀 모양의 인터랙티브 미디어부
터 사람을 인식해 센서가 반응해서 그래픽이 변하는 포토존, 크리스털 볼을 만지면 

운세를 볼 수 있는 포춘텔러 등은 입장객을 자연스럽게 원더박스의 세계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다.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 소리, 조명이 반응하며 입장객과 

호흡하는 듯 시시각각 변하는 미디어 기술은 원더박스가 ‘아트와 테크놀로지가 융
합된 21세기형 테마파크’라는 점을 각인시킨다.

七、�发�奇�的�动�体
为�给�间����气�，�发��的�奇�，给���动的�觉，�乐堡各处
还布���动�体设�。包括�于�口的锁�状�动�体、传���应��体
�图��产生变�的拍照�，���摸�晶���预测�势的“���力”等，
���动�体让��自�而�地沉���乐堡的�界�中。�体技术可让�面、
声�、灯�等�据�的动作而时�产生变�，��和观�一同呼�，而�体技
术的应用也让���体��，�乐堡是一�“艺术�科技��的21�纪主题
乐园”。

여섯.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카니발 게임
서부영화 속 총잡이처럼 사격놀이를 하는 슈팅갤러리, 주먹만 한 공을 던져 인형을 

맞히는 캣랙, 농구 골대에 공을 넣는 바스켓볼 등 9종의 카니발 게임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이다. 어트랙션을 타다 지쳤다면 잠시 이곳에 

들러 여러 사람과 실력을 겨루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우승한 사람에
게는 인형을 선물로 안겨준다. 자녀와 함께 왔거나 데이트를 즐기러 온 연인들은 승
리의 기쁨을 맛보며 사랑하는 이에게 뜻하지 않은 선물을 안겨줄 수 있다. 

�、��共�的�年华�戏
�乐堡拥有9��年华�戏，包括���电�中的枪手一样�受�击�戏的 

  “��手”，用�头大的�击打玩偶的“�斗猫”，����篮��内的“�篮”等， 

任何年龄层����体验。�果�乐设�玩��，���这里和大��拼一下
�力，�过欢乐时�吧，获胜的�还�获赠玩偶。在这里，带��前来的�长
或是来约�的��们不�可��受胜�的喜�，还��获�想不�的�物。



관람차 ��车     130cm–   95cm–

반짝이는 원더박스를 한눈에 즐기는 환상적인 관람차 여행! 

�上��车��乐堡的����尽���。

범퍼카 ��车     120cm–   110cm–

멋있는 마스커레이드카를 타고 즐기는 스릴 만점 자동차 경주! 

驰骋���斓的��车，在��中体验����快��

티컵 转转�     90cm–

빙글빙글 돌면서 즐기는 짜릿한 즐거움! 

���一�快乐转转转�

점핑스타 星跳传说     90cm–   80cm–

별똥별과 함께 떨어지는 스릴 만점 번지드롭! 

�同�星�上下�复，�����弹��坠落的两�体验�

스카이트레일 �中�野     125cm–

7m 높이에서 즐기는 다이내믹 공중 브리지! 

体验悬挂在7米��中的动�吊桥�

에스컬레이터
扶�

엘리베이터
电�

안내
�询服务�

수유실
哺��

가족화장실 

��卫生间

화장실
卫生间

장애인 화장실
��碍卫生间

유모차 보관소
婴儿车��处

기프트 트롤리
�品小货车

의무실
�务�

물품보관함
储物�

스낵존 

小吃�

탑승 제한 기준 ����

해피스윙 快乐秋千     90cm–   80cm–

대형 그네에서 즐기는 하늘로의 짜릿한 비행! 

乘坐�型秋千，�受��飞�的畅快�

매직바이크 �力单车     120cm–   90cm–

반짝이는 밤하늘을 나는 자전거를 타고 빙글빙글! 

骑自行车畅�星���的��。

메가믹스 超级摇�     140cm~

국내 최초 360도 종횡 회전하는 아찔한 회전 어트랙션! 

韩国首�360�纵��转的�乐设�，让��受�转的
������

회전목마 �转木马     110cm–   80cm–

멋있는 백마를 타고 떠나는 환상적인 밤의 여행! 

奔腾的白马带����话�的���界。

자이언트슬라이드 �型��    

12m  120cm–    7m  130cm–

12m, 7m 높이에서 즐기는 빅 트리 슬라이드! 

��12米和7米的�型��，等�挑战���

단독 탑승 가능한 신장 

符�独�乘坐的����

보호자 동반 시 탑승 가능한 신장
需和监护�共同乘坐的����

Information

· 운영 시간 : 월–금 10:00–21:00, 주말·공휴일 10:00–22:00

  *티켓 발권은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 가능
· 이용 요금 : 1일 자유이용권 성인 2만 8,000원, 어린이 2만 원
  *어린이는 37개월부터 13세까지로, 

 생년월일 확인 서류를 매표소에 제출 시 이용 가능 

· 문의 : 032 729 7500

· 开�时间�周一–周� 10:00–21:00, 

 周末��休日 10:00–22:00

  *�票时间�止�结束�营前1小时   

· 门票�1日�票 成� 28,000韩元, 儿� 20,000韩元
  *儿�票��用年龄为37�月�13岁，
 需在�票处�示可�认�生日期的证件 

· �询�032 729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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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7 16 1315

11  탑 스핀 ����
12  터브토스 掷��
13  롤 어 볼 �动�
14  벌룬 버스트 ���
15  바주카 블라스트 ��筒重击
16  베스킷볼 �篮
17  캣 랙 �斗猫
18  고블렛 토스 �中�
19  슈팅 갤러리 ��手

20  원더 푸드트럭 �乐快�车 (1F)

21  초콜릿 스트리트 �克力大� (1F)

22  디저트 트럭 甜点车 (2F)

23  캔디 트롤리 �果小货车 (2F)



O

N

T

H

E

P

L

A

T

E

#11926년 뉴욕에 <신비한 동물사전>이 

있었다면 파라다이스시티에는 

온 더 플레이트라는 ‘신비한 음식사전’이 

있다. 이 음식사전을 열면 북경오리와 

수제 딤섬, 쌀국수, 뉴욕식 그릴 

스테이크, 대게찜, 디저트 등 전 세계 

각국, 동서양의 진귀한 산해진미가 

눈앞에 펼쳐진다. 유럽과 뉴욕, 상하이 

등의 최신 음식 트렌드를 반영한 

다섯 가지 스테이션이 멈추지 않는 

온 더 플레이트의 신비한 음식사전은 

네버엔딩 스토리다.

�果说1926年的纽约有《�奇的
动物在�里》，�百乐��城的佳肴
�间�是一�“�奇饮�大百科”。
打开这�饮�大百科，北��鸭、
手工点�、米线、纽约风味�牛�、
���和各�甜点等�界各地的�味
佳肴、东��的���味尽在�前。
5种���不��映�洲、纽约、
上�等地的��饮�潮�趋势。
�佳肴�间的�奇饮�大百科�是
一�永不��结的故事。

p.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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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ee Sang-hyun, Editorial Team
P   Lee Kwa-yong
S   Mil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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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든 카페의 쇼케이스를 보고 

그냥 지나치기란 쉽지 않다. 사탕 가게 앞 

아이처럼 쇼케이스 유리에 코를 박을 

듯이 쳐다보게 되는 것은 마음까지 뺏는 

아름다운 비주얼 때문이다. 

어느 예술가의 조각품, 혹은 조경가가 

정성스레 가꾼 아름다운 정원 같다고 

할까. 매일매일 가든 카페에서 

굽는 케이크와 베이커리, 

페이스트리와 디저트는 예술적 

감각까지도 재료다.

�论是谁经过��咖�的�示��
��不��下��。�为���的
  “视觉�型”�在是�过诱�，
��来��果�前的��一样，不由
地紧贴��示�的玻��细地盯�看。
这里��是某�艺术�的��作品，
�或是由��师��打�的����。
��咖�内��烘�的蛋糕、
面包、油酥点���甜点等也�成�
��艺术气�的材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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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탈리아 음식의 가장 큰 매력은 

남녀노소 누구나 반하는 맛, 

한 스푼만 맛봐도 잃어버린 입맛을 

확 끌어올리는 우마미, 즉 감칠맛에 

있다. 다만 파스타 한 접시라도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그 맛은 다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 라 스칼라는 한마디로 최고다. 

이탈리아 퀴진 본연의 풍부하고 

화려한 맛, 밀라노 감성으로 재해석된 

심플하고 세련된 풍미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大�料理�大的�力�是其味�
�论男�老���喜欢，�需小小的
一勺，�������的�种鲜味，
�其可口诱�。单是一��大�面，
其味�也���饪�、使用材料和料
理手�的不同而有����别。
而乐���则做����。在这里，
�可�品尝��大�料理正�的
丰��华口�，还可�体验一下�米
兰�调重�诠释的简约时尚风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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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식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 

많은 한식 다이닝이 아직 끝내지 못한 

숙제다. 하지만 새라새는 과감히 

닻을 올렸고, 훈풍을 받으며 

순항 중이다. 한식의 정형화한 틀에서 

벗어나려는 유연한 태도, 동서양의 

조리법을 접목한 독창적인 레시피, 

무엇보다 식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살린다는 기본기가 순항의 동력이다. 

새라새 조식 반상의 꽃, 전복미역국부터 

디너 코스 만찬 중 하나인 

고추장민물장어구이까지 새라새라는 

이름에 담긴 뜻처럼 새롭고도 

새롭다.

����级韩�厅来说，
���的�式来�绎韩式料理
还是�难��成的课题。
�而SERASÉ�已大胆地�锚，
���风顺�地向前�行。
�在脱�韩�固��架的��态�，
��东���饪手�的料理配�，
��尤其�重保��材��味�和
营�的基�功，�是SERASÉ顺�
前行的�动力。�SERASÉ早�的
��鲍鱼�带汤��间��
  “��”中的��酱�淡�鳗鱼，
��SERASÉ���代�的��一样，
�满��。

R

A

K

u

#5일식 파인다이닝은 까다로운 공식이 

존재하는 만큼 셰프들에게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세계다. 라쿠는 이 

세계에서 ‘정통 일식의 맛을 지키면서 

창의적으로 재해석한다’는 모토로 

흥미진진한 도전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일례로 떠먹는 초밥인 지라시 스시의 

경우, 주인공인 자연산 도미·광어와 

신선한 참치에, 4시간 동안 정성스레 

찐 전복과 부드럽게 조린 장어, 

성게알과 연어알 등 진미를 가득 올려 

라쿠만의 스타일로 완성한다. 

이 밖에도 모자이크 스시, 북해도식 

해산물 미니고항 등 다양한 메뉴에서 

라쿠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

日式�级料理�有��常�
琐苛�的�式，�此总是���主�
们的挑战�识。乐可坚持“�创�性的
�式打�正�日式�味”为��，
���许����味创�性的
日�料理。����吃的散�司，
在主打的��产鲷鱼、�口鱼和
�鲜的�枪鱼上面�满经4小时
����的鲍鱼、口�柔和的�鳗鱼、
�胆�和三�鱼�等�味，
打���属于乐可的风味。
此�，马赛克�司、北��风味�鲜�
你盖饭等�味料理��现�乐可的
超��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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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 THE PLATE

온 더 플레이트
유럽, 뉴욕, 상하이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프리미엄 뷔페 레스토랑
· 운영 시간 : 조식 06:30–10:30 / 런치 12:00–15:00 /

 디너 일–금 18:00–22:00, 토요일 1부 17:00–

 19:00, 2부 20:00–22:00

· 위치 : 파라다이스 호텔&리조트 1층
· 좌석 수 : 236석(프라이빗 룸 2실 / 각각 8인석)

· 문의 : 032 729 2200

佳肴�间
紧��洲、纽约、上���饮��行趋势的
�档自助�厅

· 营业时间�早� 06:30–10:30 / 午� 12:00–15:00 /

 �� 周日–周� 18:00–22:00，
 周� �一场 17:00–19:00，�二场 20:00–22:00

· ���百乐��酒���假�1层 

· ����236��（��2间 / 各8��）
· �询�032 729 2200

#5
RAKu

라쿠
모던한 분위기에서 즐기는 트렌디한 일식의 진수

· 운영 시간 : 런치 12:00–15:00 / 디너 18:00–22:00

· 위치 : 파라다이스 호텔&리조트 1층
· 좌석 수 : 146석(프라이빗 룸 5실 / 30석, 

 스프링 가든 66석 포함)

· 문의 : 032 729 2207

乐可
在现代时尚的环�中�用�潮日料的��

· 营业时间�午� 12:00–15:00 / �� 18:00–22:00

· ���百乐��酒���假�1层
· ����146�（��5间 / 30�，
 包括Spring Garden 66�） 

· �询�032 729 2207

#6
IMPERIAL TREASuRE

임페리얼 트레져
한국 최초로 선보이는 정통 광둥식 파인다이닝

· 운영시간 : 런치 12:00–15:00 / 디너 18:00–22:00

· 위치 : 파라다이스 호텔&리조트 1층
· 좌석 수 : 130석(프라이빗 룸 5실 / 83석)

· 문의 : 032 729 2227

��轩
韩国首��级正����厅

· 营业时间�午� 12:00–15:00 / �� 18:00–22:00

· ���百乐��酒���假�1层 

· ����130�（��5间 / 83�）
· �询�032 729 2227

#3
LA SCALA

라 스칼라
밀라노 감성으로 이탈리아 본연의 맛을 추구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 운영 시간 : 런치 12:00–15:00 / 디너 18:00–22:00

· 위치 : 파라다이스 호텔&리조트 1층
· 좌석 수 : 106석(프라이빗 룸 4실 / 34석, 

 야외 21석 포함)

· 문의 : 032 729 2203

乐���
�米兰�性���大�地�风味的�大��厅

· 营业时间�午� 12:00–15:00 / �� 18:00–22:00

· ���百乐��酒���假�1层
· ����106�（��4间 / 34�，包括户�的21�）
· �询�032 729 2203

#2
GARDEN CAFÉ

가든 카페
유럽의 정취를 지닌 디저트 카페

· 운영 시간 : 10:00–22:00

· 위치 : 파라다이스 호텔&리조트 1층
· 좌석 수 : 50석(뱀부가든 포함)

· 문의 : 032 729 2262

��咖�
颇��洲�调的甜品咖��

· 营业时间�10:00–22:00

· ���百乐��酒���假�1层 

· ����50�（包括竹园）
· �询�032 729 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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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둥식 요리 전문 레스토랑 임페리얼 

트레져가 일궈낸 땅은 비옥하다. 

 ‘미슐랭 2스타’라는 빛나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셰프들의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맛 덕분이다. 

싱가포르 본점의 명성은 

파라다이스시티 임페리얼 트레져에서도 

여전하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완성한 임페리얼 

트레져의 북경오리는 껍질부터 다르다. 

겉은 바삭한데 입에 넣는 순간 사라진다. 

임페리얼 트레져만의 비기는 북경오리 

외에도 다양한 요리와 딤섬 등 

모든 메뉴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级���厅��轩�力�为��。
主�们的�诚、�为��的味�，
为其赢得�“米其林2星�厅”的荣�。
而且百乐��城��轩���现�
��坡总�的����力。
经长时间、复杂工���饪的
��轩北��鸭�连鸭皮的味���
为独�，�层酥脆��口��。
��轩的独���武���北��鸭，
还有其�各种�肴和点�，
�在�单上��大��品尝。

#4
SERASÉ

새라새
기존 한식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모던 한식 다이닝
· 운영 시간 : 조식 07:00–10:30 / 런치 12:00–18:00 /

 런치 코스 12:00–15:00 / 애프터눈 티 12:00–18:00 /

 디너 18:00–22:00

· 위치 : 아트파라디소 3층
· 좌석 수 : 64석
· 문의 : 032 729 5010

SERASÉ

不受韩�的��束缚、开创�潮�的
�级时尚韩�厅

· 营业时间�早� 07:00–10:30 / 午� 12:00–18:00 /

 午��� 12:00–15:00 / 下午� 12:00–18:00 /

 �� 18:00–22:00

· ���百乐艺术酒�3层
· ����64�
· �询�032 729 5010

tasty 
wonderland

SHOP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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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은 

페스티벌의 계절이다. 서울은 

물론 뉴욕, 런던 등 대도시에서는 여름이 

돌아오면 푹푹 찌는 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각종 페스티벌이 쏟아지듯 열린다. 록, EDM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직 페스티벌, 맥주나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 

페스티벌, 물총 축제 같은 이색 페스티벌, 공원이나 광장에서 열리
는 각종 마켓 등이 도미노처럼 펼쳐지며 회색빛 도심을 활기 넘치는 한
바탕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킨다. 파라다이스시티가 마치 한 도시처럼 

여름 페스티벌을 연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 막연한 궁금증에 상상력을 불어
넣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파라다이스시티가 올여름 첫선을 보이는 

‘파라다이스 서머 페스타’다.

파라다이스 서머 페스타는 한마디로 오직 파라다이스시티라서, 파라다이스시티
이기에 가능한 여름 페스티벌이다. 럭셔리한 호텔, 아시아 최고 클럽, 이벤트형 쇼
핑 아케이드, 드넓은 잔디 광장 등 파라다이스시티의 막대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시설과 시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연계해 축제의 즐거움을 극
대화시키는 것이 이 페스티벌의 마스터플랜이다. 풀 파티의 즐거움을 몇 배 더 업
그레이드한 ‘아쿠아 파라다이스 풀 파티’부터 제임스 블레이크 등 전 세계 정상
급 뮤지션들이 총출동하는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시원한 맥주 파티와 서머 

마켓 등이 열리는 ‘고 바캉스!’, 여름 페스티벌의 끝판왕 ‘워터밤’까지 이 모든 

축제를 파라다이스시티 한곳에서 만날 수 있다. 젊음의 함성, 폭발하는 에
너지가 한 달 내내 이어지는 것이다. 

어느덧 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를 뜻하는 호캉스가 익숙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금, 파라다이스시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호텔에서 

즐기는 페스티벌, 즉 ‘호스티벌’을 새롭게 제안한다. 전 세
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라다이스시티만의 

역대급 여름 페스티벌, 파라다이스 서머 페스
타는 7월 첫째 주부터 약 한 달간 

개최할 예정이다.

시작은 아쿠아 파라다이스 풀 파티다. 지난 두 해 동안 여
름 풀 파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풀 파티 ‘핫플’로 자리 

잡은 파라다이스시티가 올여름에는 더욱 이색적인 테마
로 돌아온다. 가장 기대되는 점은 파라다이스 호텔&리조
트의 아웃도어 풀이 전설의 수중 도시 아틀란티스로 변
신하는 것. 마치 영화 <아쿠아맨>의 바닷속 판타지 장면
에 들어온 것 같은 몽환적인 공간 연출과 환상적인 퍼포
먼스로 풀 파티를 몇 배 더 업그레이드한 ‘풀 페스티벌’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내 인기 DJ들을 비롯해 내
한 아티스트의 디제잉과 이국적인 퍼포먼스가 풀 파티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고, 포토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
램, 드링크 바에 마련된 맥주와 각양각색의 칵테일, 호텔 

셰프가 제안하는 풀사이드 스낵 등 기존 파라다이스시티 

풀 파티만의 독보적인 즐거움은 그대로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올해는 특별히 클럽 크로마에서 애프터 파티를 진
행한다. 크로마 애프터 파티에서 더욱 무르익은 풀 파티
의 밤을 즐겨보자.

�开庆典活动��的是百乐����泳池��，在过
�的两年里，百乐��城成功举办��场夏日泳池�
�，成为泳池��的“热门地点”。�夏，泳池���
�更���的主题回�。����期待的是“泳池庆
典”，�时，百乐��酒���假���泳池�摇�
一变，成为传说中的�城“亚�兰��”，�泳池��
的欢乐�围升级��，��的�间�饰�果和��让
��觉��走进电�《�王》的����。同时，韩
国�气DJ和访韩艺术�的打碟，���满�国��
的���把���围�向�潮，拍照活动等丰���
的项目、饮料吧�上配备的�酒和各�鸡尾酒，��
酒��师��的池边小吃，�让�们尽�百乐��城
泳池��独有的乐�。��，俱乐�克��年还��
别举办�续��，让我们在克��续��尽��受气
�更浓的泳池����吧。

2차 개장 이후 팝업 전시장, 공연장, 버스킹 무대, 시즌 마
켓 등으로 다양하게 변신했던 플라자 스퀘어가 올여름에
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는 ‘월드 크래프트 비어 파
티’를 연다. 7월 26–28일, 8월 2–4일, 8월 9–11일 세 차
례 열리는 비어 파티에는 쾌적한 실내에서 시원한 전 세
계 맥주를 맛보는 특별함이 있다. 브라우팍툼(Braufactu 

M), 꾸베 드 샤또(Cuvee du Chateau) 등 그간 국내에
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세계 맥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다. 인플루언서들의 브랜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팝업 행
사인 ‘서머 마켓’도 열린다. 요즘 SNS에서 인기 많은 패
션, 잡화, 코즈메틱 등 여름 아이템을 프로모션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 경품 이벤트 ‘럭키 파라다이
스’가 개최된다. 파라다이스 멤버십 회원이라면 각 시설 

이용 후 제공받는 스티커 개수에 따라 다양한 경품 이벤
트에 응모할 수 있다. 이 행사는 플라자 내부에 위치한 이
벤트 부스에서 진행하며, 이곳에서 멤버십 가입 및 이벤
트 참여 용품 수령, 경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二期开��，�场已变�为快闪�厅、��厅、街头�
���、�节��等�种�间，�夏，��举办�酷
�一扫而�的“国际�酿�酒��”。�酒����7

月26–28日、8月2–4日、8月9–11日三期举办，�的�
别�处在于，�们可在��的�内品尝来自�界各地
的���酒，�时，�们�品尝�Braufac tuM、
Cuvee du Chateau等此前在韩国难得一见的�界各
地的�酒。��，�还�举办�罗���红品�的快
闪活动“夏日��”，�们������购买���
SNS上�气��的时�、日用品和�妆品等夏��品。
��，此�活动还��抽奖活动“���百乐���
假�”，��是百乐���员，在使用各项设����
获得贴纸，�可�据贴纸�量���种抽奖活动。活
动在�于�场内�的活动��进行，大�可�在此�
��员、领�活动物品和兑换奖品等。

아쿠아 파라다이스 풀 파티
百乐����泳池��

고 바캉스!

��假�

夏�
是庆典��的�节，

�当夏�来临，首�、纽
约、伦�等各大城���举办
�酷�和压力统统驱散的各�庆
典活动，包括摇�、EDM等�种风�
的�乐节、可品尝�酒和�界各国��的
��节、�上�乐节等��庆典活动，还有
在�园或�场等地举办的各���等，各式各
样的庆典活动�二连三�场，让��的城中�蜕
变成活力��的庆典活动现场。�果百乐��城
也�一�城�一样举办夏�庆典活动，�是�样的
��呢�百乐��城在这一奇思�想中��想�力，
让想��为现�，��是�夏首��相的“百乐��
夏日庆典（Paradise Summer Festa）”。
�括来说，“百乐��夏日庆典（Paradise Summer 

Festa）”是�有百乐��城���现的夏�庆典活动。
积��用百乐��城的�华酒�、亚洲�佳俱乐�、活
动型购物街、宽阔的草��场等丰���的设�，同时
�各项设�和各�项目串联�来，�庆典活动的欢乐气
�烘托���，是这场史�前�的庆典活动的总体规划。
�时，�泳池��的欢乐升级�几�的“百乐����
泳池��”、���·布�克（James Blake）等��顶
��乐���的“假日乐园庆典（Holiday Land 

Festival）”、举办���酒��和夏日��等活动的
“��假�”��夏�庆典活动的终��“�上�
乐节”等庆典活动��在百乐��城一��上，让
�一��月���受青�的呐喊和�发的�量。
不知不觉间，�为“酒��假”的“Hocance”
一词已成为�们耳��详的�行趋势，百乐
��城则更领先一�，向�们��在酒�
畅�庆典活动，�“Hostival”。百乐
��城独���的夏�庆典活动
“百乐��夏日庆典”可谓是
史�前�的，��于7月�
一�周�开��，为

期一�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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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vacance!

여름 페스티벌의 
모든 것

오직 파라다이스시티라서 가능한 
‘역대급’ 

여름 페스티벌이 
찾아온다.

夏�庆典的
��面面

�有百乐��城��举办的
“史�前�的”
夏�庆典活动��
�重�场。

paradise

1

2

· 장소 : 파라다이스 호텔&리조트 아웃도어 풀, 크로마
· 날짜 : 7월 19–20일
· 가격 : 5만 원(개별 입장료)

· 地点�百乐��酒���假���泳池，克�
· 日期�7月19日–20日
· ���50,000韩元(单独门票) 

  World Craft Beer Party

· 장소 : 플라자 1층
· 날짜 : 1차 7월 26–28일 / 2차 8월 2–4일 /

  3차 8월 9–11일
  Summer Market

· 장소 : 플라자 1층
· 날짜 : 7월 5일–8월 25일  

  Lucky Paradise

· 장소 : 플라자 1층
· 날짜 : 7월 12일–8월 18일

 国际�酿�酒��（World Craft Beer Party）
· 地点��场1层
· 日期��1期 7月26日–28日 / �2期 8月2日–4日 /

 �3期 8月9日–11日
 夏日��（Summer Market）
· 地点��场1层
· 日期�7月5日–8月25日
 ���百乐���假�（Lucky Paradise）
· 地点��场1层
· 日期�7月12日–8月18日



도심 속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선사하는 아름다운 휴가, 

야외에서 펼쳐지는 달콤하고 시원한 음악 축제.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이 세 번째 장소로 파라다이스시티를 낙점
했다. 드넓은 잔디와 탁 트인 풍경을 자랑하는 잔디 광장 

컬처파크와 최대 7,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규모 이벤
트 광장 크로마 스퀘어, 여기에 최고급 숙박 시설, 다채로
운 F&B, 편의 시설까지 있으니 페스티벌 개최로 더할 나
위 없이 완벽한 선택인 것. 올해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이 더 기대되는 이유는 막강 라인업 때문이기도 하다. 제
임스 블레이크를 비롯해 앤 마리, 허(H.E.R.), 대니얼 시
저, 아미네, 조지, 빈스 스테이플스, 사브리나 클라우디오 

등 해외 아티스트는 물론 빈지노, 자이언티 등 국내 인기 

아티스트까지 총출동할 예정이라 초기 예매권은 이미 동
이 났다. 소울, R&B, 힙합, 드림 팝 등 다양한 장르를 어
우르는 라이브의 향연을 눈앞에서 직접 관람하고 싶다면 

7월 27일, 28일에 파라다이스시티를 방문해보자.

· 장소 : 컬처파크, 크로마 스퀘어
· 날짜 : 7월 27–28일
· 가격 : 1일권 15만 원, 양일권 22만 원

假日乐园庆典是在户�举办的甜�而���的�乐
庆典活动，为已厌�城�日常生活的�们带来��的
假期。假日乐园庆典的�三�举办地选择落户百乐�
�城，这里拥有�宽阔草�和开阔视野为�的草��
场���园，也有��可�纳7,000�的大规模活动
�场克��，还有顶级��设�、丰��样的F&B和
便�设�，�此选择在此举办���不过。�年的假
日乐园庆典更��期待，是�为��大的��阵�，
��有���·布�克（James Blake）、��·玛� 

  （Anne Marie）、H.E.R.、丹尼�·凯撒（Daniel Caesar）、
阿�（Amine）、乔�（Joji）、��·����（Vince  

Staples）、萨布��·克劳��（Sabrina Claudio）等
��艺��，还有Beenzino、Zion.T等韩国�气艺�
�����，�此早期的预�票已�抢购一�。�果
�想����赏��乐、R&B、嘻�、���行等�
种风�的现场��盛�，��在7月27日和28日来百
乐��城吧。 

· 地点����园, 克��
· 日期�7月27日–28日
· ���1日票 150,000韩元, 两日票 220,000韩元

홀리데이 랜드 페스티벌
假日乐园庆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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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Cigarettes 
After Sex

Daniel 
Caesar

James
Blake

Toro Y 
Moi

무더위가 한창일 8월 10일에는 음악과 예능, 물놀이를 

결합한 신개념 페스티벌 ‘워터밤’이 열린다. 힙합, EDM, 

K-팝 등 다양한 장르의 유명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서는 

워터밤은 시원한 물 폭탄과 함께 즐기는 특별함으로 매해 

2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여름 페스티벌의 신흥 강
자로 떠올랐다. 그 인기에 힘입어 올해부터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를 돌며 개최하는 전국구 페스티벌
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올해 ‘워터밤 인천 2019’의 개최
지가 바로 파라다이스시티다. 컬처파크는 물 폭탄이 쏟
아지는 짜릿한 메인 스테이지로 운영되고, 크로마 스퀘어
에는 풀장이 설치되어 여유로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한 클럽 크로마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아시아 최대 

클럽의 위상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다. 워터밤 인
천 2019에는 사이먼 도미닉, 빈지노, 그레이, 더 콰이엇, 

식 케이, 제시 등이 출연을 예고하며 페스티벌의 열기를 

벌써부터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앞으로 핫한 아티스트들이 

더 라인업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 예매를 서두르자.

酷�难当的8月10日，��乐、综艺和戏�相结�的
���庆典活动“�上�乐节”�在百乐��城举办。
嘻�、EDM、K-pop等�种风�的��艺�����
�，�们不�可��赏����，还��受�枪的�
�，尽��别的庆典�围，“�上�乐节”�年���
2万��观��场，已成为夏�庆典活动的�气担当。
在超��气的�响下，“�上�乐节”���年�成为
韩国�国性的庆典活动，在首�、仁川、��、大�、
大田、�州�回举办，而“2019仁川�上�乐节”的
举办地正是百乐��城，���园��是喷����
枪的主��，克���打�让�们快乐戏�的泳池。
��，俱乐�克�可�免费�场，这�是��体验亚
洲�大俱乐�的绝佳��。“2019仁川�上�乐节”
��请Simon Dominic、Beenzino、Gray、The 

Quiett、Sik-K、Jessi等艺���，庆典活动尚未开
�，�已形成热潮。据说�面还���更“重量级
的”��阵�，赶紧购票吧。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는 의미 있고 뜻깊은 행사도 열린
다. 7월 27일 토요일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는 ‘파라다
이스 포 러브’는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 한국컴패션과 함
께하는 나눔 콘서트, 일명 ‘꽃서트’다. 가수 션을 비롯해 

유명 연예인 등이 함께하며 나눔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
천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또한 8월 3일과 31일, ‘문화가 있는 날’ 주말에는 플라자 

스퀘어에서 ‘청춘마이크’가 진행된다. 청춘마이크는 국
내의 젊은 예술가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그들이 꿈을 키우고 전문성을 가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양한 장르의 수준급 아
티스트들이 버스킹 무대에 올라 파라다이스시티를 찾은 

이들에게 문화의 향기를 퍼뜨릴 예정이다.

 파라다이스 포 러브 

· 장소 : 그랜드볼룸 

· 날짜 : 7월 27일 

 청춘마이크 

· 장소 : 플라자 1층
· 날짜 : 8월 3일, 31일
· 가격 : 무료

 百乐��FOR LOVE

· 地点�大��厅 

· 日期�7月27日
 青�麦克风
· 地点��场1层
· 日期�8月3日, 8月31日
· ���免费

��，百乐��城还�举办�有��的��爱活动。7

月27日星期�，大��厅�举办“百乐��FOR 

L O V E”活动，该活动是�国际儿����� 

  “Compassion Korea”共同举办的���乐�，�� 

  “���唱�”。�手Sean等��艺��受���，�
�是思�、������的�贵时�。
��，8月3日和8月31日，“��日”周末，�场�举办 

  “青�麦克风”活动。“青�麦克风”是为韩国青年艺术 

�提供����，帮助他们���想，成为专业艺术
�的项目活动，��领域的���艺���上街头�
���，向百乐��城的访�传播��的�香。

워터밤 인천 2019

2019仁川�上�乐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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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컬처파크, 씨메르, 크로마,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 날짜 : 8월 10일
· 가격 : 11만 원

· 地点����园、��、克�、百乐�
· 日期�8月10日
· ���110,000韩元

파라다이스 포 러브 & 청춘마이크
百乐��FOR LOVE & 青�麦克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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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se news

 

파라다이스시티에 머무는 순간, 그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연간 회원 멤버십 

 ‘파라다이스 시그니처’.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는 특권을 지금 누려보자.

尽�百乐��Signature�籍提供的
���上服务�丰��惠。
��「Paradise Signature�员计划」，
���调�凡的生活。

 

1

ENTERTAINMENT IN PARADISE
ORANGE

��绝伦的娱乐体验
 

파라다이스시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액티비티, 여유로운 휴식의 시간을 선사하는 레저 이용 

혜택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형 

올인원 멤버십. 

· 연회비 : 450,000원(VAT 포함)

· 유효기간 : 12개월(1년)

· 멤버십 쿠폰 : 

 –  PARADISE HOTEL&RESORT 

수영장 2인 이용권 3매
 –  CIMER 아쿠아스파권 4매 

 –  CHROMA 일반 공연 입장권 4매
 –  CHROMA 칵테일 이용권 4매
 –  WONDERBOX 자유이용권 2매
 – 장기 주차(1주일) 이용권 1매
· 멤버십 혜택 :

 – 호텔 F&B 10% 할인
 –  CIMER 아쿠아스파권 50% 할인
 –  CHROMA 일반 공연 입장권 50% 할인
 –  WONDERBOX 자유이용권 50% 할인
 – 호텔 부산 F&B 10% 할인
 – 더 스파 앳 파라다이스 20% 할인

 

SIGNATURE ORANGE是娱乐�����一
  （All-in-One）�员资�，提供�种休闲娱乐���惠，
让�纵��受百乐��城缤纷��的娱乐活动和
�闲惬�的休�时�。请马上体验乐��休闲��的
动�时�吧�

· 年�费�450,000韩元（�附��）
· 有�期�12�月（1年）
· �员�惠��
 – 百乐��酒�(PARADISE HOTEL&RESORT) 

  �泳池使用�（双�）3张
 – ��(CIMER)�城��场� 4张
 – 获赠克�(CHROMA)���场� 4张
 – 获赠克�(CHROMA)鸡尾酒�� (一�)4张
 – �乐堡(WONDERBOX)一日�票2张
 – 获赠长期(1周)�车�1张
· �员�惠�
 – �受酒��饮9��惠
 – 购买��(CIMER)�城��场�时，�受5��惠。
 – 购买克�(CHROMA)���场�时，�受5��惠。

 – 购买�乐堡(WONDERBOX)一日�票时，
  �受5��惠。
 – 百乐��酒����饮 9��惠
 – 百乐�疗8��惠

 

2

GOURMET IN PARADISE
RED

百乐�����受
 

트렌디한 레스토랑에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유명 셰프들이 지휘하는 품격 있는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파라다이스시티만의 식음형 멤버십. 

· 연회비 : 450,000원(VAT 포함)

· 유효기간 : 12개월(1년)

· 멤버십 쿠폰 : 

 –  F&B 10만원 금액권 3매
 –  F&B 5만원 금액권 3매
 –  PARADISE HOTEL & RESORT 수영장 2인 

  이용권 2매
 – 장기 주차(1주일) 이용권 1매
· 멤버십 혜택 :

 – 호텔 F&B 할인(1인 10%, 2인 30%, 3인 33%, 

   4인 25%, 5인–9인 20%, 10인–20인 10%)

 – 호텔 부산 F&B 10% 할인
 – 더 스파 앳 파라다이스 20% 할인

 

SIGNATURE RED是百乐��城独�策划的���
�员资�，让�在时尚�品�厅畅��级�饮服务。
请在由国内�顶���大�掌�的�级�厅��
更�丰��惠。

· 年�费�450,000韩元（�附��）
· 有�期�12�月（1年）
· �员�惠��
 – 获赠10万韩元�饮� 3张
 – 获赠5万韩元�饮� 3张
 – 百乐��酒�(PARADISE HOTEL&RESORT) 

  �泳池使用�（双�）2张
 – 获赠长期(1周)�车�1张
· �员�惠�
 – 酒��饮�扣（1�9�、2�7�、3�6.7�、
   4�7.5�、5�–9�8�、10�–20�9�）
 – 百乐��酒����饮 9��惠
 – 百乐�疗8��惠

 

3

STAYCATION IN PARADISE
PURPLE

百乐��休闲�假 

모던한 분위기와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객실 이용 혜택부터 다채로운 시설 이용 혜택과 포인트 

추가 적립 혜택까지 제공하는 파라다이스시티만의 

객실형 멤버십.

· 연회비 : 650,000원(VAT 포함)

· 유효기간 : 12개월(1년)

· 멤버십 쿠폰 : 

 –  PARADISE HOTEL & RESORT 디럭스 숙박권 1매
 –  PARADISE HOTEL & RESORT 객실 업그레이드 

  이용권 2매
 –  ART PARADISO BOUTIQUE HOTEL 

  객실 업그레이드 이용권 1매
 – 객실 50% 할인권 1매
 –  On the Plate 조식 2인 이용권 1매
 –  CIMER 아쿠아스파권 4매
 –  CHROMA 일반 공연 입장권 4매
 –  WONDERBOX 자유이용권 2매
 – 장기 주차(1주일) 이용권 1매

· 멤버십 혜택 :

 – 포인트 추가 적립(파라다이스 리워즈 멤버십의 

  레드 ·퍼플 ·골드 회원은 각각 적립된 포인트의 25%, 

  35%, 50% 추가 적립)

 – 호텔 부산 F&B 10% 할인
 – 더 스파 앳 파라다이스 20% 할인

 

SIGNATURE PURPLE是百乐��城�别策划的�
���员资�，让�在����、�性的����时，
�受更�贴��惠。�各�设�使用�惠�额�积�
�惠�请马上成为SIGNATURE PURPLE�员，
体验更�时尚典�的生活�式。

· 年�费�650,000韩元（�附��）
· 有�期�12�月（1年）
· �员�惠��
 – 百乐��酒�（PARADISE HOTEL&RESORT）
  �华��（Deluxe）���（一�）1张
 – 百乐��酒�（PARADISE HOTEL&RESORT）
  ��升级�2张
 – 百乐艺术酒�（ART PARADISO BOUTIQUE 

   HOTEL）��升级� 1张
 – ��5��惠� 1张
 – 佳肴�间（On the Plate）双�早�� 1张
 – ��(CIMER)�城��场� 4张
 – 克�(CHROMA)���场� 4张
 – �乐堡(WONDERBOX)一日�票 2张
 – 获赠长期(1周)�车�1张
· �员�惠�
 – 赚�额�积�（Paradise Rewards Membership 

  Red(红�)、Purple(��)、Gold(��)�员各可
  ��积�25%、35%、50%积�）
 – 百乐��酒����饮 9��惠
 – 百乐�疗8��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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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TE PREMIUM EXPERIENCE
GOLD

���华�贵体验
 

예술적 영감이 흐르는 객실 이용 혜택과 럭셔리한 

다이닝, 다이내믹한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시티만의 프리미엄 멤버십. 

· 연회비 : 1,200,000원(VAT 포함)

· 유효기간 : 12개월(1년)

· 멤버십 쿠폰 : 

 –  PARADISE HOTEL & RESORT 그랜드 프리미어 

  디럭스 숙박권 1매
 –  ART PARADISO BOUTIQUE HOTEL 

  주니어 스위트 숙박권 1매
 – 객실 업그레이드 이용권 1매

 – 객실 50% 할인권 3매
 –  F&B 10만원 금액권 3매
 –  F&B 5만원 금액권 2매
 –  CIMER 아쿠아스파권 4매
 –  CHROMA 일반 공연 입장권 2매
 –  WONDERBOX 자유이용권 2매
 – 장기 주차(1주일) 이용권 2매
· 멤버십 혜택 :

 – 호텔 F&B 할인(1인 10%, 2인 30%, 3인 33%, 

   4인 25%, 5인–9인 20%, 10인–20인 10%)

 – 객실 할인(주중 30%, 주말 15% 상시 할인 혜택)

 – 객실 투숙 시 웰컴 어메니티 무료 제공
 – 가입 시 웰컴 기프트 증정
 – 호텔 부산 F&B 10% 할인
 – 더 스파 앳 파라다이스 20% 할인

 

SIGNATURE GOLD是百乐��城的顶级�员资�，
为�倾�����艺术���惠、�华�饮服务�惠、
动�娱乐���惠等各种�荣�惠。请��
SIGNATURE GOLD�员，体验更�����的
现代生活�式。

· 年�费�1,200,000韩元（�附��）
· 有�期�12�月（1年）
· �员�惠��
 – 百乐��酒�（PARADISE HOTEL&RESORT）
  �级�贵��(Grand Premier Deluxe)

  ���1张
 – 百乐艺术酒�(ART PARADISO BOUTIQUE 

   HOTEL)标���（Junior Suite）��� 1张
 – ��升级� 1张
 – ��5��惠� 3张
 – 获赠10万韩元�饮� 3张
 – 获赠5万韩元�饮� 2张
 – ��(CIMER)�城��场� 4张
 – 获赠克�(CHROMA)���场� 2张
 – �乐堡(WONDERBOX)一日�票 2张
 – 获赠长期(1周)�车�2张
· �员�惠�
 – 酒��饮�扣（1�9�、2�7�、3�6.7�、
   4�7.5�、5�–9�8�、10�–20�9�）
 – ���惠（�时周中七��惠，周末�
  ���惠）
 – ����时，可获赠�假�欢��品
 – ���员时，获赠欢��品
 – 百乐��酒����饮 9��惠
 – 百乐�疗8��惠

* 문의 : 파라다이스시티 멤버십 데스크 1833 8330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유의 사항 :

 – 상세 멤버십 혜택은 회원 약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혜택은 파라다이스시티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영업장 및 혜택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휴 서비스는 제휴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询�百乐��城�员�询� 1833 8330 

 (09:00–18:00 / 周末和节假日��)

* ��事项�
 – �员�惠详�请见《�员��》。
 – ���惠可��百乐��城内�政策变�而
  有�调�，且��营业场地��惠的使用可�
  受��制。
 – �作服务可��据�作�的�际��而
  有�调�。

PARADISE 
SIGNATuRE

온라인 멥버십 가입 �册�上�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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