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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효드림’ 봉사활동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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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형 호신술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미식가들이 여는 파라다이스 호텔 조식

표지 장소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에 커다란 달이 떴다. 세계적 설치작가 루크
제람(Luke Jerram)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달의 미술관(Museum of the
Moon)’이 전시된 것이다. 작품은 실제 달의 모습을 50만분의 1로 축소해
완벽 구현한 지름 7m 크기의 초대형 규모다.

[ 앙케이트 ]

[ 카지노군 ]

동료들의 도전이 담긴 사연을 읽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물건을 고민하는 동안
그들의 일상에 공감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동료들의 소소한

퇴근 후, 우리는 재래시장으로 간다

영화포스터 속으로, 포토부스 이벤트

제10회 아이소리앙상블 정기연주회

10

[ 투어&호텔 부산 ]

[ 본사&재단&비노&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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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소개 - VIILT 우수 사례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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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파라 BOOK

[ 카지노 부산 ]

새로움을 찾아 떠나는 북캉스
2019년 독서 캠페인

김家네 첫 해외여행
세부 호캉스 즐기기

4

회장
테마 레터

5

하반기비전 cm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7월 24일부터 이틀간 본사에서 그룹 CM을 개최했다. 이번 하반기 CM의 이슈는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현황 분석과 사업군별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이다.

한일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

한해의 절반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름 성수기와 오
봉 연휴를 좋은 성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즌에 맞춰 준비한 다양한 고객 이벤트

호텔 & 카지노군 일본 고객 편의 개선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특히, 카지노 사업군은 중국 수요 부진과 한일관계 악화 등 녹록치 않은 영업환경
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호스피탈리티 사업군은

일본 고객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친근함으로

-	커뮤니케이션 채널 강화

접근성을 높임.
•부산 호텔 & 카지노: 일본과 지리적으로 인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예) 카지노: 일본 신규 고객의 접근성을 높일
‘게임 가이드북’ 제작

협력을 통해 흑자경영을 위한 성과를 달성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호텔: 키즈 메뉴 개발 및 어린이용 플레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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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접한 특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
하고 ‘부산’이란 해양도시 콘텐츠로 차별화한
서비스 제공

별도 제공

위기를 어
떻게

•PSS: 파라다이스시티만의 이미지를 활용해

만족도를 높이고 재방문 유도
예) VOC(Voice Of Customer) 적극 활용

호캉스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경절과 연말 시즌에도 소통과

“위기를 낭비
하지 말라 ”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
은 말했습니다

계열사별 구조적, 지리적 특성을 살려 일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케팅 전개

•고객 니즈 분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도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社)별 특징을 살린 맞춤형 마케팅 추진

사업군 간 시너지

호텔

PSS 호텔

스파도고

호텔 & 카지노

호텔 & 카지노

카지노

호텔 부산

씨메르

비노

투어

카지노 고객 활용한

인력, 메뉴, 시스템

호텔과 카지노 멤버십

계열사 호텔로 경쟁력

호텔 홍보 기획

관련 노하우 공유

혜택으로 비노 활용

있는 상품 판매

파라다이스시티 등
계열사 자원으로
와인 영업 확대

PSS 내 단위조직 간 시너지
다양한 전략사업단위(SBU, Strategic Business Unit)가 공존하고 있어 PSS는 조직 간의 원활한 소
통이 중요하다. SBU별 이벤트 기획 시 유관 부서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야만 효율적으로 진행이

처음부터 길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니면서
길이
가는 과정에 소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가능하며, 높은 성과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벤트 진행에 앞서 마케팅과 세일즈팀은 통합 시스템

생겼습니다. 길을 만들어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을 통

해 비로소 새로운 길이 나타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adise
Way를 나침반으로 삼아 진정성, 친밀성, 지속가
능성 등 고객중심 가치를 끊
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2019년 9월 9일
회장 전필립

이외에 조직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구축해 시너지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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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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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소리앙상블 10년의 발자취

2009년에 창단된 아이소리앙상블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제10회 아이소리앙상블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history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낸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담은 연주회는 현 단원과 졸업 단원이 함께 꾸며 관객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2009. 05. 30

아이소리앙상블이 이뤄낸 도전과 성과를 살펴보고,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진 정기연주회의 뜨거웠던 현장을 함께한다.

아이소리앙상블 창단 (발대식)

2010. 09. 03

성장과 추억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다시 꿈꾸는 내일

<아이소리앙상블 제1회 정기연주회 Miracle>,
세라믹팔레스홀

2010. 11. 01

제10회 아이소리앙상블 정기연주회

<국립특수교육원 아산청사 개청식> 초청공연,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2011. 08. 19
<EBS 국제다큐영화제 개막식> 생방송 축하공연,
삼성전자 딜라이트홀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지난 10년의 기록

2011. 10. 22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시작된 아이소리앙상블. 2009년 창단

<아이소리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Jump>,
CTS 아트홀

이래 아이소리앙상블은 끝없이 도전을 이어왔고, 이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

2011. 10. 26

사해왔다. 듣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노래를 한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워 하거나 ‘그것은 불가능
한 일’이라며 믿기 어려워 했지만, 불가능은 현실이 되었다. 아이소리앙상블의 활동이 더 빛났던 건 아이들이

2012. 09. 15

직접 소리를 만드는 훈련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었으며,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아이소리앙상블 3회 정기연주회 The 사랑>, CTS 아트홀

위한 정서 발달을 이뤘다는 데 있다. 힘들었던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되어 걸어온 지난
10년. 장애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다름의 가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해온 아이소리앙상블은 ‘희망’과 ‘꿈’이라는

2014. 09. 26

또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아이소리앙상블 5회 정기연주회 Listen>, 꿈의숲 아트센터

2016. 04. 09

지금까지 배출한 단원은 몇 명?

<제8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인공와우 심포지엄(APSCI)>
초청공연, 대구 EXCO

2013. 10. 01
<아이소리앙상블 4회 정기연주회 Together>,
노원 어울림극장

2015. 09. 18
<아이소리앙상블 6회 정기연주회 80분간의 세계일주>,
꿈의숲 아트센터

아이소리앙상블 부산 창단

10년간 누적 단원

332

2016. 09. 09
<아이소리앙상블 7회 정기연주회 씽(sing)토불이>, 꿈의숲 아트센터

2016. 11. 19
<아이소리앙상블 부산 작은 음악회 새콤달콤 하모니>, 소민아트센터

명

2017. 09. 15
<아이소리앙상블 8회 정기연주회 선물, 장충동 아이들 이야기>, 영산아트홀

정기연주회 매회 하게 되는 연습량
교육반 매주

2018. 10. 04

연주반 매주

1 30 2
시간

분

<아이소리앙상블 9회 정기연주회 Happiness Everywhere>,
파라다이스시티

시간

2017. 11. 03
<2017 아이소리앙상블 부산 작은 음악회 사랑 한 젓가락 행복 두 스푼>,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10년간 오른
무대의 수
정기연주회, 초청공연 포함

40

회

파라다이스시티
라라랜드 커버 조회 수

1,928

회

2018. 12. 07
<아이소리앙상블 부산 제3회 정기연주회 보물찾기>,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8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밟지 않은
낯설고 낯선 그 곳에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하며 우린 앞으로
걸어갔죠.”

졸업생과 현 단원이 함께한 하모니

지난 10년간 300명이 넘는 단원을 배출한 아이소리앙상블의 10번
째 무대 주제는 ‘함께 쏘아 올린 꿈, DARE TO DREAM’이다. 노래를

9

통해 ‘불가능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깬 단원들과 음악 스태프, 지휘
자, 파라다이스복지재단이 10년간 있었던 아이소리앙상블의 이야
기를 음악극으로 꾸몄다. 지금은 단원 생활을 마쳤지만 아이소리앙
상블의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훌쩍 성장한 졸업생들도 자리를 같
이 했다. 단원들의 가족과 파라다이스 임직원, 일반 관람객, 언어청
각 관련 전문가, 졸업 단원들까지 모여 객석은 만석을 이뤘다. 아이
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로 변신한 타악 아티스트 고석진 씨와 계
원예술고등학교 출신의 뮤지컬 배우 조정은 씨는 단원들과의 멋진
하모니를 이루며 무대의 다채로움을 더했다. 졸업생들도 <희망의
소리>라는 창작곡을 선보여 큰 갈채를 받기도 했다.
어려웠던 환경을 딛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게 된 졸
업 단원들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울림을 전했다. 현 단원과 졸업 단
원이 함께 부른 <노래할 수 있어요>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서로를 위한 헌정곡이었다. 무대를 마친 아이소리앙상블 반장 정한
기 단원은 또 한번 해냈다는 ‘기쁨’으로 벅찼다고 한다.

QR코드를 통해 김한기 군의 인터뷰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졸업 단원 이우람 & 이서준 군

현 단원 김한기 군

“아이소리앙상블은 제게 보금자리이자 안
식처예요. 학교에서 저 혼자 난청이라 외
로웠는데 아이소리앙상블에 오면 또래 친
구가 많아서 ‘나는 혼자가 아니야’라는 생
각이 들었어요. 자부심! 그것 만으로도 제
게는 큰 힘이 됐죠!”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연습하던 때가
생각났어요. 열심히 준비한 노래를 관객
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설레었죠.
제가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했
어요. 여름캠프도 기억에 남네요.
노래도 부르고 물놀이도 하고… 아이소리
앙상블과 함께한 시간은 모두 소중한 순
간이었어요.”
- 이서준 졸업생

“6년째 아이소리앙상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음악을 듣고 노래한다는 거,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죠.
긴장도 많이 하고 남들 앞에 선다는 게 두렵기도 했어
요. 하지만 지금은 머릿속에 온통 노래뿐이랍니다.”
소극적이었던 정한기 단원은 무대에 오르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자신감
은 물론 자존감을 높이게 됐다.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면서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로 변해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아이소리앙상블 단원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선물이자 기적이다.

한 목소리로 부른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밟지 않은 낯설고 낯선 그 곳에서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노래하며
우린 앞으로 걸어갔죠”라는 노랫말처럼, 단원들의 곁에는 가족, 아이소리앙상블 스태프, 그리고 아이소리앙상
블을 지지하고 지원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단원들은 노래로 표현했고, 그 노
래가 관객들의 마음 속에 희망으로 전해졌다.

10

줌인 2

11

고객가치 창조(Value provider)를 실현하기 위해 파라디안은 신뢰(Integrity)를 바탕으로 혁신(Innovator)하고,

<붐업 사례2>

배움(Learner)을 주저하지 않으며 트렌드 선도(Trend Setter)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파라다이스의 다섯 가지

아래로부터의 자유발언 ‘소통함’

공유가치를 담고 있는 VIILT 활동은 회를 거듭하며 자발적 참여와 창의적 아이디어로 진화 중이다.

유연하고 자유로운 조직문화 속에서 ‘소통’도 이뤄지는 법이다. 호텔 부산 조리팀 OTP 주방은 소통함을
설치해 ‘평소 업무에 대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했다. 업무 할 때의 불편이나 필요

소통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열전
2019 상반기 VIILT 활동

한 물품, 작업 중 떠오른 소소한 아이디어, 칭찬 메시지 등 소통함에 도착한 생각은 각양각색이었다. 일
반 사원들의 참여가 높은 편이라 임원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다양한 고충과 솔직한 이야기를 꾸준히
체크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주일에 한번씩 VIILT 담당자가 내용을 1차 걸러내고, 오퍼레이션팀 모
두가 한자리에 모였을 때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소통이 어려웠던 어린 직원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고,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는 업무 및 서비스 개선의 토대가 되고 있다.

조직문화 붐업 활동과 포켓북 우수 사례 공유

도마 세척 용기를
따로 만들어 효율적으로
업무도 하고 원가절감도 해요.

VIILT는 파라다이스그룹의 공유가치이자 직원들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돕는 가이
VIILT & PARADISE

#리더 역할 강화
#붐업 활동
#자발적
#시스템 정비
#가이드 공유

드라 할 수 있다. 인재개발원은 지난해보다 VIILT 리더들의 적극성을 높이고자 SNS
매체를 통한 파라다이스웨이 콘텐츠 전파와 구성원과의 공유를 권장했으며 서류
제출 등의 형식적인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자발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릴에 손님이 많이 몰려요.
그릴판 추가 구매 부탁드려요.

2019년 VIILT 활동은 조직문화 붐업 활동과 포켓북 우수사례를 통해 서로를 벤치
마킹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조

선배 OO 님을 칭찬해요.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엔젤셰프세요~

직문화 붐업 활동’과 파라다이스웨이 포켓북에 나와있는 가치를 업무에 적용해 후
기를 공유하는 ‘포켓북 우수 사례’로 선정된 4가지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Innovator & Trend Setter

<붐업 사례1>

우리만의 사인 엄치척!

Integrity
#'수고했어요' 엄지 척!

호텔 부산 조리팀 OTP 주방

QR코드로
엄지척 영상을
감상해주세요.

카지노 제주 그랜드 오퍼레이션팀

컬래버레이션 신메뉴 탄생 ‘셰프 챌린지’

엄지척 영상 제작은 VIILT만의 영상 제작이 아닌, 카지노 제주 그랜드 전직원에게

VIILT의 공유가치 중 변화 시도와 트렌드 선도에 대해 의견을 나

홍보와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캠페인 형식을 취했다. 오퍼레이션팀 각 유닛의 붐

누던 중,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온더플레이트 셰프들은 머리를

업 활동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사진과 영상을 수시로 제작해 편집본을 사내 직원

한곳으로 모았다. 창의적인 신메뉴 개발을 위해 장르를 뛰어넘

통로에 비치된 TV에 게시했다. 직급과 상황, 시간 등을 따지지 않고 엄지척!이란

는 컬래버레이션에 도전했다. 양식과 중식에서 아이디어를 내

행동을 함으로써 서로에게 응원과 독려, 감사를 전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

고 서로의 조리법을 공부하며 맛의 어울림을 논의했다. 그렇게

워 자연스럽게 ‘엄치척’을 할 수 없었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서 실천하다 보니 어디

해서 마파두부와 파스타를 접목한 퓨전 스타일의 ‘마파두부 파

서든 웃음꽃이 피어났다. 서로를 격려하고 입가에 미소를 띄며 친근감 있는 분위

스타’가 탄생했다. 고객들은 전반적으로 새롭다는 반응을 보였

기를 형성했다. 이번 엄지척 캠페인은 동료 간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소통의 질을

으며, 젊은 고객층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9월에도 퓨

높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소통문화를 형성했다. 이는 장기적

전 피자, 고등어 미소 파스타 등 한층 더 다채로운 신메뉴를 선

으로 업무 효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보일 계획이다. OTP 셰프들은 신메뉴 창출만큼이나 다른 분야

있는 엄지척 캠페인은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2020년에는 회사

의 음식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나누며 발상의 전환을 가질 수 있

영업과 연관있는 주제로 시행하고자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어, 그 자체로도 즐겁다고 입을 모았다.

#힘내세요! 엄지척

#직원 휴게실 앞에 선물함을 만들어 응원 선물 증정

<포켓북 사례1>

Value Provide

Learner

12

13

<포켓북 사례2>

고객 기념일을 위한 ‘윈도우 드로잉’
호텔 부산 객실팀 CVS파트

호텔 부산 객실팀 CVS파트는 객실 창문에 투숙 고객의 특별한 사연을 그림과 캘리그래피로 표

너의 시작을 응원해

현해 선물하는 ‘윈도우 드로잉’을 1년째 진행 중이다. 기념일을 맞아 호텔 부산을 방문한 고객

PSS 카지노 오퍼레이션 기획팀

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안겨주고 싶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서비스다. 처음 해보는 작업인 만큼

‘너시응’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직원의 사연을 받아 2만원 상당의 작은 선물로 응원과 감동

CVS파트 직원들은 3명이 한 그룹이 돼서 2회 가량 그림 그리기와 캘리그래피 등의 외부 강의

을 전하는 활동이다. 파라디안이 목표한 바를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실천을 돕는 취

를 수강했다. 직원들은 자투리 시간을 할애해 지속적으로 스케치 및 글씨 쓰기에 몰두했으며,

지로 기획됐다. 가령, 건강 다이어트를 시작한 직원에게는 샤오미 체중계를, 초보 육아 아

창문에 잘 그려지는 재료를 찾기 위해 보드마카부터 물감 등 시행착오를 거듭해 가장 적합한

빠에게는 이유식 레시피 관련 서적을 선물했다. 현재 40여 명이 ‘너시응’의 응원을 받아 새로

소재 ‘크레파스’를 찾아냈다. 창문 커튼을 젖혔을 때 깜짝 메시지를 발견한 고객들은 놀라움과

운 것에 도전 중이다. ‘너시응’ 활동은 개개인의 배움을 지원한다는 차원 외에도 모두가 도전

함께 호텔 부산의 세심한 서비스에 감동했다. 하루 최대 3건 정도 무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

하는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긍정적 조직문화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데, 입소문을 타면서 요청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윈도우 드로잉 서비스는 고객

방법

SNS에서 이미 핫하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너시응’ 검색 ▶ 나의 도전 사연과 관련 인증샷 보내기 ▶ 시작을 응원하는 메시

#독서를 목표로 한 사원에게 ‘북파우치’ 선물

#고객들이 직접 SNS에 올린 ‘윈도우 드로잉’에 대한 감사 표현

지와 2만원 상당 선물 지급

전공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펜 글씨와 그림 그리기를 통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며, 새
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자체가 즐거웠다는 호텔 부산 객실팀. 윈도우 드로잉은 문화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고객 감동을 통해 업무 만족도도 높일 수 있어, 일터의 즐거움을 더하는

#운동을 목표로 한 직원에게 '러닝모자' 선물
#복싱을 연습하는 직원에게 ‘헤어벤드’ 선물

긍정적 효과를 낳았다. 이외에도 호텔 부산 객실팀 CVS파트는 린넨아트와 풍선아트, 수기 편지
등을 병행하며 감동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14

줌인 3

15

•쇼케이스 기간. 2019년 10월 18일 ~ 11월 3일
•장소. 파라다이스시티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술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제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중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술의 현재를 탐색하고 미래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으로서 동시대
예술 흐름을 반영한 테마형 지원사업, ‘파라다이스 아트랩(Paradise Art Lab)’을 기획했다.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즐거움과 놀라움을 선사할 ‘파라다이스 아트랩’을 들여다보자.

예술과 과학의 융합, 놀라움을 향유하다
파라다이스 아트랩(Paradise Art Lab)

파라다이스 아트랩 쇼케이스 200% 즐기기
이번 쇼케이스는 공연과 전시가 한데 어우러져 공간감을 극대화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거대 실험실 콘셉트
로 연출했다. 어둠을 테마로 하고 있어 다양한 조명 연출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관객들은 단순히 보고
느끼는 전시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예술로 호흡하는 PAL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은 예술과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창·제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
의 영역 확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8년 ‘파라다이스 아트랩’을 새롭게 기획했다. 예술(Art)과 기술

어린이도 예술감상! 어렵지 않아요~

(Technology)의 융합을 통해 예술가의 창작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레오에서,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키즈체험 프로그램

계획이다.

•눈높이를 고려한 쉽고 재미있는 어린이용 도슨트

Paradise

Art

Lab

살아있는 작품!
눈앞에서 펼쳐지는 AR(증강현실) 도슨트앱
음성만으로 듣는 일반 앱과는 달리, AR 도슨트앱은 움직임을 더한 3차원 상태로
생생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총 320개 작품 경쟁

최종 10개 작품 선정

작품 당 최대 3천만원 지원

설치 방법

① 앱스토어에 ‘파라다이스 아트랩 쇼케이스’ 검색 후 다운로드
② 쇼케이스 현장 입구에서 QR코드를 통해 설치
※ 10월 17일 앱 오픈 예정

문화재단은 2018년 9월부터 2개월간 작품을 공개모집했다. 총 320개 작품이 지원해 치열한 경합을
펼쳤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PT심사를 통해 최종 10개 작품이 선정됐다. 작품 당 최대 3천만원의 지
원금과 쇼케이스 및 통합 프로모션 혜택이 주어진다. 2019년 1월 최종 선정된 작가들의 작품은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17일간 스튜디오 파라다이스와 파라다이스ZIP에서 공개된다.
파라다이스 아트랩은 매년 10작품을 선정하여 10개월의 창·제작 기간을 거쳐 쇼케이스를 실시할 예
정이다. 2020년까지 지원사업의 위상을 확보하고 사업 고도화 과정을 거쳐 2024년까지 글로벌 플랫
폼으로 확장시킬 계획이다.

아트랩 쇼케이스 외,
아티스트와의 만남이 준비됐어요.
•작품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와 직접 대면해서 영감의
원천, 창작 과정 등 교감할 수 있는 토크프로그램도 마련했다.
www.paradiseartla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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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랩 쇼케이스 일정이 궁금하세요?

10
월

MON
14

TUE
15

WED
16

* 원활한 공연 관람을 위해 사전 예약은 필수!

THU
17

FRI

SAT

18

19

SUN
20

•PAL TALK
14:00~15:30
권하윤 / 권병준
장소.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작품세계
*초청자 한정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을 가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란 질문에서 작가는 ‘태양’을 떠올렸다. 태양처럼 공평하고

장소.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24

25

26

27

장소. 레오 라운지

장소. 파라다이스ZIP

공정한 미래의 기술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태양을 인격화해 ‘오라클’을 탄생시켰다. 원형의 오브제는 데이터 기
ⓒStefan Fuertbauer

반의 모션 기법을 통해 태양의 실체를 구현했다.

•레오프로그램
16:00~17:00

•열혈예술청년단 19:30~22:00

것이 아니라 빛, 소리, 관객 자신까지도 해당된다. 움직임 자체의 미학을 끌어내는데 집중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모션

〔Oracle〕

•뭎 16:00~16:45 •클로잎 18:00~18:45

23

이 작품은 몸과 움직임의 연쇄작용과 스펙트럼을 탐구하고 보여주는 춤의 전시이자 공연이다. 움직임은 몸에 한정된

이장원

장소.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22

〔움직임이 움직임을 움직이는 움직임〕

캡쳐, 미디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프닝나잇 		
17:0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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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예술청년단

•열혈예술청년단 17:30~20:00

클로잎

〔팬옵티콘: 팬케이크에 관한 보고서〕
‘팬옵티콘’은 팬(모두)과 옵티콘(본다)이 만나 ‘모든 것을 본다’란 뜻을 갖는다.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회사의 인공지능
나노 개발자 김준혁과 그의 음모를 고발하려는 하라의 이야기를 담은 미디어 퍼포먼스다.

장소. 파라다이스ZIP

팀보이드

〔Wave Frames〕

10인 10색 아트랩 아티스트를 소개합니다!

26개의 프레임이 한데 정렬하여 춤을 추듯 움직인다. 하나의 사각 프레임은 모터에 의해 규칙적이고 단순하게 움직
이지만 전체를 보면 유기적인 패턴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복잡한 시스템도 핵심 규칙은 단순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데
서 착안한 작품이다.

권병준

〔오묘한 진리의 숲 4 (다문화가정의 자장가)〕
위치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헤드폰을 쓴 관객이 특정 장소에서 정해진 소리를 듣는 경험을 하게 되는 작품이다. 특정
장소에 가면 충청남도 홍성에서 작가가 직접 채록한 다문화가정의 자장가가 들려온다. 헤드폰 하나면 어머니의 따뜻
함을 느낄 수 있는 교감의 숲에 빠질 수 있다.

지역과 문화재단의 예술 상생

권하윤

〔Peach Garden〕
조선초기 화가 안견의 <몽유도원도>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4명이 동시에 대형공간에서 감상가능한 VR 기술을
세계최초 선보인다. 가상현실 속 환경을 산책하며 발을 뗄 때마다 주위가 변하고 걸음을 멈추면 세상도 멈추는 놀라
운 경험이 가능하다.
김윤철

〔Chroma Ⅱ〕
작품의 독특한 물성이 외부의 힘에 의해 빛이 반사되고 굴절되며 다양한 색과 패턴을 생성한다. 그 자체의 고유색이
아니라 물성의 출렁임이 만들어내는 색의 스펙트럼이라는 점이 신비롭다.

파라다이스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함께 기획한 ‘원데이 아트투어(One-day Art Tour)’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업의 문화
예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한 공모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부터 열린 원데이 아트투어는 인천 전역 문화공간과 파라다이
스시티의 유명 작품을 투어하며 대중이 쉽고 입체적으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가

룹앤테일

직접 도슨트로 등장해 작품 설명 외에도 무용, 연주 등을 선보이며 한층 이색적이고 트렌디한 예술체험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히든 프로토콜〕

일시. 2019. 9. 17 ~ 11. 9 (12회)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캐릭터 형태의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살아가는 세계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에이전트는

장소. 파라다이스시티 & 인천 관내 문화예술시설

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대응한다. 환경변화로 관객은 에이전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프로그램 일정

때문에 결과는 예측불가 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뭎

〔데카당스시스템_아플라〕
3m 높이의 우물형 공연장에서 바닥으로 쏜 영상, 무용수의 즉흥적인 움직임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공연을 만든다.
평평한 바닥이 갈라지고 솟아오르며 우연과 규칙이 교차하는 순간이 무척 흥미롭다.

9.17(화)

사전 워크숍

10.22(화)

조진주_ 바이올리니스트

9.24(화)

최고은_ 싱어송라이터

10.24(목)

하태석_ 건축가

10.1(화)

최선_ 시각예술작가

10.29(화)

차진엽_ 현대무용가

10.8(화)

김준영_ 거문고 연주자

11.2(토)

서정민_ 가야금 연주자

10.15(화)

김헌기(옴브레)_ 작곡가

11.5(화)

신명환_ 카툰작가, 건축가

10.17(목)

류찬_ 뮤지컬 작곡가

11.9(토)

장혜림_ 안무가

양아치

※ 참가 신청 방법

〔Paik/Abe Video Synthesizer, Willy-Nilly Version〕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中 ‘열린문화’ 클릭 ▶ 공지사항 내 참가신청 게시중
•QR 코드로 신청 바로 가기

이 작품은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 신디사이저(1969)를 현재 방식으로 개발자, 창작자, 기술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업한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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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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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도 어김없이 독거 노인을 찾아 뵙는 ‘효(孝) 드림’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서울 중구 및 인천 영종도 일대에 홀로
거주 중인 어르신들을 파라다이스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말벗도 해드리며 마음을 나눴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만면에 보름달 같은 웃음이 환하게 피어올랐다.

추석 맞이 ‘효(孝) 드림’ 봉사
어르신, 저희 또 왔어요!

To

ther
ge

나눔이 보름달처럼 충만해진 추석

파라다이스시티 임직원은 9월 5일 용유동과 영종동 등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계층 50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자 파라다이스그룹은 매년 추석마다

가구를 방문해 한우, 사과, 배, 멸치 등으로 구성한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보자기를

‘효(孝) 드림’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9월 9일 본사 앞에는 박병룡 대표이사와 파라다

풀어보며 연신 ‘고맙다’를 되뇌는 어르신들을 보며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이스문화재단 최윤정 이사장을 비롯한 본사·계열사 임직원이 모였다. 봉사자들은 서

봉사자들. 서로 손을 맞잡고 진심 어린 마음을 주고 받아본다.

울 중구 장충동, 회현동, 중림동에 거주하고 있는 100개 가구를 방문해 한우세트, 햅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박병룡 대표이사는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

쌀, 통조림, 식용유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홀로 명절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의 집을

나마 준비한 선물이 위로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그룹은 앞으로도 사회공헌 사업을

방문한 파라디안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 따뜻한 말동무가 되었다. 이후 선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을 받은 아흔 살의 김수자 어르신은 봉사자들로 북적이는 집안을 보며 “오랜만에 사람

지난해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1억 6천만원을 기탁한 바 있는 파라다이스 그룹은 서

사는 것처럼 온정이 느껴져 행복하다”고 감사를 전했다. 장충동 내 위치한 경로당 2곳

울, 인천, 부산, 제주 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에는 라면과 커피, 잡곡, 화장지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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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Setter
트렌드 선도

문화예술 지원사업 위한 MOU 체결

문화재단

파라다이스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8월 27일 인천생활
문화센터에서 2019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공동 협업 사

intergrity

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두 재단이 함께 한 첫
프로젝트 ‘원데이 아트투어(One-day Art Tour)’를 발전시켜,

신뢰 구축

인천 전역 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탐방 프로그램
을 공동 기획·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원데이 아트투어’는 다양
한 분야의 예술가가 도슨트로 등장해 인천 문화예술 공간과

PSS 카지노

파라다이스시티의 유명 작품을 입체적으로 감상하도록 진행
됐다.
최윤정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두 재단이 인천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 다양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공익
성과 대중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지나 기자

무더위 속 에너지 충전 이벤트 ‘스윗 카지노’
PSS 카지노는 7월 27일 오퍼레이션 소속 직원들의 업무 사기 증진을 위해 ‘스윗 카지노’ 행사를 진행했다.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비타민 충전용 과일컵을 제공하고, 행사 당일 휴무인 직원에게는 별도로 쿠키를 선

호텔 부산

스파도고

물했다. 이번 이벤트는 오퍼레이션 업무가 24시간 운영되는 만큼 직원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
됐다.

최평욱 기자

PSS

카지노 부산

온더플레이트, 싱가포르 푸드 페스티벌 개최
호텔 부산 뷔페 레스토랑 온더플레이트(On the plate)가 8월 8일부터 11
일까지 4일간 싱가포르관광청과 함께 싱가포르 푸드 페스티벌(Singapore
Food Festival)을 진행했다. 부산광역시와 싱가포르관광청은 올해 2월, 관

대기오염방지시설 신규 설치

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부산-싱가포르 직항 노선

스파도고는 친환경 운영을 위해 대기오염방지 시설인 저녹스버너를 10월

운항에 이어 이번 푸드 페스티벌까지 관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 활동을 이

중에 설치할 예정이다. 저녹스버너란 연소할 때 불의 온도, 산소 농도, 시간

하계 산학실습, 호텔리어로서의 현장 경험

100일 간의 교육, 신입사원 6기 수료식

어가고 있다. 호텔 부산 온더플레이트와 싱가포르관광청은 ‘싱가포르 푸드

등을 조절하여 연소 효율을 증대시켜 연료비를 절감하고 질소산화물 및 일

2019년 하계 산학실습이 7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6주간 파라다이스

카지노 부산은 7월 26일 교육장에서 신입사원 6기 수료식을 열었다. 10명

페스티벌’을 위해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셰프 웨인 리우(Wayne Liew)와 파

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고성는 버너다.

시티에서 진행됐다. 객실·식음·조리·레저 네 개 파트에서 22개 학교 98명의

의 신입사원은 5월 7일에 입사해 11주간 직능과 소양 교육을 수료했다. 이

티시에 재니스 웡(Janice Wong)을 초청했다. 싱가포르관광청 서울사무소

현재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만큼 스파

학생이 현장 실습에 참여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호텔 관련 대학과의 산학

들은 딜링과 외국어, 고객 서비스, 봉사활동, 트래킹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써린 운(Serene Woon) 소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과

도고는 저녹스 버너 도입으로 청정한 대기조성에 일조할 계획이다. 향후 스

협동 활동을 진행하며 상생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호텔리어를

이수했다. 최성욱 총지배인은 수료식 현장에서 축사와 함께 신입생 모두에

함께 싱가포르의 맛을 시민께 전달할 수 있어 영광이며, 이번 푸드 페스티

파도고는 미세먼지 저감과 지구온난화 물질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꿈꾸는 미래의 파라디안들은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학습했던 이 시간

게 배지를 달아주며 독려했다. 수료를 마친 신입사원 6기는 오퍼레이션팀,

벌이 싱가포르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력하고자 한다.

이 꿈을 이루는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마케팅팀, 캐셔팀에 투입돼 현업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정두리 기자

김순주 기자

이동영 기자

이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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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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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파라다이스

Value Provider
고객 가치 창조

문화재단

네이버:디자인과 공동 기획
‘관객 개발 프로그램’
파라다이스문화재단과 네이버:디자인(디자인프레스)이 파라다이스
ZIP의 복합문화프로그램 <‘집’이 크리에이터를 만든다.>를 공동 기

▲ 투어 이병주 부장(우측)이 2019 우수여행사 선정증서를 받았다.

획·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화 멀티 시대에 맞춰 3인의 크리에
이터와 함께 문화적 취향을 경험하며 시간을 나누는 토크 살롱 형식

문체부 후원 ‘2019년 우수여행사’ 선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19 메독 와인 마스터 클래스

파라다이스투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여행업협회(KATA)에서 후원하

비노파라다이스는 8월 13일 본사에서 업무 역량 강화 위해 메독 와인 마스

친밀한 대화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복합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파라

는 '2019년 우수여행사'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투어의 외국인 관광객 유

터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클래스는 소펙사 코리아가 주관한 특별 강의로

다이스의 문화향유의 역할을 강화하고, 잠재고객을 개발하여 팬덤을

치에 대한 실적 우수성과 영업활동의 건전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앞으로 투

한국 소믈리에 대회 우승 양윤주 소믈리에를 초빙하여 프랑스 보르도 메독

만들 계획이다.

어는 여행사와 상품 홍보 시 우수여행사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

지방의 떼루아와 보르도 품종의 블랜딩, 지역 특성 등 깊이 있는 내용으로

며, 관광객 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비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투어

구성됐다. 비노파라다이스 직원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메독와인협회가 엄선

는 '2019·2020 한국여행업협회(KATA) 우수여행상품' 공모전에서도 외국

한 10종의 와인을 직접 시음하며 보르도 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다. 약 2~30여 명의 소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와 한층

신지나 기자

<’집’이 크리에이터를 만든다.>

정보경 기자

인 대상 인바운드 여행부문에 투어 상품 2개가 선정된 바 있다.

일시__ 9월 25일~27일(3일) / 총 3회

송연정 기자

구성__ 1회 구병준(콘텐츠 기획자)
2회 이재민(그래픽디자이너)
3회 구본창(사진작가)
호텔 부산

비노파라다이스

카지노 부산

세계가 인정한 ‘부산 마리나 셰프챌린지 2019’ 대상

전문성과 정체성 담은 브랜드북 제작

고객 접점부서 대상 ‘고객의 이해’ 교육 추진

호텔 부산 조리팀이 ‘부산 마리나 셰프챌린지 2019’ 국제조리경연대회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6월

비노파라다이스는 보유하고 있는 와인 컬렉션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

카지노 부산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사내교육장에서 고객과

21~22일 양일간 벡스코 2전시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470여 명의 셰프가 참여했다. 부산 마리나 셰

해 두 번째 브랜드북을 제작했다. 이번 브랜드북에는 곤지암 와인저장고 소

접점부서를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시행했다. ‘내·외부 고객의 의미와 이

프챌린지는 세계조리사연맹(WACS)이 공식 인정한, 공신력 있는 대회로 엄격한 맛 평가와 조리사들의 실력을

개와 국내 외 수상 내역, 60여 종 브랜드의 300여 개 와인 정보를 실었다.

해’란 주제의 교육은 사내 강사 3명이 4차수로 나눠 2시간씩 진행했다. 이

엿볼 수 있는 자리다. 호텔 부산 정의섭 조리팀장은 “국제조리대회에서 신인 셰프들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

브랜드북을 받은 거래처에서는 “국가별로 각 와인에 대한 설명이 한눈에

번 교육에는 오퍼레이션팀, 오퍼레이션지원팀, 회계팀, 안전관리팀 등 총

함으로써 호텔 부산 조리팀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파라디안으로써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최고의 요리를 만들

알아보기 쉽게 정리돼 있어 정보성이 높으며, 디자인 또한 고급스럽다”고

146여 명의 직원이 참여했다. 카지노 부산은 접점부서 직원들이 고객에 대

어 파라다이스를 더욱 빛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가했다. 특히 전문 부르고뉴 와인 수입사답게 60페이지가량 부르고뉴 와

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시그니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꾸준히

· 대상: 닉스그릴 염정표·김민규 셰프 / 사까에 박찬웅, 김재훈 셰프

인 셀렉션을 다뤄, 전문성과 정체성을 갖춘 브랜드북이란 평도 이어졌다.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최우수상: 온더플레이트 허동녕 셰프 / 제육주방의 류호경 셰프

이동영 기자

정보경 기자

김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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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워터밤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려

카지노 부산

파라다이스시티 컬처 파크에서 8월 10일, 워터 댄스 페스티벌 ‘2019 워터밤 인천’이 열렸다. 워터밤은 신개념
버라이어티 뮤직 페스티벌로 관객 참여를 중심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해, 여름 대표 페스티벌로 자리매김
했다. ‘2019 워터밤 인천’은 박재범, 사이먼 도미닉, 제시, 빈지노 등의 화려한 라인업을 선보였다. 또한 동북아
최대 규모 클럽인 ‘크로마’에서 사이먼 도미닉과 함께하는 ‘2019 워터밤 인천’ 애프터파티가 열려 뜨거운 호응
을 이끌었다. 이번 워터밤 축제로 파라다이스시티에 유입된 인원은 약 15,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고은영 기자

온더플레이트, 2019 인천 명품음식점으로 선정

스포츠 소통, 중국 고객과 친선축구 경기

파라다이스시티 뷔페 레스토랑 온더플레이트가 7월 22일 인천시에서 주

카지노 부산은 중국 고객 축구팀과 7월 21일 기장 현대차드림볼 파크 축구

관하는 ‘2019 인천 명품음식점’으로 지정됐다. ‘명품음식점’ 선정 기준은 식

경기장에서 친선축구 경기를 했다. 경기에는 중국 고객팀 15명과 카지노

약청 주관 위생등급 매우 우수(AAA) 지정 여부, 외국인 이용시 편리함, 우

부산 축구동호회팀 15명, 총 30여 명이 참여했다. 스포츠를 통해 선의의 경

수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등이 제공되는 업소, 편리한 시설 및 우수

쟁을 펼친 선수들은 고객과 직원이란 1차적 관계를 넘어 인간적인 정을 나

서비스 등이다. 명품음식점으로 선정된 온더플레이트는 계속해서 국내외

눌 수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3시간 경기 끝에 4:1로 고객팀이 승리를

방문객들에게 품격있는 서비스와 맛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거뒀다. 오퍼레이션팀 전민우 대리는 “축구를 매개로 고객과 함께 운동하

정두리 기자

며 친근감이 생겼다. 이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순주 기자

PSS

카지노 워커힐

장르의 컬래버레이션, 유어썸머 페스티벌

카지노 VIP 대상 바카라대회 & 나이트 마켓

파라다이스시티는 8월 15일 컬처 파크와 크로마 스퀘어 일대에서 뮤직 페스티벌 '유어썸머

카지노 워커힐은 VIP 대상으로 바카라대회와 서커스 콘셉트의 이색적인 나이트 마켓을 열었다. 2015년 이

(YOURSUMMER)’를 열었다. '유어썸머'는 한국형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을 표방한 음악 축제다. 세계 3대 음

후 4년만에 개최한 정규 바카라대회는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일본, 중국, 국제 VIP 191 명과 함

악 축제인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은 다양한 장르를 다루며, 예술과 음악의 융합을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

께했다. 1등~3등에 오른 고객에게는 거액의 상금이 전달됐으며, 경품 추첨회도 제공해 고객만족도를 높였

어썸머 페스티벌 역시 2개의 무대에서 EDM과 신스팝, 브리티시 팝, 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세계 최

다. 또한 카지노 워커힐은 8월 31일 워커힐 호텔 내 글램핑장 캠핑인더시티에서 나이트 마켓 'Summer Night

정상급 DJ 제드(Zedd)와 일렉트로니카 그룹 캐쉬캐쉬(Cash Cash), 3인조 신스팝 밴드 처치스(CHVRCHES),

Circus'를 개최해다. 이번 행사는 일본, 중국, 국제 VIP 250명 이 참가했으며 '서커스'를 콘셉트로 꾸며졌다. 동

영국 팝 밴드 프렙(PREP) 등 화려한 라인업은 시작부터 화제를 모았다. 국내 최초로 선보인 유어썸머 페스티

춘서커스단의 공중 곡예로 꾸며진 메인 무대 외에도 물풍선 다트, 대형젠가, 원반 던지기, 10초 초상화, 호러

벌에는 약 2만 명의 관객이 함께 했다.		

사진관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됐다.

고은영 기자

임양현 기자

포토존

“처음에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니까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이벤트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후가 조금은
특별해 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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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 식구들,
상큼하게
똘똘 뭉쳤다

경영관리팀 백미옥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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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파라다이스의
미녀군단 출동

“호잇! 저희 사진은
음성지원까지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희가
가장 포토제닉 한 것
같아요.”
복지재단 윤범여 사원

“극한직업? 포스터가
절묘하네요! 직원들과 독특한
콘셉트로 촬영해서 저 역시
즐거웠습니다.”
박병룡 대표이사

시설팀과 총무팀 홍성복 과장!
분위기 살아있네~

영화가 된 오후, 포스터 속으로

본사에서 함께한
포토부스 이벤트
평범한 일상이 지루해질 때, 우리는 으레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란 상상에 빠져든다. 로맨스, 액션,
코미디 등 각자 좋아하는 장르는 달라도 특별한 에피소드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은 매한가지다. 오늘 하루,
영화 포스터 속 주인공이 된 파라디안들은 무비스타의 표정을 짓고 포토존에 섰다. 글ㆍ사진 편집실

#1 사내 식당 앞, 뜻밖의 촬영

#2 웃음으로 하나되는 대통합의 장?

다섯 번째 포토존 이벤트는 장충동에 위치한 파라다

각자 소품을 고르고 포즈를 취하며 다들 한껏 주인공에 심취해 있을 때 총

이스 빌딩에서 진행됐다. 이번 주제는 ‘파라디안, 영화

무팀 홍성복 과장은 동분서주하며 가장 바쁘다.

속 주인공 만들기’다. 영화 <라라랜드>, <쿵푸팬더>, <

“1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미화·

극한직업>의 포스터를 사진 프레임으로 제작해서 세

조리·경비·시설 파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고마운 파라디안과

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한 컷을 파라디안들에게 선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특히나 행복했습니다.”

물할 참이다. 평소처럼 점심을 먹기 위해 지하 1층으로

평소 직원들과 허물없이 소통하는 박병룡 대표이사 역시 포토부스 앞에 섰

내려온 직원들은 사내 식당 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다. 국자와 냄비를 들고 코믹한 콘셉트를 소화하는 대표이사의 용기에 유쾌

풍경에 놀란 눈치다. 낯선 포토부스 앞에서 갑자기 동

지수는 더욱 높아졌다. 비노파라다이스, 투어, 재단은 소수정예 조직인 만큼

료와의 사진 촬영이라니! 직원들은 당황스럽고 쑥스러

똘똘뭉쳐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다. 세시간 남짓 진행된 이벤트는 계열사와

우면서도 자꾸만 새어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부서, 직급이 한데 어우러진, 웃음이 넘치는 통합의 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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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공간

고객 감동을 여는 ‘마중과 배웅’의 얼굴
카지노군 공항파트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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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S & 카지노 워커힐
통합공항파트

파라다이스시티 오픈 후
김포, 인천, 부산, 제주를 잇는 허브
파라다이스시티 오픈 후 카지노 워커힐 16명과 PSS카지노 14명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
는 공항파트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2터미널, 김포공항 세 곳에서 순환근무 형태로 업

‘처음과 끝’은 하나의 ‘인상’을 만든다. 파라다이스 카지노 공항파트는 한국을 방문한 고객을 가장 먼저 대면하고, 마지막

무 중이다. 파라다이스시티 유입 고객 증가 외에도 김포공항을 통해 부산과 제주 카지노

배웅의 순간까지 함께한다. 즉 ‘파라다이스의 상징적 얼굴’인 셈이다. 서울, 인천, 김포, 부산, 제주 공항에서 고객 감동을 위해
제 몫의 200%를 해내고 있는 공항파트 파라디안들. 카지노 고객 유치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공항파트의 공통된 업무와

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도 하고 있어 업무가 증가했지만, 시스템 정비와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별로 차별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글ㆍ사진 편집실

인원 증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기존 카지노 워커힐 고객은 서울과의 접점 때문에 시내 관광을 선호하며, PSS 카지노를
선택한 고객은 파라다이스시티의 다양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족 단위가 많은 편이
라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는 부산과 제주

PSS &
카지노 워커힐
통합공항파트

카지노 고객도 증가하고 있어, 계열사 내 타 카지노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정보 공유가 활
발히 이뤄지고 있다.
Special Point
안대, 물티슈, 미스트,
쿠키 등이 담긴 어메니티 파우치

카지노
부산 공항파트

LCD 피켓으로 고객 맞이는 물론 홍보 영상도 제공해 주목도를 높이고 있으며, VIP를 위한
어메니티와 에그 와이파이 등을 제공해 작지만, 섬세한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해양도시의 레저와 문화
부산의 지역적 여행 정보 제공 필수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장 게이트를 나옴과 동시에 한 가운데에 자
리잡고 있는 파라다이스 부산 카지노 의전데스크와 마주하게 된다. 카지노 부산 공항파트

카지노
부산 공항파트

의전팀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교통 현황 안내 서비스, 차량 내 간식 서비스는 물론 출
국 시 자체 제작한 포장지를 이용한 수화물 포장, 기념일 꽃다발 전달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
획해 타사 대비 차별화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MASS 고객 개발을 위해 신규
멤버십 쿠폰을 자체 제작 후 배포하고, 공항 택시 200여 대를 카지노 투어로 개발 운행하는
등 공항 의전에만 그치지 않고 신규고객 개발과 매출증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Special Point
출국 VIP 고객의 대기장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스카이 허브 라운지와의 협약을 통해
라운지 우선 좌석배정 및 이용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지노
제주 그랜드
공항파트

카지노
제주 그랜드
공항파트

카지노만 8곳, 치열한 경쟁!
적극적인 홍보와 이벤트로 心스틸

제주도 내에만 총 8곳의 카지노가 있다 보니 동종업계간 고객 유치 경쟁이 특히나 치열
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동향 파악은 물론 카지노 제주 그랜드의 서비스와 파라다이
스 기업 브랜드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카지노가 밀집된 제주도에서는 고객들
에게 선택지가 많은 만큼 소위 ‘기러기’라 불리는 유동 고객을 유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고객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판촉물 제작과 세심한 가이드, 다채로운 이벤트 등에 대한 기
획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Special Point
국제선 입/출구 바로 앞에 카지노 부스가 있어 고객에게 빠르고 간편한 안내가 가능하며 공
항과 카지노 거리가 10분 정도로 짧은 편이라 시간적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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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군 공항파트
고객 서비스

입/출국 시 필요한 안내 제공과
배웅 의전은 필수예요.
고객들의 게임시간 확보를 위해
수속 의전, 출국 수속 시 수하물 포장,
tax refund, 면세품 인도 등 안내

공항에서 카지노로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해요.
카지노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
호출 및 배웅

공항 부스에서 해당
카지노 외 그룹 내
계열사도 홍보해요.
공항에 오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항
데스크에서 파라다이스 전
계열사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항시 상영

해결사 출동! 공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해결해드려요.
세관 신고, 분실물 접수,
항공권 및 여권 관련 문제
등 해결

VIP를 위한 시즌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요 (카지노
부산, PSS 카지노)
여름에는 차가운
물수건, 겨울에는 핫팩
등 세심한 서비스 제공

공항 데스크에서
일반 고객 대상으로
카지노 사용 안내도
해요.
셔틀버스 이용 방법,
신규 고객 쿠폰 발급 및
파라다이스 시설 소개

고객 데이터 분석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완성해요.
VIP가 선호하는 차종,
비행기 좌석,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 카드 등
공항 입/출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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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체험단

영양도 높이고
따뜻한 채소조림이 해요.
간을 맞추는 역할도

리와 곡물
3대 슈퍼푸드 블루베 격을 업그레이드!
품
시리얼이 요거트의

일상을 떠나 여행지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낯선 공기와 기분 좋은 설렘, 그리고 미각을 깨우는 조식으로

요거트가 시고
달지 않아
공복에도 부드럽게
즐길 수 있어요.

완성된다. 소확행을 외치는 이들에게 호텔 조식은 또 하나의 작은 사치이자 누리고 싶은 행복이다.
미스터리쇼퍼로 변신한 4명의 파라디안이 호텔 조식 체험에 나섰다.

다양한 잼도
좋지만, 오믈렛에
곁들여 먹을
케첩 같은 소스도
원해요.

Good Morning ~

미식가들이 여는
‘파라다이스 호텔 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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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치즈나 야채를
오믈렛은 기본 외에 으면 어떨까요?
있
곁들인 응용 버전도

김성한 과장’s PICK

아메리칸식 ‘오믈렛 정식’
오늘 제가 선택한 새라새 조식 한상차림은 ‘오믈렛’을 곁들인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우선 갓
구운 다양한 종류의 베이커리가 정말 맛있었어요. 잼의 종류를 3가지 이상 준비해줬던 것도 선
택하는 재미가 있었죠. 워낙 잘 만들어진 빵이다 보니, 토스트가 너무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였
죠. 요거트와 시리얼은 단맛이 강하지 않아 아침을 시작하는데 부담이 없어서 좋았어요. 오믈렛
도 베이컨과 소시지를 곁들여 먹기에 부드러웠죠. 한가지 제안을 한다면 기본 오믈렛 외에도 치

아트파라디소
새라새 조식
‘반상차림’

PSS 크로마운영관리파트
김성한 과장

즈나 채소 등을 첨가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균형이 좋은 식단
이었어요. 아무래도 아기자기한 스타일이라 20대 여성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메인 계란 요리는
4가지 중 한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
V 스크램블 에그
□
V 오믈렛
□
V 프라이 에그
□
V 에그베네딕트

간장 베이스가
고춧가루를 사용 많아, 장아찌 대신
한 배추 김치
는 어떨까요?
동양식의 구성
이
조금 이질적인 다 보니 ‘샐러드’가
느낌을 줬어요
.

귀한 은대구
요
리필이에요. 감 리가 무한
동이죠?

식전에 속을
달래는데 일품
전복내장과 !
참기름의 콜라
보

PSS 크로마운영관리파트
장예용 과장

장예용 과장’s PICK

동양식 ‘사골 우거지탕’
오늘 제가 선택한 메뉴는 동양식 ‘사골 우거지탕’입니다. 아기자기하고 깔끔한 플레이팅이 눈에 띄네요. 식전죽

Point
1인 48,000원
반상차림 내 ‘모든 메뉴 리필’ 가능
일반 조식 레스토랑과는 차원이
다른 럭셔리 인테리어

메인 국 요리는 3가지 중
한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V 사골 우거지탕
□
V 북어 해장국
□
□
V 전복 미역국

으로 나온 전복내장죽은 간이 완벽했어요. 속을 따뜻하게 데워서 좋았고요. 사골 우거지탕은 깊고 진한 국물과
푸짐하고 연한 소고기, 잘 삶아 식감이 일품인 우거지까지 단품으로 판매돼도 손색 없는 메인이었어요.
매콤한 편이기 때문에 아침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북어 해장국이나 전복 미역국을 선택하세요. 장
아찌와 백김치, 된장에 버무린 고추 등 한국식 밑반찬 옆에는 일식 명란 마요와 계란찜, 은대구 조림까지 ‘동양
식’ 답게 다채로운 맛을 구현했어요. 단, 전체적으로 간장이 베이스로 되어있어 다소 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필
수 밑반찬은 아니어도 요구한다면 고춧가루를 사용한 일반 배추김치도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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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보다
에그누들은 현지에서 먹
면의 식감이 부드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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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세지 않고,
고수로 만든 장아찌인데
요.
입맛 돋우는데 일품이에

신혼부부’s PICK

중식 조식 세트&
에그베네딕트·팬케이크

서
한국의 죽보다 입자가 고와추천이요.
어른신과 아이 모두에게

시고 달기만한 토핑
?
메론으로 시원하고
부드러운 맛을 살렸어
요

크기도 맛도 가성비 甲
팬케이크에 따끈한 !
커피 한잔

반숙의 제왕! 최고의
에그베네딕트, 놓치지 익힘을 자랑하는
마세요.

파라다이스시티
메인 호텔 조식
‘룸서비스 체험’

PSS 오퍼레이션팀
송규원 대리

PSS 오퍼레이션팀
김지민 대리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조식
뷔폐형 레스토랑 ‘온더플레이트’

연애 5년만에 결혼에 골인한 저희 커플은 가족이나 친

파라다이스시티와 호텔 부산의 온더플레이트

구 등과 함께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을 이용한 경험이 있

조식 뷔페는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높은

어요. 카지노 직원이 아닌 고객으로 방문할 때마다 최고
급 시설과 섬세한 서비스에 언제나 ‘파라다이스답다’란
감탄을 외쳤답니다.
숙박했을 때 뷔폐형 온더플레이트 조식은 경험해봤지만
룸서비스는 처음이에요. 종류가 너무 많아 심사숙고 끝
에 ‘닭죽’을 메인으로 한 중식과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
하는 에그베네딕트, 신혼의 달콤함을 닮은 팬케이크를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종류별 다양한 베이커

Point

리와 음료, 즉석에서 따뜻하게 조리되는 오믈
파라다이스시티 온더플레이트

중식 48,000원 / 팬케이크 20,000원
에그베네딕트 18,000원
인스타그램 속 인싸로 거듭날
비주얼 메뉴
한식, 중식, 아메리칸 스타일 등
골라 먹는 재미가 GOOD

로운 메뉴가 남녀노소 모두의 니즈를 충족시켰
다. 파라다이스시티 온더플레이트는 야외 느낌
을 주는 테라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호텔
부산 온더플레이트는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조식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또한 호
텔 부산은 가족 단위 여행으로 손꼽히는 호텔
인 만큼 조식 메뉴 한켠에는 메뉴 차림표까지

주문했습니다.

아기자기한 ‘키즈 코너’가 마련돼 있다.

중식은 닭죽이 메인이에요. 외국인은 물론 어르신이나
아이가 먹기에도 좋을 만큼 입자가 고와 매우 부드러웠
어요. 곁들임으로 나온 에그누들도 간이 세지 않아 부담
이 없는 편이에요.

렛 등의 계란 요리, 중식·양식·한식 등의 다채

호텔 부산 온더플레이트

가격___ 성인 1인 \ 48,000원
어린이 1인 \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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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독서 캠페인 추천 도서
파라디안은 독서를 매개로 동료와 소통하고, 이벤트를 통해 입체적인 책 읽기를 경험 중이다. 지난해 ‘감사’란 주제에 대해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2019년 독서캠페인 역시 일상과 밀접한 키워드인 ‘여행’을 주제로 삼았다. 8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될 2019

Prat 1. 여행 떠나기

독서캠페인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더욱 강화했다.

새로움을 찾아 떠나는 ‘파라 북캉스’

2019년 독서 캠페인 A to Z

달라진 2019 독서캠페인

<여행의 이유>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나는 호텔을 여행한다>

<유럽 도시 기행>

<산티아고 순례 이야기>

김영하

이병률

김다영

유시민

낸시 루이즈 프레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습관의 힘>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관찰의 힘>

<굿라이프>

제임스 클리어

찰스 두히그

김민식

얀 칩체이스

최인철

Prat 2. 작은 변화 만들기

2019년 독서캠페인의 키워드는 변화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지난해 ‘감사’란 일상적 주
제가 호응이 높았던 만큼 접근성이 좋은 주제를,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도출했다. 자발
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팀과 개인 등 독서모임의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결과물
을 도출할 수 있다면 활동 방식도 자율에 맡겼다. 이에 따라 구성원들은 영상부터 에세이,
PPT, SNS 채널 만들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내내 동기부여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접근성이 쉬운 SNS나 그룹웨어를
활용해 ‘북스타그램’, ‘여행 수기 공모’ 등을 진행함으로써 독서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독서 캠페인! 이렇게 참여했어요~
Step 1

Step 4

Step 5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100% 리얼 자율, 본격적인 독서 활동 START

자유롭게 표현하기, Output Time

자발적 독서모임 구성

독서 토론, 릴레이, SNS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독서모임을 갖고,

영상, 에세이, PPT, SNS 채널 만들기 등

개인별, 팀별(동기, 동호회, 유닛 등)

이벤트를 통해 동기부여

다양한 형식으로 콘텐츠 제출

Step 2

8월, 드디어 캠페인 홍보 시작

참여 가능
<독서모임활동>

<이벤트> 인스타그램 : @paradian_book
영상 제작

PPT 제작

Step 6
Step 3

독서캠페인 최종 우수작 선정!

도서 선정 후 활동 계획서 제출

N행시

시상 내역

추천 도서와 자율 도서 중 선택해

팀 포상

부서원들과 참여 방법 협의 후 계획

총 7팀 (700만원 상당)

안 제출

개인 포상
계획서 항목

오프라인 포스터 게시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

인스타그램

•그룹 사보 내 홍보

•이메일로 초대장 발송

목적, 모임 형태,
활동 내용, 아웃풋,
운영방안 등

총 3명

독서캠페인

파라 신춘문예
북스타그램

북스타그램 우수팀/우수자, 여행 수기
우수작 시상 별도 예정

파라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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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우리는 재래시장으로 간다!

서울 중부건어물시장 & 부산 해운대시장
최근 여행의 핫플레이스 필수 코스로 ‘재래시장’이 뜨고 있다. 리뉴얼로 한층 깔끔해진 재래시장은 정감어린 풍경과 풍성한 먹을거리,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한 트렌디함까지 다양하게 갖췄다. 회사 근처에 숨어 있는 재래시장을 찾아 색다른 맛과 멋을 만나보자.

리모델링 후, 짠내 없는 깔끔함으로 변신
보리굴비 사러 중부시장으로

예스러운 모습의 중부시장과 리모델링한 신중부시장이 함께 공

결혼 2년차 새댁으로서 명절이 되면 양가 어른들께 어떤 선물을

으로 깔끔하게 정비되어서 인지 건어물 특유의 꼬리꼬리한(?) 냄

드려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이번 추석에는 고민 끝에 생선

새도 많이 줄었어요. 중부시장 안에는 골목 교차점 중간중간 해

중 별미라 꼽히는 ‘보리굴비’를 선물로 결정했죠. 국내 최대 건어

산물을 형상화한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포토존을

물시장 중부시장으로 떠났습니다. 비싸서 먹기 힘든 보리굴비라

만들었어요. 자칫 밋밋할 수 있었던 시장의 풍경이 한층 생기 있

고 생각하세요? 아직 살림 정보에 어두운 저도 믿고 구매할 수

어 보이죠?

있는 품질과 가격! 보증해요.

포인트

새댁이 푹 빠진 국내 최대 건어물 ‘중부시장’

아는 맛이 무섭다! 시장표 찹쌀 도너츠

전국 각 산지에서 직송돼서 제품이 신선하고 도매시장으로 가격이 싼 중부건어물시장은 파

시장을 돌다 보면 출출해지죠? 그때 ‘오장 도너츠’를 추천합니다.

라다이스 그룹 본사에서 가장 가까운 재래시장이에요. 1957년에 생긴 역사가 꽤 깊은 장

기름기 없는 담백한 맛이 일품이에요. 갓 튀겨내서 겉은 노릇하

소랍니다. 멸치, 오징어, 보리굴비뿐만 아니라 말린 버섯과 과일 등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어요. 함께 떠나볼까요?
파라다이스 투어 영업팀
박서연 대리

시중 건어물보다 20~30% 저렴한 ‘착한 가격’

info

위치. 을지로4가역 8번 출구
이용시간. 오전 4시~오후 7시

고 속은 촉촉한 찹쌀 꽈배기와 달달한 팥앙금이 포인트인 찹쌀
도너츠가 인기 메뉴예요.

존하고 있어요. 어제와 오늘을 동시에 볼 수 있죠. 통로가 전체적

포인트

시장이라고 헤매지 마세요. 골목마다 이름이 딱!
(오징어 골목, 굴비 골목, 멸치 골목, 옛골목, 먹자골목 등)

건어물의 천국! 과일도 말리고 생선도 말리고
크기부터 지역까지 다양한 건어물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젓갈을 비롯한 반찬류와 천연조미료, 견과류, 말린 과일과 생선
등 다양한 상품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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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다 친구야! 맥주의 단짝 ‘주전부리 세상’
해운대 시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즐기는 저만의 노하우는 ‘주전부리, 바다, 그
리고 시원한 맥주’입니다. 해운대 시장에는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전, 어

호텔 부산 객실팀 CS파트
차경진 사원

묵, 꽈배기 등 온갖 종류의 주전부리들이 있어요. 먼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주

바다와 주전부리,
그리고 맥주 ‘해운대 전통시장’

’어머! 이건 꼭 사야해’
해운대 전통시장 최애 쇼핑 리스트

부산 해운대는 사시사철 여행객으로 붐비는 곳이죠. 볼거리

2. 해운대를 표현한 핸드 메이드 캔들

가 많은 곳이지만 정작 ‘해운대 전통시장’은 모르고 지나치는

3. ‘못난이 꽈배기’에서 파는 700원짜리 찹쌀 꽈배기

전부리를 고르고 시장 마지막 골목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요. 그
리고 해운대 백사장에 앉아서 먹는 겁니다. 일몰에 맞춰가면 멋진 버스킹은
덤입니다!

1. 시장 입구에 위치한 ‘해운대 명품호떡’의 1,000원짜리 꿀호떡

포인트

주전부리 사서 해운대 백사장으로 GO! 돗자리 챙기세요.

사람들이 많아요. 100년의 역사를 가진 이곳은 2008년 환
경 정비를 해서 지금의 깔끔한 모습을 갖추게 됐어요. 풍성
한 먹거리 만큼 부산만의 ‘情’을 갖고 장사하시는 상인 분들
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는 곳이랍니다.

규모는 작지만 알찬 먹거리에 감동 물결

info

위치. 해운대역에서 도보로 8분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타 전통시장들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크지 않지만 깔끔하고,
각기 다른 맛들을 자랑하는 상점들이 매력적인 곳입니다. 백
종원이 선택한 ‘상국이네 떡볶이’와 ‘소고기 우엉김밥’, ‘새우
만두 등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백종원의 Pick! 상국이네, 24시간 영업중

매콤달콤 중독성 강한 양념의 떡볶이와 속이 튼실한 순대가
유명해요.
가격. 떡볶이 4,000원 / 순대 4,000원 / 튀김(5개) 4,000원 / 오뎅
(4개) 3,000원

노홍만두칼국수

여러 종류의 만두와 시원 칼칼한 칼국수를 같이 판매하고 있
는 유명 맛집입니다. 튼실한 새우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새
우만두는 이 집의 베스트 메뉴에요.
가격. 새우만두 6,000원 / 손 칼국수 5,000원

즐길 것도 풍성해 ‘버스킹 & 플리마켓’
해운대 전통 시장은 주변에서 여러 가지를 함
께 즐길 수 있어요. 시장 입구부터 끝까지 걷다
보면 구남로 거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들려오는 길거리 악사들의 음악이 마음을 간지
럽힙니다. 또한 매주 금/토에 열리는 <문화거리
플리마켓>에서는 소녀감성을 돋우는 여러 종류
의 악세서리 등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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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의 완성

올해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 새해에 다짐했던 포부와 계획들을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며 창대하게
시작한 다이어트, 자격증, 여행, 운동 등의 목표 달성율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Check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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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실천 의지에 가장 큰 공을 세운 ‘페이스메이커’는?
33%

2019년 계획, 작심삼일로 돌아갔나요?

19%

파라디안의 목표달성 중감점검

15%
14%
10%

I can do it ‘내 자신’

사랑의 힘으로 ‘연인이나 반려자’

동고동락하는 회사 내 ‘동료’

위로와 충고의 서라운드 ‘친구’

언제나 믿어 주시는 ‘부모님’

4% 유레카의 메시지를 던지는 ‘롤모델’
4% 기타
1% SNS 속 긍정의 감시자 ‘커뮤니티 멤버’

올해! 이루고 말겠다고 세운 새해 목표는? (다중 선택)
17%

현재! 2019년 나의 계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법 ‘운동’

35%

30대·50대 1위

14%
13%

뱃살 튜브와의 영원한 이별, 다이어트

26%

스펙 업그레이드 자격증 정복

절반의 성공?!

1/3 달성, 노력은 가상했는데

20대 1위

13%

18%

국내외 여행하며 재충전

18%

9% 나만의 힐링 포인트 ‘이색 취미 활동’

절반 이상,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여전히 첫 걸음, 시작만 창대했구나

3% 90%이상 달성, 고지가 눈앞이다!

9% 오붓하게 보내는 가족과의 시간
40대 1위

7% 독서 50권, 전시회 3회 등 문화 생활
6% 외로운 솔로 탈출! 연애 및 결혼
5% 중독성보다는 습관이 문제 ‘금연
4% 한 잔의 유혹도 떨쳐내는 ‘금주’
3% 기타

자체 평가한 파라디안의 새해 계획 실천율은 ‘절반의
파라디안의 새해 목표
1위는 건강, 2위는
다이어트로 신체적인
건강
에 대한 계획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들여다보
면 20대
는 1위로 자격증 정복
, 2위로 다이어트를
최우선 계획으로 꼽았
으며,
30대는 운동이 1등
, 재충전 여행을 2위
로 꼽았습니다. 40
대는
가족
과
의 시간을 새해 목표
1위로 정했습니다.
세대별로 삶에 있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지 알 수 있는
답변입니다.

성공’ 이하가 79%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좌절 모드는 금물! 우리에게 아직 절반의
2019년이 남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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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실천 의지를 꺾었던 주요 원인은 무엇이었나?
40%
18%
12%

불치병 같이 낫지 않는 ‘게으름’

실천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는?

눈앞에 있는 ‘바쁜 업무 처리’를 위해

어디로 새는지 모를 월급 ‘금전적 문제’

이 또한 지나가리~

9%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는 습관’

괜찮아, 이미 넌 잘 하고 있어

9% 골골하기 시작한 ‘건강상의 한계’

지켜보고 있다
7% 가족이나 연인, 친구 등 주변인과의 관계

10년 뒤 인성을 생각해라.
내일보다 젊은 오늘!

5% 기타

게으른 니가 싫지 않아?

자기 반성의 시간이네요! 불치병 같은 ‘게으름’이 세대를 초월한 목표달성 실패 원인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룰 때도, 혹
은 실패할 때도 모든 원인을 ‘본인 스스로’에게서 찾는 파라디안이네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외 실패 원인으로는 자기 자신이 컨트

Just Do it

롤 하기 어려운 ‘바쁜 업무’와 ‘금전적 이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신차려

거울을 봐라.
실행력을 높인 나만의 꿀팁은?

일보후퇴 10보전진
늙어서 가난은 불행이다

30%
18%

15%

목표를 향해 함께 달성할
경쟁자 만들기

15%

나노 단위로 쪼갠, 구체적이고
자세한 계획서

14%

3일마다 세우는 작심삼일!
단기간 계획으로 동기부여

8%

오늘만 산다

나의 계획을 주변에
떠벌려서 소문내기
작은 성과에도 스스로에게
확실히 보상하기

기타

쫌~~

아직 4개월 남았다

그렇게 살래?
내일을 어제처럼 맞이하지 말자.

수고했어 오늘도 (토닥토닥)
선정된
‘소문내기’가 실행력을 높이는 1위로
니
이유는 ‘긍정의 감시자’가 필요함을 의미합
할
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이 눈을 뜨려고
있도록
때 주변인들이 긍정적 감시자가 될 수
. 2위는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녀야겠네요
경쟁자
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20대
40대
만들기, 30대는 작은 성과에 보상하기,
로 각각
는 동기부여와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여
동기부
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50대
다는
를 1위으로 꼽았는데요. 주변의 의견보
수
자신이 지금껏 축적해온 경험치를 활용할
를 가장
있도록 ‘스스로 해내고자 하는 동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파라디안이 매년 계획을 세우는 이유 1위로 ‘가치 있는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해’라고 답변했습니다. 조금 더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기 위해 매순간 노력하는 파라디안의 인생관이 엿보입니다. 2위로 선정된 ‘지금에 안주하지 않기 위
함’은 파라디안의 성실성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답변 중 두드러진 특징은 2030세대에 비해 조금 더 자기의
삶에 대해 더 들여다봤을 4050세대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란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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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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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호신술 수업
Start

실전형 호신술?

어렵지 않아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호잇!
QR코드
활용해서
호신술
배우기

두둥!

카지노 워커힐 안전운영관리팀 & 오퍼레이션팀

무림의 고수 등장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예상치 못한 괴한의 공격을
받았을 때 파라디안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카지노 워커힐의 유단자들이 나섰다. 3교대로

손목을 최대한 세게 잡고
비틀어 빼는 게 중요해요.

늦은 밤 출퇴근이 잦은 딜러들이 호신술 일일클래스 참여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글ㆍ사진 편집실

선배, 평소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이라도…

괴한과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
맞게 재빠른 대처와 효과적인 제

카지노 워커힐
안전운영관리팀
최성욱
카지노 워커힐
오퍼레이션팀
김상혁

카지노 워커힐
오퍼레이션팀
성유진

카지노 워커힐
안전운영관리팀
장혜경

압에 대한 수업이 진행됐다. 실
카지노 워커힐
오퍼레이션팀
강세진

전 상황에 맞게 여러 차례 반복

카지노 워커힐
오퍼레이션팀
장준호

하자 호신술 동작의 정확도와 속

쉿!

도가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강사
로 나선 유단자 장혜경 대리와

실전처럼 해야지!

최성욱 사원은 직원들이 실제로
긴급할 때 사용해야할 동작이기
때문에 손동작과 공격의 강도 등
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손목을 잡혔을 때
이렇게 넘기라는 거죠?
이거 공격이
너무 신난 것 아니오

동기님~ 살살 합시다!

앗!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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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술 권법 전수
#1

정면에서 손목을 잡혔을 때

#4

한발을 앞으로 디디며 순식간에 손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팔꿈치로 안면 강타

상대의 손목을 꽉 쥔 채, 다른 손으로 상대의 삼두근육 부분을 세게 누른다.

비
틀
어
빼
기

#2

정면에서 한손으로 멱살을 잡혀 제압할 때

내
려
치
기

전
광
석
화

삼
두
근
육

정면에서 손목을 잡힌 후 제압할 때
상대방의 손목을 놓치지 않게 꼭 잡고 상대의 팔을 잡아당기며 본인이 한 바퀴 회전
Point 자신 쪽으로 팔을 순식간에 당겨야 상대가 넘어질 수 있어요

회 회
오 전
리
#5

뒤에서 끌어안아 팔 사용이 힘들 때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는 동시에 두 팔을 힘껏 올려 공간을 만든다.
Point 남은 공간을 통해 재빠르게 도망가기

#3

권 기
법 마
자
세

정면에서 두손으로 멱살을 잡혔다면?
양손이 풀리지 않게 깍지를 끼고 체중을 실어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려칩니다.

내
려
치
기

깍
지
끼
고

한 시간 남짓 호신술 클래스에 참여한 성유진 사원은 “딜러의 경우 3교대로 일을 하고 있어 늦은 밤 출퇴근할 일이 많아 무서
울 때가 있었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 호신술을 배우면서 한결 마음이 편해 졌다”며 뿌듯해했다. 여동생이 있는 장준호 사원
은 잊지 않고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동작을 전수할 참이다. 유단자로서 열성을 다해 재능기부 한 장혜경 대리, 최성욱 사원 덕
분에 파라디안의 안전지수가 2% 상승했다!

글로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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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PICK!

가족형
‘제이파크리조트’

•한국인 이용객이 많은 만큼 직원들의 센스 있는 한국어 실력
소통지수
•부모님 취향저격! 리조트 조식 서비스로 ‘한식 레스토랑’
배려지수

제이파크리조트는 방문객의 80% 이상이 한국 사람인 만큼 한국
인에 대한 남다른 서비스로 소문난 곳이예요. 모든 직원들이 간단
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서 어르신들도 의사 소통하는데 불편함
이 없답니다. 저 같은 경우, 평소 호텔을 이용할 때 조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부모님까지 동행한 여행이
라 현지식이 입맛에 맞을까 노심초사했죠. 그런데! 조식 이용 레
스토랑이 2개더라고요~ 그 중 한 개는 바로 ‘한식’이었죠!

카지노 부산
오퍼레이션팀
김순주 기자

스냅사진

•여행지에서 남기는 우리 가족 인생컷! 스냅사진 서비스
친절도

김家네 첫 해외여행,
세부 호캉스 즐기기
계열사 소식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현장을 누빈 카지노 부산 오퍼레이션팀 김순주 대리. 그 열정을 인정받아 우수 사보기자로 선정돼,

레스토랑에서 본 해변공연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풍성한 공연
볼거리

가족 첫 해외여행의 추억을 남기고 싶어, 제이파크리조트 내 한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데 갑자기 불쇼가 시작됐어요.

국인이 운영하는 스냅사진전문 ‘모뉴멘트’ 사진관에 예약을 했

물 속에서 뜨거운 불쇼를 감상하는 게 이색적이더라고요. 무용수

어요. 스냅사진 전문관으로 리조트 내 포토존에서 개인, 가족 등

와의 포토타임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아요~

을 대상으로 사진촬영을 해주고 있어요. 손님이 원하는 모든 콘

저녁을 먹기 위해 찾은 테라스 레스토랑 ‘하바나’에서는 미리 예

셉트를 친절하게 촬영해주는 센스! 금액을 추가하면 옷 대여는

약만 하면 해면 공연이 잘 보이는 좋은 자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

물론 정밀한 포토샵도 가능하답니다.

어요. 어쿠스틱부터 댄스, 퍼포먼스 등 다양한 야외 공연을 보며,

포상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와 함께하는 첫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휴식을 테마로 잡은 김家네 가족들은 세부에서 제대로 호캉스를 즐기고
왔다! 세부 곳곳에 숨은 힐링 포인트를 들여다보자!

그릴요리와 타파스 등을 즐길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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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tour
우리 가족만의
프라이빗 단독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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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곳곳을 누비며, 스노클링부터 해산물 뷔페까지
맞춤형 서비스

배를 타고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는 호핑투어를 단독으로 신청해
우리 가족끼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편안하고 즐
거웠어요.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에 맞춰 픽업 서비스가 가능해 이
동에도 무리가 없었죠. 올랑고섬과 날로수완섬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고 해산물 뷔페와 열대 과일로 완벽한 점심을 마쳤어요. 식사
후 가이드의 기념 촬영도 놓치지 마세요!

START

여행가서도 워커홀릭?
제이파크리조트 카지노 견학

카지노 입사 6년차 딜러이지만 해외 카지노를 많이 접하지는 못했어요. 필리핀 카지노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가족과 함께 게임을 한다

Tip

늦은 저녁
필리핀 여행?
리조트에서
배달음식 Call

필리핀은 총기 사용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두워지면 절대 숙소 밖을 나가지 말라는 말
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리조트 외부에서 할 경우 픽업서비스가 잘되어 있고 배달음식
이 리조트 내로 반입이 가능해요. 저희도 호핑투어를 마치고 시간이 늦어져서 카카오톡으로
맛집을 찾아 배달음식을 시켰어요. 피곤한 상태였는데 간편하게 룸안에서 현지음식을 즐기
는 것도 꽤 좋은 시간이었어요.

는 생각에 설렜던 것 같아요. 손님의 입장에서 제이파크리조트 카지노 딜러의 딜링 실력, 서비스, 규칙 등 여러가지 면을 파라다이스와
비교해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고객을 대하고 있는지도 생각하게 됐어요.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으로 온전히 우리만의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통해 평생 잊을 수 없는 세부에서의 좋은 여행을 보낸 것 같아 감사합니다.

1박 아니죠~
숙박비도 절반,
半박의 품격!

여행객들이 밤이나 새벽 비행기를 탈 때 숙박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저희도 새벽 비행이라
숙박이 문제였어요! 그때 잠시 쉴 수 있는 半박 업체를 찾았죠. 숙박비도 반값이고 공항까지
무료로 픽업해줘서 200% 만족했답니다. 또한 시내투어를 원하면 숙소에서 차량 연결 서비
스도 해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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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그룹
임직원 전용 특가

파라다이스시티 이벤트 & 공연
10월 1일~13일

10월 1일~27일

RAMADA 속초 호텔
이용 기간: 2019년 11월 30일까지

•디럭스 더블룸 or 트윈룸
•일-목 85,000원 / 금 100,000원 / 토 170,000원
플레이모빌 팝업 스토어 및 체험 〔플라자〕

•조식뷔페 1인 25,200원 (사전 추가 조건)
•아쿠아 패밀리풀 1인 11,000원 (어린이풀, 성인/유아 요금 동일)

씨메르 1주년 이벤트 Fall in Cimer
‘풀파티&경품’ 〔씨메르〕

예약하기

10월 18일~11월 3일

RAMADA 속초 예약실 02-597-3063~8
★예약시 ‘파라다이스 임직원’임을 밝히면 상기 요금 적용

※ 취소 수수료: 이용 3일전 무료, 2일전 50%, 1일전/당일/No-show시
		 100%의 객실 이용료 부과
※ 체크인 시 호텔예약실의 예약문자(캡쳐) 제시 필수

10월 26일

제주 다인 오세아노 호텔
이용 기간: 2019년 11월 30일까지

파라다이스 아트랩 전시

•디럭스 트윈(저층) 일-목 150,000원 / 금-토 180,000원 / 연휴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 파라다이스ZIP〕

(10/3-5) 210,000원
•조식뷔페 1인 15,000원 (사전 추가 조건)
•인피니트풀 이용 무료, 카바나 할인권 제공, 호텔 내 투썸플레이스 	

Future club &
Halloween party 〔크로마〕

아메리카노 1+1 쿠폰 제공
예약하기

파라다이스투어 송연정 과장 02-2260-2025
yjsong@paradian.com

※ 취소 수수료: 이용 7일전 무료, 6-4일전 40%, 3-1일전 50%,
당일/No-show시 100%의 객실 이용료 부과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할인 50%
•정상요금에서 50% 할인(주중, 주말 가능)
•본인 포함 동반 4인까지 가능
•스파 이용시에 한함

•유효기간 연장 불가

•쿠폰 미지참시 적용 불가

•문의 041-537-7100

•유효기간 2019년 11월 30일 까지

•10월 10일~17일 휴장으로 이용 불가

가을 한정 디저트 메뉴

10월 추천 와인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비노파라다이스

GARDEN CAFÉ SWEET DELIGHT
환상적인 맛 때문에 입 속에서 번개처럼
사라진다는 에끌레어.

늦가을 제철 식재료 ‘굴과의 꿀조합’
도멘 사뮤엘 빌로 샤블리

파라다이스 호텔 가든 카페에서 밤, 사과, 깨 등 한국의 가을
식재료로 만든 쁘띠 에끌레어 8종 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판매 기간: 10월 31일까지

<PARADISE> 사보 기자단
주소가 변경된 직원은 각 사 사보기자 메일로 기존 주소와
변경 주소를 보내주세요.

카지노 부산

김순주 대리 soonju55@paradian.com

카지노 제주 그랜드

김호현 사원 ahdslcjswo@paradian.com

호텔 부산

이동영 과장 leedy@paradisehotel.co.kr

스파 도고

이여진 주임 jin0122@paradise.biz

사보 편집장

오재록 상무 ojr@paradian.com

투어

송연정 과장 yjsong@paradise.biz

깊이 있는 우아함으로 샤블리 최고 와인 중 하나로 꼽히는 ‘도멘 사뮤
엘 빌로 샤블리’는 바삭한 산도와 미네랄 느낌으로 굴과 함께 곁들여
마시면 바다 바람을 마주한 듯한 풍미와 함께 상쾌함을 즐길 수 있다.

본사

박보은 대리 pbe0402@paradian.com

비노파라다이스

정보경 대리 bk.jung@paradian.com

카지노 워커힐

임양현 대리 yhlim@paradian.com

PCH

김용화 대리 yonghwa@paradian.com

김성은 대리 ksekse@paradian.com

복지재단

최종윤 사원 yooni815@paradise.or.kr

임직원 판매가: 72,000원  44,000원
구매 문의: 한지희 대리 vinoparadise@paradian.com

PSS(카지노 GM)

최평욱 사원   160334@paradian.com

문화재단

신지나 대리 ginashin@paradise.or.kr

PSS(리조트 GM)

정두리 사원 jeongduri@paradian.com

한국현대문학관

서영란 차장 shi1997@paradise.biz

고은영 사원 key121@paradian.com

계원예중·고

김혜영

choco1129@korea.kr

장
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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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 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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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월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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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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