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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관심이 온통 맛집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当�时代，
“���”可谓是��关�的�点，也是我

하는 단어 중 하나가 ‘맛집’일 것입니다. 경영인으로서 체

�业经营�，我��体������的�大�力，一

在门户����栏里�常输�的词语�一。作为一�

아닌 시대입니다. 저 또한 포털 검색창에 가장 많이 입력

감하는 맛집의 위력도 막강합니다. 맛집 한 곳이 상권을

����可�担当为����的重�⻆�，带动地�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백화점이나

认可。我们也常常��闻报�中��，���论是百

经济发�，�的���力和辐��应早已得���的

살리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그 잠재력과 파급력에

货��还是大型购物中�、购物街，��是���，

대형 쇼핑몰, 아케이드를 넘어 오피스 빌딩까지 유명 맛집

�在进行�����抢夺战。同样，一����于�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오

饮业�巅的酒�行业也不��，�何���性�的�

랫동안 다이닝의 최정점에 있던 호텔들도 예외가 아닙니

�，是他们正在面临的�挑战。

다. 차별화된 미식을 선보여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장을 받

百乐��城也���受这一挑战，自开业前��在�

아 들고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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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시티 역시 그 도전장을 받아 들고 개장 전부터

F&B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명성 높은 톱 셰프들을 전

격 스카우트하고 미슐랭 2스타에 빛나는 싱가포르의 임페

Chairman of PARADISE GROUP
Phillip Chun

�休闲�饮的�场，我们严�挑选�有口��的国内

을 엄선해 포진시켰고,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카페와 펍, 바

�厅、酒馆和酒吧。

����，��布阵，这当中包括颇��围的时尚咖

만날 수 있는 플라자에는 이미 검증을 마친 국내외 맛집들

但百乐��城的�饮�不����在�����，目

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前�饮��不���综�体验，成为��内�传递的重�一环。这一观点�国

하지만 파라다이스시티의 F&B는 단순히 맛집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다. 이

제 식문화는 즐거운 경험을 포함한 문화적 콘텐츠로 진화 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

际知�经营顾问Pine, J.和Gilmore, J.于1998 年首�提�的“体验经济

니다. 이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파인(Pine, J.)과 길모어(Gilmore, J.)가 1998

（Experience Economy）”有���关联。也�是说，��顾�想�的，是超

은 제품과 서비스 그 이상의 개별화된 경험을 원한다는 것이죠. 요점은, 경험 경제 시

服务、�围、故事�节、内�等�种���和谐��，提供一种有思想、有内�

년에 처음 제시한 ‘경험 경제(Experience Economy)’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제 고객

�产品和服务的�性�体验，其重点可�括为，在体验经济时代，��的味�、
的“综�体验”。

대에는 미식이 맛, 서비스, 분위기, 스토리텔링, 콘텐츠 등 다양한 요소에서 즐거움을

我们�常自�地说，综��假�百乐��城是一�可�尽�这种��综�体

느끼는 총체적 경험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验的地�。�百艺阁为首，��艺术佳作�布于���假�，给�间��艺术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는 이러한 미식의 총체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 자

부합니다.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를 필두로 한 수많은 아트 피스가 불어넣는 예술

气�。��、克�、�乐堡、�场等娱乐设�带来的��体验，不但为��现

로운 경험은 혀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미각을 새롭게 일깨우고 즐거움과 감동을 전

��城�饮��独一�二的��。

舌�上的盛�，更�唤��的��，带来��欢乐��动。我认为这正是百乐

적 감흥, 씨메르와 크로마, 원더박스, 플라자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선사하는 다채

하기에 충분하지요. 바로 이 점이 파라다이스시티 미식 문화의 전무후무한 차별점이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어땠어?”라는 질문에 “맛있었어”가 아니라 “정말 재미있었어”라는 대답이 나올

这里，是一�当别�问�“�里�样”时，�的回�不是“味�不错”，而是

“�有�”的地��这里，是一��满�喜欢乐的����界。欢��临，这里
�是百乐��城。

수 있는 곳. 전에 경험하지 못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미식의 신세계, 파라다이스시티

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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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声显赫的顶级�师，�在韩国�先�进荣获米其林
进一�提升�酒��级�饮的��。同时，在可�尽

리얼 트레져를 국내 최초로 입점하는 등 호텔 파인다이닝

***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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饮�面倾���大�力。首先，我们大举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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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果���的是百乐艺术酒�，��一�不�错过“Lounge & Bar SERASÉ”。

아트파라디소에 체크인했다면, ‘라운지 & 바 새라새’에 꼭 들러보길 권한다.

不但有�时���的“�式浓缩咖�马�尼”等各种��鸡尾酒，

‘에스프레소 마티니’같이 다채로운 칵테일을 시간대별로 선보이고

��还�有鹅肝酥饼(Foie gras gaufrette)、玉米�油皮�饼(Pita bread corn cream)

푸아그라 고프레트(Foie gras gaufrette), 옥수수 크림 피타브레드(Pita bread corn

等不同口味的���小吃供�品尝。

cream) 등 매일 다른 맛의 타파스까지 즐길 수 있다.

조금은 호사스러운 휴식을 원한다면, 휴식도 예술이 되는 곳 ‘라운지 파라다이스’에서

�果�寻�的是�华式休�，则可来�休闲�艺术的“百乐�”，

정통 애프터눈 티 세트의 정석을 따른 푸짐한 3단 트레이와 로제 스파클링 와인의

秉�经典下午�的��，使用三层��点�，��配玫�气�酒，

点上一�“下午���”，拥有一����难得的午�。

‘애프터눈 티 세트’와 함께 오후의 사치를 누려보자.

�现给�一���的“贵�风”�调。

마리아주가 ‘귀족풍’이라는 수식과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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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咖�”，�受独一�的甜���吧。

달콤한 휴식을 원한다면, 파라다이스 호텔 & 리조트 1층 ‘가든카페’로

이국적인 분위기의 휴식을 원한다면, ‘씨메르’가 목적지여야 한다.

�你想�体验�国别样的风�，�过轻�惬�的休闲时�，

따사로운 햇살 아래 널찍한 선베드에 누워

���酒、鸡尾酒等各种丰�的饮品�，鲜�果汁更是不可错过。

망중한이 찾아온다.

�在宽软��的日���上，�来一��味的鲜�果汁，

발길을 옮겨보자. 큰 유리창으로 햇빛이 밀물지듯 파고드는

��咖���于百乐��酒���假�的1层，�饰有大大的落地玻��，

맥주와 칵테일 등 마실 것이 넘치지만 일단 생과일주스를 주문해보자. 유리 천장으로 쏟아지는

복잡했던 고민도 썰물처럼 멀찍이 물러난다.

一�浓郁的�式咖�，一块甜甜的蛋糕，�落�舌�的一�，

갓 짜낸 생과일주스를 마시다 보면 한겨울에도 멀리 남국으로 떠나온 듯

阳��过玻�一涌而进，营���闲��的�调。

여유로운 정취 속에서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과 진한 에스프레소 한 모금을 즐기다 보면

�有的烦闷思绪��也�潮落�渐渐�散。

相�“��”�是�佳选择。

温�的阳��过�净的玻���洒落下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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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时此����北地�������漫南国一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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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world

现场�乐厅“乐碧”让你暂时��单调�味的日常�嚣。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다면, 라이브 뮤직 라운지 ‘루빅’이 정답이다.

30 여 종의 엄선된 칵테일부터 샴페인, 와인, 보드카, 진, 럼, 테킬라, 위스키까지

这里提供有30�种�选鸡尾酒，��香槟、红酒、伏��、�酒、��酒、

선택이 어렵다면 ‘루빅 시그니처 칵테일’을 추천한다.

我们���先品尝“乐碧招�鸡尾酒”。

龙舌兰酒和�士�等各种酒�，应有尽有，其中，

그야말로 모든 주종을 즐길 수 있는데,

招�鸡尾酒的独��饰物还�有������。

특별한 데커레이션에 행운의 기원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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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tte main duty free

shinsegae gangnam

02 32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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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지 & 바 새라새 ― 유럽의 식음료와
한국적인 재료의 색다른 퓨전

– 위치: 아트파라디소 3 층

– 운영 시간 : 애프터눈 티 12:00 – 18:00,
바 18:00 – 02:00

– 문의: 032 729 5010
LOUNGE & BAR SERASÉ ― �式�饮

风味�韩国�材的����

– ���百乐艺术酒�3层

– 营业时间�下午� 12:00 –18:00，
酒吧 18:00 – 02:00

– �询�032 729 5010

라운지 파라다이스 ― 음악이 흐르는
로비 라운지

– 위치: 파라다이스 호텔 & 리조트 1층
– 운영 시간 : 월 – 화 10:00 – 24:00,
수 – 일 10:00 – 23:00

(런치 10:00 – 14:00, 애프터눈 티

14:30 – 18:00, 음식 11:00 – 22:00,

스낵 18:00 – 23:00)

– 문의: 032 729 2220

가든카페 ― 유럽의 정취를 지닌 카페

– 위치: 파라다이스 호텔 &리조트 1층
– 운영 시간 : 10:00 – 22:00

– 문의: 032 729 2262

��咖� ― �式风�的咖�馆

– ���百乐��酒���假�1层
– 营业时间�10:00 –22:00
– �询�032 729 2262

百乐� ― 乐声�扬的大堂

– ���百乐��酒���假�1层

– 营业时间�周一 �周二 10:00 –24:00，
周三�周日 10:00 –23:00

(早午� 10:00 –14:00，

下午� 14:30 –18:00，用� 11:00 –22:00，

小吃 18:00 –23:00)

– �询�032 729 2220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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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메르 ― K – STYLE 데스티네이션 스파

– 운영 시간 : 월 – 금 10:00 – 19:00,

p5.
RUBIK

루빅 ― 색다른 공연을 만나는
라이브 뮤직 라운지

주말 및 공휴일 10:00 – 22:00

– 위치: 파라다이스 호텔 & 리조트 1층

홈페이지 확인

– 문의: 032 729 2209

* 시설별로 이용 시간 상이하니

– 이용 안내 : 만 10세 이상 또는
신장 1. 3m 이상 입장 가능

– 문의: 032 729 7700

�� ― K– Style�品��疗中�

– 营业时间�周一�周� 10:00 –19:00，

– 운영 시간 : 수 – 일 19:00 – 02:00

乐碧 ― 带来����的现场�乐厅

– ���百乐��酒���假�1层

– 营业时间�周三�周日 19:00 – 02:00
– �询�032 729 2209

周末&节假日 10:00 –22:00

밤의 열기를 느끼고 싶다면, 클럽 ‘크로마’의 1층 뮤직 라운지에 가보자.

来�俱乐�“克�”1层的�乐酒�，尽��受��的�热�力吧。

시그니처 음료인 ‘핑크 파라다이스’를 비롯해 다양한 드링크 메뉴를 선보인다.

招�饮料“��百乐��”等各种饮品应有尽有。

周三�周日，��6点�开�的��，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 6 시에 문을 여는 이곳에서는

华���的灯�、����的鸡尾酒，这�是一�����的��。

화려한 조명 아래서 더욱 화려한 칵테일 한잔은,
화려한 오늘 밤의 복선이다.

크로마 ― 나이트라이프 데스티네이션

– 운영 시간 : 뮤직 라운지(1층) 수, 목, 일

18:00 – 02:00, 금 – 토 18:00 – 04:00 /
1st 스테이지(2층) 공연 편성 시 운영 /

2nd 스테이지(2층) 금 – 토 21:00 – 04:00 /

스카이박스(3 층) 공연 편성 시 운영 /
비치클럽(4 층) 공연 편성 시 운영

– 문의: 032 729 7600 – 7602
克� ― �生活打�胜地

– 营业时间��乐酒�（1F）

周三、周�、周日 18:00 – 02:00，

* 各设�项目的营业开�时间不同，

周��周� 18:00 – 04:00 /

– 使用事项��10周岁�上或��超过

�二��（2F）周��周� 21:00 – 04:00 /

详�请����

�一��（2F）有����时开� /

�中包厢（3F）有����时开� /

1.3m�上�士�内

– �询�032 729 7700

�滩俱乐�（4F）有����时开�

– �询�032 729 7600 –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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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dream

p.pictorial

E

Lee Sang-hyun, Editorial Team
P

Kim Yeong-jun
S

Jun 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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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 Heung-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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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M

Choi Soo-il, Seoulbase
M
D

Kang Nam-ju
컨벤션 로비에 놓인 디자인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작품 <파라다이스
푸르스트>.

파 라 다 이 스 시 티 에 서
어 떤

잠 들 지

꿈 은

않 는 다.

百 乐 � � 城 ，
� � 成 � 。

어 느

나 는

집 채 만

날

내

밤,
한

방

낯 선

침 대 가

의 자

인 기 척 에

위 에

아 니 라

누 워

눈 을
있 었 다.

떴 을

때

摆�在��中�大堂的

设计大师亚历��罗·门�尼

（Alessandro Mendini）的作品，
《百乐���鲁��》

某 � ， 在 陌 生 动 � 中 � 来 ，
� 在 � 处 � � � 自 � � 上 ，

而 是 � 处 于 一 � � 一 张 � 大 椅 �

的 � � 间 里 。

하 지 만

마 치
전 혀

길 이

만 화 경

다 른

하 나 로
처 럼

세 상 이

이 어 져

눈 을

뜨 고

펼 쳐 졌 다.

있 진

감 을

않 았 다.

때 마 다

� 而 此 处 � � � 这 一 � 路 ，
� � 同 万 � 筒

一 样 ， � � 一 下 � � ，

14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 리조트와
플라자를 잇는 특별한 통로,
파라다이스워크.

눈 앞 에 는

유 혹 하 듯
나 는

홀 린

다 른

세 계 로

신 비 롭 게

사 람 처 럼

놓 여

그

안 내 하 는

있 었 고,
길 을

길
따 라

百乐��城酒���假�和�场

�间的�别��，百乐巷。

이

� 前 有 一 � �

걸 었 다.

而 我 � � � � � � � ， 不 由 地 踏 上 � 这 � 路 。

诱 惑 而 � � ，

� � 一 � 界 的 路

15

� � 看 � 一 � � � 的 � 界 。

만화경처럼 사방이 거울과 유리로
장식된 클럽 크로마의 출입구.

�万�筒一�，�周��饰�镜�
和玻�的俱乐�克���口

거 인 이
크 고

두 툼 한
살 짝
집 어

손 끝 으 로
올 린

금 빛

커 튼

너 머 로

� � �

� 大 � � 的
指 �
轻 轻

撩 � 的
� � � 布

17

� �

1년 365일 바닷가에 놀러 온 것 같은

즐거움으로 가득한 씨메르의
아쿠아 스파 존.

세계적인 건축가 그룹 MVRDV 가
설계한 크로마의 독특한 파사드.

由�界���筑师事务�MVRDV�
设计的克�其正面。

은 빛

바 다

지 느 러 미

속 에 서

아 름 다 운
헤 엄 을

인 어 공 주 가

치 고

银 鳍 闪 烁 � � 的 � 鱼 � 主
在 大 �

里 畅 �

������在�边�假�乐�的
�����疗�。

무 엇 보 다

18

모든 객실이 스위트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럭셔리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

방

마 다

하 늘 을

마 법 사 의

나 는

흥 미 진 진 한

빗 자 루,

이 야 기 가

비 밀

노 트 와

숨 겨 져

있

투 명

망 토,

� � � 间

�有�间�为��的�华�品酒�，
百乐艺术酒�。

� � 有 � � 师 的 � � 笔 记 、

� � 披 风 、 飞 � 扫 � ，
隐 � � � 味 故 事 ，

19

언 제 나

그

나 인

이 야 기 의
곳.

주 인 공 이

而 且 故 事 的 主 � �

� 终 � 是 我 。

21

패밀리 테마파크 원더박스에서

在��主题乐园�乐堡可��赏�

카니발 쇼.

�年华��。

만날 수 있는 전문 무용수들의 화려한

어 느 새
살 을

나 는

다 가 온

맞 대 고

깨 달 았 다.

숲 속

한 바 탕

요 정

웃 고

들 과

떠 들 고

노 는

동 안,

和 � � 的 林 中 � �

结 � 儿 ，

笑 笑 闹 闹 、 一 � 玩 闹 时 ，
我 � 白 � 。

专业���员带来的华�

이 곳 에 서 는
어 느

나 는

날

꿈 이
밤,

눈 을

잠 들 지
떴 을

파 라 다 이 스 시 티 에

않 는 다 고.

此 处 � � � 可 成 � 。

때

某 � ， 一 睁 � ，

있 었 다.

我 � 在 百 乐 � � 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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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만남

��的
相�

대중문화와 클래식의 만남,

不�上�。大����经典的

파라다이스시티에서는 ‘만남’이 계속된다.

Lee A-reum, Editorial Team
PARADISE CITY

스타와 팬의 만남, 예술과 과학의 만남 등등
파라다이스시티가 주선한
이유 있는 만남.

1

1

2 ― 지난 9 월 28일, 크로마에서는

2

1주년을 맞아 세계적인 아티스트 줄리언

조던이 내한 공연을 가졌다.

3 ― 씨메르에서는 1주년을 기념해

씨메르 선셋 라운지를 개최했다.

各种各样的“相�”在百乐��城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흥겨운
디제잉 공연이 펼쳐졌다.

2 ― 9月28日，克�庆�一周年�际，

��、�星��丝的见面、

�界艺术�Julian Jordan来韩��。

艺术�科�的��等等，这些���发生在

3 ― 为庆�开业一周年，��举办�

��日落酒�活动。在��的

百乐��城。

�霞映照下，DJ们带来��热��的
打碟��。

SKY Festival

다시 만난 페스티벌 ―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

庆典回� ― 仁川�场 SKY FESTIVAL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이 작년에 이어

FESTIVAL”��年一样�旧在百乐��城的

지난 8월 31일과 9 월 1일 이틀간 ‘2019

8月31– 9月1日，
“2019仁川�场SKY

파라다이스시티 잔디 광장 ‘컬처파크’에서 열렸다.

草��场“���园”举行。��庆典足足

흥행 요인은 아무래도 첫날 개최된 K팝 콘서트.

是�一�举办的K–POP�唱��。

4만 5,000 여 명의 관람객의 방문을 이끌어낸

이날 레드벨벳, 청하, NCT 드림, 황치열 등

대표 한류 스타들이 무대에 올라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다. 이튿날에는 크로스오버 콘서트가 열렸다.
세계적인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
소프라노 신영옥,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

���4万5千�观�的��，�大的��点自�
当�Red Velvet、请夏、NCT DREAM、黄��
等�气韩��星������热�的��。
�二�举办的�界�唱�（Crossover

Concert）上，�界����纪�乐钢��史�

夫·贝瑞�(Steve Barakatt)、����唱�申

팝페라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를 비롯한 국내외

英玉、�乐剧�员Michael K. Lee、

선사했다. 한편 올해 페스티벌은 콘서트 외에도

���乐�带来��规�的户���。

유명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해 고품격 야외 공연을
중소기업,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이 참가하는

�行�剧组�Forte di Quattro等�内�
而且，�年的SKY FESTIVAL���唱��，

스카이 엑스포(Sky Expo),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还有中小型�业、�创型�业和��型�业�

트럭이 참여하는 스카이 마켓(Sky Market) 등

FUN FUN，跳��场和快�车��的

스카이 펀 펀(Sky Fun Fun), 플리마켓과 푸드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2

CHROMA and CIMER
celebrate one year

생일 축하합니다 ― 크로마 · 씨메르 1주년

生日快乐 ― 克�·�� 1周年

한 살 생일을 자축하는 특별 이벤트를 개최했다.

�别活动。�前一��请�界级艺术�的克�

크로마는 1주년 행사에도 세계적인 아티스트

Julian Jordan来韩��。作为一���予��、

�的SKY EXPO，儿�体验项目SKY

오픈 1주년을 맞은 크로마와 씨메르가 각각

SKY MARKET等各种丰���的项目活动。

먼저 그간 월드 클래스급의 아티스트를 초청해온
줄리언 조던의 내한 공연을 성사시켰다.

1 ― 2019 인천공항 스카이 페스티벌의

첫날 무대에는 레드벨벳, 청하,

NCT 드림 등 대표 한류 스타들이

무대에 올랐다.

有�“荷兰EDM SCENE未来�星”��的

�锐DJ，Julian Jordan的���现为9月28日

크로마 1주년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为庆�开业一周年，自9月21日�10月27日

克�一周年欢庆�����华�的��。

씨메르는 오픈 1주년 기념으로 9 월 21일부터

�一�月时间内，�周�、周日�举办

‘씨메르 선셋 라운지’를 개최했다.

想�的�是�于3层的�边际泳池，

인피니티 풀의 가슴속까지 탁 틔워주는 전망과

�带来����的打碟��。��日落酒�

10 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日落酒�”活动。提���，大��先

1 ― 2019年仁川�场SKY FESTIVAL

�一�，Red Velvet、请夏、

NCT DREAM等韩��星带来�

��的��。

씨메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풀인 3 층

活动的顾�还可�用由“�边际吧8”提供的

제공한 인피니티바 8의 시그니처 칵테일은 그날의

独��围���几��漫。更值得骄�的是，

분위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물들였다는 후문.

한편 씨메르는 한국관광공사 선정 ‘2019 웰니스
관광지’로 꼽히기도 했다.

23

在开阔的��和��的夕阳映衬下，�气DJ们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유명 DJ들의 흥겨운
디제잉이 펼쳐졌다. 선셋 라운지 이용 고객에게

22

值此佳庆，更是成功地�请���界艺术�

줄리언 조던은 ‘네덜란드 EDM 신의 미래’라고
불리는 촉망받는 신예 DJ로, 지난 9 월 28일

3

�来开业一周年的克�和���举办�周年庆

招�鸡尾酒，��的�味更是为当�的

��还�选�韩国��发�局评�的

“2019���生观�胜地”。

1

3

Nam Joo–hyuk Fan Meeting /
BLACKPINK Fan Meet–up

별이 빛나는 밤에 ― 남주혁 팬 미팅,

��星��� ― 南�赫�丝见面�·

파라다이스시티의 홍보대사 남주혁과 블랙핑크가

9月，百乐��城代��南�赫和BLACKPINK

블랙핑크 팬밋업

�在百乐��城举办��丝见面�。先是

9월 20일, 클럽 크로마에서 글로벌 팬들과

在俱乐�克�举办�面向���丝的见面�。

오세아니아 4대륙, 총 23개 도시를 순회하는 월드

大�洲�大洲共23�城�的�界�回�唱�

함께하는 팬밋업을 개최했다. 아시아, 북미, 유럽,

투어를 마친 후 가진 팬들과의 자리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어 9월 29일에는 배우 남주혁이
라이브 뮤직 라운지 루빅에서 팬들과 만났다.

지난 5월에도 루빅에서 팬 미팅을 개최했던 그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보건교사 안은영>의

촬영을 마친 뒤 다시 한번 팬들과의 오붓한 시간을
자청했다. 남주혁은 현재 영화 <조제> 촬영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랙핑크는 9 월 20일, 클럽 크로마에서
글로벌 팬들과 함께하는 팬밋업을
개최했다.

2 ― 9 월 29일에는 배우 남주혁이

라이브 뮤직 라운지 루빅에서

팬들과 만났다. 지난 5월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었다.

BLACKPINK�丝见面�

지난 9월 파라다이스시티에서 팬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먼저 올해 데뷔 3 주년을 맞은 블랙핑크는

1 ― 올해 데뷔 3 주년을 맞은

3

3 ― 올해 첫선을 보인 파라다이스

아트랩 쇼케이스 2019 가

스튜디오 파라다이스에서 열렸다.
총 10 팀의 아티스트들이 VR ,

�年�来��3周年的BLACKPINK于9月20日

모션 캡처, 위치 인식 시스템 등 기술

융합을 통해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관객 체험형 작품을

在成功地结束���亚洲、北�、�洲、

선보였다.

1 ― 9月20日，�来��3周年的

��，���此���地��丝们�见面，

BLACKPINK在俱乐�克�举办��

��丝见面�。

��更为不同。而5月在现场�乐厅乐碧举办�

2 ― 9月29日，�员南�赫在现场

�乐厅乐碧举办��丝见面�，

���丝见面�的�员南�赫则在9月29日

这也是继�年5月��，南�赫���

�丝们相约此处。

����丝们相约此处。�前��时间，他�

3 ― �年���场的2019百乐��艺

成�Netflix�创��《保�老师��英》的

术�验��览（Paradise Art Lab

Showcase 2019）在百乐�成功举办。

拍摄，目前则积���于电�《Josee》的拍摄

10�小组的艺术�们�过��VR、

映���、动作捕捉、��识别�统

�备中。

等科技，�����的观�体验型

作品，�现�艺术�的发�可�性。

2

4

paradise art lab
showcase 2019

미래의 예술을 엿보다 ― PAL 쇼케이스 2019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 주최· 주관하는

‘파라다이스 아트랩 쇼케이스 2019

(이하 PAL 쇼케이스 2019)’가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파라다이스시티 내 스튜디오

Paradise ZIP举行。�别策划的“百乐��艺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의

预见发现未来艺术的可�性，是百乐����

이번 쇼케이스의 주제인 ‘퓨처 마인즈(Future

����的主题是“未来�识(FUTURE

财�的艺术创作、制作��事业。

MINDS)”，�托�打破艺术�科技�间的界�，

삶이 가까워져 더 풍요로워질 미래의 삶을

未来艺术�生活更贴�、我们的生活更丰�的

선정한 총 10팀의 아티스트들은 1년여의

�来自于10组艺术�经过1年���备的作品。

준비 끝에 VR, 프로젝션 매핑, 모션 캡처, 위치
인식 시스템 등 기술의 융합을 통해 예술의

����。9月，�过征�评选，�终��

这些作品���VR、映���（Projection

Mapping）、动作捕捉、��识别�统等科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관객 체험형 작품을

�重观�体验，�现�艺术�样、�颖的

한편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관람객의 공감각적 전시

����为����观�的沉�式观�体验，

선보였다.

체험을 위해 AR 도슨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可�性 。

�别���AR讲�员应用��来提供作品说�，

작품 설명, 성인 및 키즈 음성 도슨트를 제공했다.

��成�和儿�语��说服务。此�，还有可

TALK’, 어린이 관객을 위한 ‘PAL×LEO

为儿��观�设�的“PAL×LEO项目”

또한 작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PAL

프로그램’, 오픈 강연 형태의 ‘PAL LECTURE’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25

Showcase 2019)”，于10月18日�11月3日在

术�验�”项目，主��力于��艺术的现在、

기대하는 마음을 뜻한다. 지난해 9월 공모를 통해

24

Lab Showcase 2019, �下简�PAL

현재를 탐색하고 미래 예술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Minds)’는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과

�赏����视频。

“2019百乐��艺术�验��览(Paradise Art
百乐��城内的百乐�和首�奖�洞

예술 창작�제작 지원 사업이다.

아래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해보세요.
扫描下面QR码，

由百乐����财�主办、主�的

파라다이스와 서울 장충동 파라다이스 ZIP에서
개최됐다. ‘파라다이스 아트랩’은 예술의

쇼케이스 하이라이트 영상은

窥�未来艺术 ― PAL SHOWCASE 2019

��艺术�关于作品创作故事的“PAL TALK”、

和�开�讲形式的“PAL LECTURE”等各种附

带项目。

2019년은 한국 영화가 100주년을 맞은 기념비적인 해다.

p.previous 2

2019年正值韩国电�诞生100周年，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영화 축제로 손꼽히는

�是里��式的一年。��认为韩国���电�奖的

이렇듯 뜻깊고 역사적인 해에 제40회 청룡영화상이

为���这���历史��的一年，�40�青龙电�奖

청룡영화상도 올해로 40 주년을 맞이했다.
이곳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렸다.

青龙电�奖也�来�40周年。

颁奖典�在百乐��城�重举行。

40th
청룡영화상 青龙电�奖

파라다이스시티 百乐��城

Blue
Dragon
Film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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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A-reum, Editorial Team
Park Dong-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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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화 <증인>으로 청룡영화상에서

첫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받게 된 정우성.
2 ― 청룡영화상 진행을 맡은

郑雨盛。

섰다.

��锡一�踏上�红毯。

수상자로 예측됐던 이정은이
<기생충>으로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由电�《�生�》的���荣获。

빛나는 <기생충>으로 여우주연상을

�主⻆奖。

김혜수와 유연석이 함께 레드카펫에
3 ― 의심할 바 없이 여우조연상
4 ― 조여정은 칸 황금종려상에

받았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청룡영화상의 황금빛 트로피를 연상시키는 클럽 크로마를 배경으

青龙电�奖的红毯仪式��于俱乐�克�，��闪闪的�筑��自�联想�

이기 어려운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자리인 만큼, 레드카펫 현장부터 열띤 취재

�艺�星。难得有�此��的顶级�星汇�一堂，红毯前��拍照摄�的记

본 시상식은 파라다이스시티의 허브, 플라자에서 열렸다.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颁奖典�在百乐��城�场举行。华�的颁奖���设�在百艺阁前面，

2

�们为�抢��佳视⻆���掌，提前点��颁奖典�的�热�围。

경쟁을 벌이며 시상식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而�围提�的电��和电�界相关�士�在的���设�在宽�的�场内。

앞에 화려한 시상식 무대가 설치되었고, 후보에 오른 영화인들과 영화 관계자들을 위

百乐��城�场的设计���于�大��罗伦萨�政�场，其��的规模和

한 객석은 드넓은 플라자 스퀘어에 마련됐다.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는 이탈리아 피

�华的气质，大大地烘托��40�青龙电�奖的品�。��，颁奖�的招待�

렌체 시뇨리아 광장에서 영감을 얻은 공간으로, 압도적인 규모와 럭셔리한 분위기가

3

则设�在�场内的现代韩�厅SERASÉ，让��电��可�在�重���的�

40회를 맞은 청룡영화상의 품격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리셉션은

플라자에 위치한 컨템퍼러리 한식 레스토랑 새라새에서 진행됐다. 웅장하면서 우아

间内，自由��地休�，�受顶级�饮��，保证为他们提供���便�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秉�的开场�讲，���彬的�喜�相、�英爱的压轴�场，����荣

的服务。

한 공간에서 영화인들이 자유로운 휴식과 함께 프리미엄 케이터링, 편리하고 안정된

获�佳作品奖的《�生�》电�组的获奖��，�40�青龙电�奖在欢声笑语

이병헌의 스피치로 시작된 오프닝부터 김우빈, 이영애 등 오랜만에 시상자로 무대에

����动中圆满落��。百乐��城也有�����一�动��间，在�星

오른 반가운 얼굴들, 그리고 최우수 작품상의 영예를 얻은 <기생충> 팀의 마지막 수

闪�的��下更���。

상 소감까지, 40회 청룡영화상은 웃음과 감동을 남기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파라

다이스시티 역시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하며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났다.

28

2 ― ��青龙电�奖主持��惠�和
3 ― �佳�配⻆奖正�预料中一样，
4 ― 赵��凭�戛纳��榈奖获奖

�片《�生�》荣获青龙电�奖�佳

4

青龙奖的��奖�，而前面铺�的��华�红毯上，�来��年韩国���的

로 레드카펫을 배치해 올 한 해를 반짝반짝 빛낸 스타들을 반겼다. 한자리에 쉽게 모

1 ― 凭电�《证�》首�荣获

青龙电�奖�佳男主⻆�荣的�员

29

1

2

1 ― <국가부도의 날>로 남우조연상의

7

영예를 안은 조우진.
2 ― <양자물리학>으로 신인남우상을
받은 박해수.

3 ― 영화 <미성년>으로 신인여우상을

받은 김혜준.

4 ― 칸의 여왕 전도연은 영화 <선물>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5 ― <나의 특별한 형제> 이광수가
청정원 인기스타상을 받았다.

6 ― 네티즌의 직접 참여 투표로

3

결정된 청정원 인기스타상을 받은
<극한직업>의 이하늬.

7 ― 조정석과 임윤아는 <엑시트>로

나란히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8 ― 정해인도 <유열의 음악앨범>으로

신인남우상 후보에 올라

파라다이스시티를 찾았다.
1 ― 凭�《国�破产�日》�得�佳

男配⻆奖的赵�镇。

2 ― 凭�《量�物理�》荣获��

男�员奖的���。

3 ― 凭�电�《未成年》荣获��

��员奖的���。

4 ― 戛纳�����带�电�

《�物》�围��佳�主⻆提�。

5 ― ���电�《我的�别兄�》的

��洙荣获��净园�气�星奖。
6 ― ��电�《��职业》的

���获得�由�友���票选�的

�净园�气�星奖。

7 ― 曹政奭、林�儿凭�电�

4

《���生》双双�围��佳男主⻆奖、
�佳�主⻆奖提�。

8 ― 凭�电�《��的�乐专辑》

�围���男�员奖提�的丁��也

来��百乐��城。

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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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조건

Won Yeong-in, art columnist
Park Myung-rae

��
时代，

��的
�件

전시 오프닝 행사에서는

무용가 김설진이 작품
<Aspect(white)> 앞에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览开�仪式上，���
Kim Seol-Jin在作品

《Aspect(white)》前带来�
����。

phys ical

기계
시대,

P

i ntern ational:

ran 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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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rem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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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예술의 결합’. 세계적인 아티스트 그룹

랜덤 인터내셔널(Random International)을 소개할 때
붙는 수식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 선보이는

작품 하나하나가 신기한 체험과 동시에 성찰을 이끌어내기

조응:
바라보기

‘차르륵!’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바닥에 놓여 있던

거울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쳐다본다. 불시에 눈을 맞추게
된 64개의 거울 속에는 관객 자신의 모습이 담긴다. 랜덤

인터내셔널의 2008년 작 <Audience>는 우리를 바라보는

기계의 시선을 경험하게 하는 작품이다. 금속 받침에 부착되어

때문이다. 랜덤 인터내셔널의 초기작과 가장 최신작을 포함해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거울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10점을 선보이는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의 전시

올려다보는 움직임 때문에 마치 생명체처럼 여겨진다.

<랜덤 인터내셔널: 피지컬 알고리즘(Random

그래서일까, 관람객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International : Physical Algorithm)>은

기계의 모습에서 인간을 향한 시선이 느껴진다. 우리의

지난 15년간 이들이 탐구해온 기술과 인간에 대한 실험을

움직임을 좇는 거울의 행동은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깊이 있게 소개한다. 최신 기술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무언가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기

체험하게 해주는 작품들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때문이다.

조건에 대해 생각해보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 인간과 기계의

정사각형 거울 200개가 벽면에 격자로 배열되어 있는

관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키워드 ‘조응, 모사, 개체’를 통해

<Fragments> 역시 관객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작품이다.

랜덤 인터내셔널의 작품을 살펴본다.

거울들은 사람이 작품 앞에 다가가면 제각기 다른 각도로
움직여 굴곡을 만든다. 움직이는 거울들은 관객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변형한다. <Audience>에서 바닥에 넓게
퍼져 있는 거울들은 시시각각 다양한 각도로 관객의

형상을 분석하듯 비추고, <Fragments>의 거울 파편들은

2

표면을 굴절시켜 형태를 조종한다. 이 작품들에서 기계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그 형태를 해석하는

것은 기계의 시각에 달렸다. 생명체처럼 우리를 따르는 기계는
‘인간과 기계의 관계는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한다.

科技�艺术的结�，是�绍国际知�艺术�体兰�国际

（Random International）时常用的�饰语，

这是�为他们�用��科技创作的�一件作品�为观�
带来�奇的体验，同时也���思。百艺阁的�览

“兰�国际�物理算�（RANDOM INTERNATIONAL :

呼应:
�视

走进�厅的�间，
“嗖”的一声，地面上摆�的

镜�一��头��，不经�间，观���64面镜��视，
看�镜�里���自己的形�。兰�国际2008年的

作品《Audience》�现的是���视��的视⻆，
镜�贴在�属��上，�上下、左右�动，

Physical Algorithm）”选�包括早期作品和��作品

由于�点头和�视，�此��是一��生�体。

�科技和��的����验。颇为矛�的是，

�们可��中�受��面���的视⻆。

也�让我们思���的�件。��，我们��过

�有一种�监视的�觉。

在内的10件兰�国际作品，���绍过�15年来他们

他们的作品在让观�����式体验��科技的同时，
“呼应、摹�、�体”这三�说���和��关�的
关键词来��兰�国际的作品。

或许是�为�此，当��转向观��动的�向时，
镜�����动作的行为让�觉得�奇而��怕，�为
�200面正�形镜�在墙上�成��状的

《FRAGMENTS》也是一件�回应观�动作的作品。

当�走�作品前，镜���向各不相同的⻆��动，��
曲状，观�的形�也��镜�的�动而变形�曲。

在《AUDIENCE》中，散布于地面上的镜�时�用不同
⻆�映照观�的形�，��是在��观�的形�。

《FRAGMENTS》的镜��片则是让�面�曲，操纵
1 — <Audience>
15× 25×15cm(each mirror),
mirror, metal cast bases,
motors, custom motion tracking
software, camera,
comput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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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Fragments>
225×100 ×11cm, stainless
steel mirrors, aluminium,
highdensity fibre board, motors,
camera, computer
2016

映照的形态。在这些作品中，虽��制��动作的是�，
但形态的诠释��决于��的视⻆，这些���

生�体一样���我们，让��识�“�����的
关�是�时可��转的”。

correspondence: Exchanging Glances

<Our Future Selves>
90 ×549 × 300cm, brass,
steel sheets, custom electronics,
ToF sensors, LEDs
2019

1

모사:
따라 하기

랜덤 인터내셔널은 특수 페인트와 빛, 그림자 등 다양한

한편 불빛으로 사람의 형태를 재현해내는 <Our Future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진이 있다. 전시장 안쪽 벽면, 마치

리히터와의 협업 무대를 위해 시작한 작품이다. 움직임에 따라

관람객의 얼굴이 프린트되어 나타난다. 조금씩 선명해지던

신체의 동작을 추상적이고 새로운 형태로 빚어낸다. 작품이

재료를 활용해 우리의 모습을 포착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먼저
인쇄기처럼 자동으로 움직이는 빔이 좌우로 오갈 때마다

형상은 1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잠시 후 벽면에는
또 다른 사람의 얼굴이 새겨지고 지워진다. 이 작품은

<Presence and Erasure>다. 작품 주변에 숨어 있는 여러

대의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벽면에 인쇄하는 방식인데,

이미지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자외선에
반응하는 특수 페인트 도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잠시 동안만 존재한다는 점 때문일까,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품 앞에서 저절로 셔터를 누르게
된다. 이 작품은 또 다른 지점에서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Selves>는 원래 세계적인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 작곡가 막스

불빛이 이동하고 밝기가 변화하는 방식으로,

흥미로운 것은 작품의 불빛들이 거울처럼 행동을 실시간으로
따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상이 움직이는 방향의

맞은편에서부터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덕분에

작품 옆에서 앞을 바라보고 천천히 걸어가면 불빛이 자신을
향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이 불빛이
자신의 또 다른 분신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며,

어느새 감정을 이입하고 몰입하게 된다. 비록 구동 원리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도 말이다.

바로 벽면에 나타날 이미지를 선택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닌
기계라는 점이다. 작품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자동 인식

기능을 갖춰 오직 사람의 형상만 포착한다. 또 카메라가

전송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프린터는 인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데이터의 크기를 스스로 판단해 이미지를 선별한다.

언제 어디에서 모습이 포착되고 어떻게 출력될지가 모두
기계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2

摹�:
模�

兰�国际用��油�、�和��等�种材料创作�许�

��，用灯�重现�物形态的作品《OUR FUTURE

�束����一样自动�动。�当�左右�动时，观�的

McGregor和作曲�Max Richter联���而创作的。

捕捉我们面�的作品。首先是�时照片，�厅内侧墙面上， SELVES》��是为��国际知�编��Wayne

脸������来，���渐变得鲜�，而�在1�钟�

在该作品中，灯����物动作而�动，��也��变�，

继而��失不见，这件作品�为《PRESENCE AND

是灯�不��镜�一样�时模��的行为，而是��

�失得����。过一�儿，墙上��现�一��的脸，
ERASURE》，�的周围隐����相�，相��拍摄�的

���在墙上，���暂�现���失不见的�诀在于使

用��和��线产生�应的���料。或许是�为���

��在片�，�此�便知��终��失，�们还是不由

地在作品前�下快门。这件作品也��一�⻆�发��思，
��是选择墙上��现��的主体���，而是��。
作品中使用的相��有自动识别功�，��捕捉�的
��。��，��相�传输��的��������

�需时间和�据大小，自动挑选��，�此，��何时

何地�拍摄，�何打�，��决于��的��。

1 — <Aspect(white)>
dimensions variable,
computer, projectors, custom
hardware and softwar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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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resence and Erasure>
800 × 240 × 30cm, photochromic
varnish, anodised aluminium,
LEDs, computer, cameras,
linear rail and motor, power
supplies, custom hardware and
software
2019

copy : Imitating

把�体动作��成抽�的�形态。作品的有��处，
����动�向的�面开��现。�此，�果在作品
���向前走，���觉�灯�在�渐��自己，

我们��快知�灯��是自己的��，�在不知不觉中
����，沉�其中，尽��的驱动�理显而易见。

개체:
독립체 단계

<Swarm Study(Glass)>는 최근 자율 주행 시스템에도

인지과학자들과 협업했던 랜덤 인터내셔널은 우리 뇌가

군집 지능은 자연 속에서 군집해 생활하는 새나 물고기, 벌의

판단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걸어가는 인간의 형상은

적용되는 기술인 ‘군집 지능’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집단행동 양식을 적용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다.
겹겹이 포개진 유리판 안에 한 무리의 빛이 천천히 나타나고
다른 방향으로 사라진다. 자세히 보고 있으면

빛은 단순히 프로그래밍되어 반복되거나 반응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작품 근처에서 손뼉을 치기라도 하면 모였던 빛이 흩어지는 등
외부 자극에도 반응한다. 마치 자연 속에서 벌떼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주변의 변화에 따라 행동 패턴을
변경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움직이는 무리의 움직임은

빛이라는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우리 눈에는 마치
유리판 안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
뇌가 군집의 움직임만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움직임의 요소는 무엇일까? 랜덤 인터내셔널이 2층

전시 공간에 맞춰 제작해 최초 공개하는 작품 <Fifteen

Points / II>는 이러한 인간의 인지 능력에 대한 다양한 실험의

결과물이다. 어두운 공간에 들어서자 레일 위에서 작은

신체의 14개 지점의 움직임만으로도 인간의 걸음걸이라고
각 점의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생동감을 잃고 단순한

기하학적 배열이 되어버린다. 반면 움직이는 점의 위치만

정확히 구현된다면 그것을 둘러싼 형체가 기계이건 동물이건
사물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로봇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우리 행동에 반응하고 흉내 내는 시스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기계, 인간의 인지 능력에 도전하는 실험 등 랜덤

인터내셔널이 작품에 적용한 방식들은 사실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 익숙한

기술이나 시스템이다. 그러나 랜덤 인터내셔널이 제기해온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익숙함에 있다. “인간은 기술을 이용해
스스로 환경을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정작 자신이 만든

기술로 인해 환경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지요.”
플로리안 오트크라스(Florian Ortkrass)가 성찰하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다. 랜덤 인터내셔널이 보여준 세상의
알고리즘, 현재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누구일까.

불빛을 단 기계들이 움직인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들이

앞으로 점점 다가올수록 눈앞에 사람이 걷는 형상이 나타난다.
이 형상을 만드는 데 사용한 불빛은 총 14개. 인간의 형상이
마지막 포인트가 되어 작품명인

‘Fifteen Points’를 완성한다.

2014년 하버드 대학교 레지던시에 참가해 신경,

�体:
独�体阶�

作品《SWARM STUDY(GLASS)》生动诠释���

兰�国际�于2014年�����大�的驻地艺术项目，

��智�是应用大自�中��的鸟、鱼或�蜂的�体行

��点的动作，我们的大脑������的�伐，

用于��驾驶�统中的 “��智�”技术。

为�式，�现自动�动的技术。在该作品中，层层��的

失�生动�，变成单纯的几何�����，�果�正�体

过�应来�动，而是�自己独有的�式�动。但�也��

�或是事物，��有任何关�，也�是说，���有可�

应����，��在作品附�拍手，��的���散开，

��现��更��的���。

事�上，�应�模�我们行为的�统、自行��和�动的

�式诠释，但在我们�里，玻��内��是��生�体，

应用于作品的�式�不算�，�们�是已��我们生活的、

�为我们的大脑�����的行为做�错误的��。
��，让我们��是不是��动作的��是什�呢�
兰�国际�据2层�览�间创作�首��开的作品

《FIFTEEN POINTS/ II》�是���这种认知�力进行

�种�验的成果。走进黑�的�间内，铁轨上挂�小灯的

��在�动，�渐��这些单独�动的��，�前��

41

现�动点的��，���论围绕�的形体是��还是动物，

��大自�中的蜂��相�换��，�据周围的变��变

行为�式一样。复杂的�体活动虽�用�这一�为单纯的

40

�便�是���变各�点的��，��行走的形�也�

玻��里，一���缓缓�现��其他�向�失。

�细观�，�发现����过简单编�来重复动作或�

<Fifteen Points / II>
1220 × 240 × 2cm, aluminium,
stainless steel, motors,
driver electronics, custom
software
2019

��经、认知科��开��作。他们���，���体14

�现��行的形�，作品共使用�14盏灯来��这一形�，

��、挑战��认知�力的�验等等，这些兰�国际
我们�悉的科技和�统。但兰�国际�提�的

问题的��，�在于这种“�悉”。
“��相�自己�用
科技�配环�，�不知，正是�为自己发�创�的

科技而受�环�的�制。”这是Florian Ortkrass�思的

科技���的关�，兰�国际向���现��界的�算�，
而现在，手�这把钥匙的是谁呢�

�的形�成为��的点，�成�作品��相应的

“十�点（Fifteen Points）”。

entity : Individual Living Things

무엇이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가

랜덤 인터내셔널은 관객이 직접 작품에 참여해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계에 감시당하고

랜덤 인터내셔널의 플로리안 오트크라스와 함께

수 없는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첨단 기술을 경험하고 기술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이들 예술의 바탕이 되는 기술과 인간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

랜덤 인터내셔널의 전시는 마치 첨단 기술 박람회 같기도 하다.
디지털 이미지, 인공지능, 로봇공학, 인지과학 등

일상의 기술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랜덤 인터내셔널이 자신의 예술에 이러한 기술을 선보이는

科技和��的看�。

�制�，�此��易���制�，这是我们想让�们认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兰�国际的�览也�是一场��科技�览�，�为�们

兰�国际制�的��也��骗过�我们的��，

인간의 인지 능력 연구에 기반해서다. 먼저 이들이 던진

���工��、认知科�等日常生活中的科技。

他们首先提�的问题是“��和我们自己的形态有��时，

하지만 기계의 경우 언제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쉽게 통제권을 내주기도 하지요. 이러한 사실을

하네스 코흐(Hannes Koch)와 플로리안 오트크라스가

결성한 랜덤 인터내셔널은 복잡한 기계공학과 기술 이론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과학자, 기술자들과 협업한다.

랜덤 인터내셔널의 작업 특징은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첫 번째 작업 <Temporary

Graffiti>는 광발색성 도료가 도포된 벽면에 관객이 스프레이

형태의 자외선으로 낙서를 할 수 있다. 스프레이로 마음껏

낙서한 그림은 빛에 반응하는 재료의 특성 때문에 1분 정도
남아 있다가 사라진다. 이 작품의 영감은 준 것은 디지털
사진기와 핸드폰이 바꿔놓은 일상이다. 과거에 비해

자유롭게 사진을 찍게 됐지만 막상 찍은 사진을 찾아보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이미지가 보여지는 시간에 제한을 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통제에 대한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랜덤 인터내셔널이 흥미를
갖는 주제다. 2008년 첫선을 보인 <Audience>는 이러한

인간의 감정에 대한 실험으로, 거울들이 사람의 행동에 반응해
움직이게 했다. 관람객은 처음에는 자신이 기계의 움직임을

지휘한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兰�国际为何�在自己的艺术中�现这些科技呢�

질문은 ‘우리는 자신과 얼마큼 닮은 형태를 자신의 모습이라
인식할까?’였다. 불빛이 관람객의 행동을 따라 하는 작품

“事�上，我们关�的是�的行为，我们用科技��在不�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불빛이 켜지고 꺼지며 구현하는

�生活�为��的环��是��，我们的目的，是让观�

형태는 마치 유령처럼 불확실하다. 심지어 시차를 두고

관객들에게 환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2005년

和我们���关于他们艺术创作的基础⸺

��丰���的�式体验�码图�、�工智�、

이들이 만든 기계는 우리의 눈을 감쪽같이 속이기도 한다.

행동하는지에 대해 실험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인간

기술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动作的事�，但持续看�镜中��的自己，他们�受�

���监视和�制。
“我们�难�受��自主�制周围环

<Our Future Selves>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실험이었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환경은 기계다. 일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兰�国际让观��自��作品，体验��科技，

�科技环�进行思�。兰�国际的成员Florian Ortkrass

통제된다고 느끼게 된다. “우리는 주위 환경을 스스로 제어할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인간의 행동입니다.

기술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고

是什�让我们
��正的�

变�的环�里的思维和行动进行�验。”当�时代，��
���配日常生活的�技术给我们的思想和行为带来�

�样的�响。为�用视觉�式�现复杂的�械工��和技

움직임이 재현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습이 자신의

�的��，但�果是��，我们�相�自己��时

识�的事�。”

这是�为他们是基于��的认知�力来研�。

我们�看作是自己的样��”。用灯�模�观�行为的

《OUR FUTURE SELVES》是�这一问题进行�验的
作品。在该作品中，灯����观�的动作而开关，

�现的形态也���一样虚�，动作的重现��还有时�，
但有�的是，�便�此，我们还是��易�受��是

自己的事�。作品《FIFTEEN POINTS/ II》更进一��讨

术理论，2005年由Hannes Koch和Ortkrass组成的

�我们大脑认知��的元�，�果��形态等�有�件，

생각을 더욱 발전시킨 작업이 <Fifteen Points / II>다. 형태를

开��作。

���讶的是，�便�有14束灯�在动，我们还是�轻易

있는 최소한의 포인트만 남기면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우리는

他们的�一件作品《TEMPORARY GRAFFITI》让观

반영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점이 흥미롭다.

兰�国际进行��项研�，也�许�科��和技术�员

이처럼 우리 뇌가 사람을 인지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한

兰�国际作品的�点，是观�的��让作品得��成，

비롯한 모든 조건을 다 없애고 인간의 움직임이라 인식할 수

��下��识别��动作的�小点，����何呢�

�����是�。由此可见，有��工智�，���骗过
我们一�是轻而易举。

�用喷雾状的��线在�有��显�性�料的墙上�鸦，“�工智�技术已经开��习��的行为，在不久的�来，

고작 14개의 불빛이 움직이는 것만 갖고도 사람이라 쉽게

在��材料的作用下，�们用喷雾尽��鸦的图��现

판단한다. 인공지능을 얻게 된 기계가 우리를 속이는 일은
정말 쉬울 것이다.

大约1�钟���失不见。该作品的���于�码照相

인간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자신의

但�不��看照片的�们，他们想���制图��现时

합리적이고 의식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们的��和行为�“�制”的关�，是兰�国际十�

��更��我们，而我们�不���自己的行为是�

何�现的。”虽�我们自认为��理而有�识地做���，

�和手��日常生活的�变，看��些拍照�过�更自由， 但事�上，我们�时��做�的��，�是在��识的

“인간의 행동을 학습하기 시작한 인공지능 기술은 머지않아

间的点�。

행동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알지 못하지요.” 우리는 스스로

�兴�的主题，2008年首��相的《AUDIENCE》

매 순간 내리는 판단은 무의식적인 인지 과정에서 이뤄진다.

��们的这种��进行��验。在该作品中，镜���

계단을 오르내리고, 길을 건너고, 위험을 피하는 것처럼.

�们的行为�动。��，观�们���受自己指挥�

“인간의 행동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 지각의 한계를 아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커질 수 있는 기계의 역할에 대비하는

认知过�中进行，��上下��、过马路和躲��险一样。

“��的作用�在不知不觉中变得��重�，研���的
行为��，���知的��，是重�的应���。”飞�
发�的科技同时也�给我们带来未知可�性�担�。

“��是什�让�更��呢�”为�找�这一问题的��，
兰�国际�一�关��科技，�持续进行�验。

중요한 방법입니다.” 너무도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과 걱정을 동시에 안긴다. ‘과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랜덤

인터내셔널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험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랜덤 인터내셔널: 피지컬 알고리즘 > 전
– 전시 기간: 2019 년 10 월 11일 – 2020 년 1월 31일
– 이용 방법: 멤버십 회원 및 투숙객 전용 무료 전시로,

비회원의 경우 현장에서 회원 가입 후 관람 가능
– 이용 시간: 10:00 – 20:00(연중무휴)

* 관람 종료 시간 30 분 전까지 입장 가능
– 단체 관람: 5명 이상의 단체 관람은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리셉션(032 729 5116)을
통해 예약 가능

《RANDOM INTERNATIONAL�
Physical Algorithm》�

– �览时间�2019年10月11日– 2020年1月31日

– �观����员和����专�的免费�览，
��员可在现场�册成为�员��观

– �观时间�10:00 – 20:00 (�年�休)
* �场时间���览结束前30�钟

– �体�观�5��上的�体�观可�过百艺阁�待处
(032 729 5116)预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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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하이라이트 영상은 아래 QR 코드를 스캔해
확인해보세요.
扫描下面QR码，�赏�示���视频。

<Museum of the Moon>
by Luke Jerram. University of
Bristol, UK, 2017
photo © Neil James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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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제람 Luke Jerram 의
모두를 위한
예술
다양한 도시를 여행하고 있는

Luke Jerram
�给�有�的
艺术

루크 제람의 지름 7m 짜리 초대형 달이
파라다이스시티를 찾았다.
더 가까이,

선명하게 다가온

보름달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예술가가 된다.
由��艺术�Luke Jerram�打�，

周�于�界各�城�、���7米的�型月�

这�来��百乐��城。

�处于这��在�前、�洁��的圆月�下，
我们����成为�
艺术�。

people — 1

Luke | Jerram
45

플라자 스퀘어에 떠오른

지름 7m짜리 초대형 달.
루크 제람의 ‘달의 미술관’은 플라자를
오가는 방문객들에게 ‘꿈’을
선사했다.

悬�于�场上���7米的

超级月�。艺术�Luke Jerram的
代�作《月��物馆》为来�于
�场的访�带来一场“�”。

50年前，阿波罗11�成功�月，终于�现���自

Luke Jerram，�想照进现�

50년 전 아폴로 11호는 최초로 달에 착륙하며 인류의

루크 제람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제람은 우주로 나가지 않고도 달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흥미로운 공공 예술을 펼쳐온 작가다.

办�，�让我们不用�开地������地�赏月�。

�们带��许�让他们喜欢���中获得��的

퍼포먼스 ‘스카이 오케스트라(Sky Orchestra)’,

7米的�型��，这�是《月��物馆》(Museum of the

�于�中的����艺术《�中�响乐�》(Sky

Moon)’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2016 년 시작한 프로젝트는 큰 인기를 끌었고, 하늘 높이

‘플레이 미, 아임 유어스(Play Me, I’m Yours)’가

약 400만 명의 관람객과 눈을 맞췄다.

예술 프로젝트들이지만, 그의 이름은 비교적 생소하다.

광활한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의 허공에 떠 있는 달의

첫인상은 위압적이지 않다. 자주 보던 모습이라 그런지 오히려
친근하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달의 존재감은 커진다.

크레이터(crater)와 바다로 이뤄진 울퉁불퉁한 표면의 질감이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느껴진다. 또 360도로 둘러볼 수 있기에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어둠이 내리고, 댄 존스가 작곡한 몽환적인
사운드가 더해지자 커다랗게 빛나는 보름달은 개인의
소원과 이야기를 들어주는 달님이 되기도 한다.

“여러 공간에 매치할 수 있으면서 인간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루크 제람이 달의 사이즈를

지름 7m로 선택한 이유다. 요즘 사람들이 눈앞에 떠 있는
달과 나누는 가장 흔한 교감은 카메라를 통해서다.

주로 풍경을 찍거나 셀피를 남기고, 이를 SNS에 올린다.

해시태그로 #MuseumoftheMoon을 검색해 들어가면

관람객들이 올린 약 3만 개의 사진이 있다. 달을 들거나 먹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거나 달빛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남기는 등 저마다의 창의력이 담겨 있다.

�堂、购物中�、�泳池、户��乐节等�界上的各�

�味性�共艺术作品。���有超大�响的7�热气�悬
Orchestra)�把城�的上坡路变�为�上乐园���的

《�园和��》(Park and Slide)�在街头��钢�的

《来弹�我吧，我是你的》(Play Me, I’m Yours)等�是
他的代�作品。但相�这些����、拥有��复制的

地�，�约400�万��观�进行������。

아티스트로서 정체성을 내세우기보다는, 누구나

�一�����大的压��，而是一种莫�的���，

사실 ‘달의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제람이 만든 달은 그저

���时，���受�����的�在�。

值得体验的艺术。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장소다. 달을 설치함으로써 평범한

而360����的�现，�让我们更细�地观��在地�

月���是�����和�乐的�征物，但重�营��

‘달의 미술관’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달 아래에서

创作的��风���响�，�洁的�型圆月��为倾�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예술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답은 오케스트라와 요가, 영화 관람, DJ 파티, 시

낭송회, 합창 등 다양한 이벤트로 돌아왔다. 공공장소에
피아노를 설치한 프로젝트 ‘플레이 미, 아임 유어스’도

비슷한 방식이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
피아노를 갖다 놓은 것이 전부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들이
피아노에 모여들고 누군가는 연주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무심히 지나가던 거리가 작은 공연장이 되고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는 공간으로 변신했다. 사람들은

거리 피아노에 저마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고, 연주자

가운데는 레코딩 계약을 맺게 된 이도 생겼다. 긍정적인 효과
행인을 붙드는 피아노가 설치됐다.

스스로의 창의력을 꺼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지요.”
제람이 대부분의 작업 과정에서 작품 커미셔너나

엔지니어, 수공예 장인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는 작업의 참가자나 관객이 지닌

저마다의 창의력이 결합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믿는다. 그가 생각한 아이디어 대부분은 혼자의 힘으로는
엄두도 못 낼 규모의 프로젝트도 많았지만,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해 성공시켰다. 덕분에 그의 예술은 더

많은 이를 참여시켰고, 예술이야말로 지루한 일상을 재미있게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렇게 상상 속에서나 가까이
볼 수 있던 달이 우리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다.

艺术项目而�，艺术�Luke Jerram这����乎�有�

也许是�为���我们日常中�见�的样�。�而当一�

不�更�地�现�让�有��觉得简单有�、

上�看不�的月�背面。暮��临，由作曲�Dan Jones

장소에 ‘보름달 아래’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고, 이에 대한

这颗悬�于�阔的百乐��城�场上�的月�，给�的

由��口和大�形成的��不�的�面，质����体�

조각과 음악을 조합해 만든 상징물일 뿐이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창조적이에요. 제가 하는 작업은 많은 이들이

2

�����和故事的月��。
“我希��的大小风���
��于各种�间，同时��让大�有一种颇��

�味的���动�。”这�是Luke Jerram�月�的��

��为�知。在他看来，�其��艺术�的���性，

其�，在��艺术《月��物馆》中，Jerram�打�的

一���间。�为���这颗月�，日常的�间�有�

“圆月�下”这一����。
《月��物馆》�“在月�

�下想做什�”的疑问抛给大�，而�此的回��是�响
乐���、�伽、看电�、DJ��、诗�诵�，���唱

等各种活动。在�共场���钢�的艺术��《来弹�我

�为7米的缘由。��，大��这��在�前的月��

吧，我是你的》(Play Me, I’m Yours)��的也是同一�

自拍，��������体上。在各����体上��标

别�其他。�而，路过此处的�们�开�围绕在钢��，

常见的�动�式是�过照相�。�观�一��拍风�或

签#MuseumoftheMoon，�看�来自于�观�们的

式。Jerram�是在�想不�的地����一架钢�，

这时�有一��弹���来。这���中路过的街头俨�

约3万�张关联照片。大�或是假�托�月�，

成�一�小小的���间，一�大��在一�谈�说地、

�剪�等，���创��味。

��，而有些���也获得�录制唱片的��。

或做�吞�月�的动作，�或�月�为背��下动

获得��的�间。��地，这些街头钢�开�有�各自的
在这种积��应下，��界1700��街�上�摆�上�
钢�，���路过的行�来弹�一曲。

“����有自己的创�。我�做的�是提供一���，

一���发大�自�创�的��。”�此，在大��作品

创作过�中，Jerram���作品专员、工�师、手工艺�

�等各领域的�士一��作。他相�创作的���或�观

��各自��有的创作力相结�时，��发�更��的

��。他的��创��是难�凭����力��现的

规模性项目，但正是�各�领域的�士共同协作�获得�

成功。也�此，他的��作品让更����其中，让大�
发现艺术��是一件�让�味的日常变得有�的事。

�此，Luke Jerram�想�变成�现�，�����在于
�想中的月�带��我们�前。

루크 제람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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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过�的22年间，艺术�Luke Jerram为��界各地的

그의 대표작이다. 세계적인 인기로 수많은 카피를 만들어낸

덕에 세계 1,700여 개 거리에 자신을 연주해달라고

1

一�备受欢�，���远缥缈的月�来���物馆、

슬라이드(Park and Slide)’, 거리에 피아노를 설치한

떠 있기만 하던 달은 박물관과 성당, 쇼핑센터, 수영장,

야외 페스티벌 등 세계 곳곳의 다채로운 장소로 내려와

Moon)这一项目的��。该项目自2016年诞生�来，

도시 오르막길을 워터파크 슬라이드로 만든 ‘파크 앤

3 — <Museum of the Moon>
by Luke Jerram. Greenwich
& Docklands Festival, UK, 2017
photo © @edsimmons_
@visitgreenwich

달을 만들어 설치하는 것이다. ‘달의 미술관(Museum of the

他�1:50万的���月�缩小成�一����

거대한 스피커를 설치한 7개의 열기구를 하늘에 띄운

2 — <Museum of the Moon>
by Luke Jerram. Culture
Liverpool at Liverpool Cathedral,
2018
photo © Gareth Jones

방법을 생각해냈다. 실제 모습을 50만 배 축소한 7m 짜리

古�来的�想。而英国艺术�Luke Jerram则想��一�

루크 제람은 지난 22년간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고

1 — <Museum of the Moon>
by Luke Jerram. Ely Cathedral,
UK, 2019
photo © James Billings

오래된 환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런데 영국의 아티스트 루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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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스 웡 Janice Wong 의
달콤한
교감

싱가포르 출신 페이스트리 셰프

��坡甜点师黄�娴的

오감을 자극한다.

香味和������们的��。

제니스 웡의 초콜릿은 맛을 넘어 색과 향, 촉감으로
그녀가 전하는 감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진한 잔상으로 남아
예술이 된다.

�克力不��味，还�独�的��、
��传递的�觉�产生��，而�����为浓浓的
����，

成为一种艺术。

people — 2

Janice | Wong
51

P

Lee A-reum, Editorial Team
Kim Jin-sol

黄�娴 Janice Wong 的
甜�
��

지난 10월 가로 4m, 세로 2.4m의 대형 캔버스가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

�年10月，一块长4m、宽2.4m的大型�布�相于

이미 캔버스에는 색색깔의 물감이 덧발리고 흩뿌려져 있다.

들어선 것은 창작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감성을 교류하고

一走�，�布前�便��为艺术�的工作�。

즐거워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즐거움이야말로

当�，黄�娴�时约3小时，�30kg重的�克力�在墙上， ��快乐，�为快乐�是促进��的����，

전달하고 싶은 가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이 크레용과

��500张��形状的米纸。路过的�们��这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한쪽에 자리 잡았다.

그 앞으로 제니스 웡이 다가오자 캔버스 앞은 다부진 눈빛을
가진 한 예술가의 작업실이 된다. 사실 이 대형 캔버스를
가득 채운 것은 전부 페인트형 초콜릿이다. 제니스 웡은

이날 약 3시간에 걸쳐 초콜릿 30kg을 캔버스에 바르고
그 위에 200개의 다이아몬드형 초콜릿과 300개의

막대 초콜릿, 500개의 꽃 모양 라이스 페이퍼를 덧붙였다.
지나가던 이들은 알록달록한 색 조합에 시선을 빼앗기고,
가까이 다가선 이들은 달콤쌉쌀한 초콜릿 향에 이내
지그시 눈을 감는다.

달콤한 매력을 뿜어내는 색깔 있는 디저트

이 특별한 초콜릿 아트 퍼포먼스는 제니스 웡의 디저트 세계를
파라다이스시티 방문객들과 보다 가까이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제니스 웡 디저트 숍이 원더박스에

百乐��城�场一⻆，�布上�撒�各�颜料，黄�娴

경제학을 전공한 제니스 웡이 돌연 페이스트리 셰프의 길로

事�上，�满这块大型�布的�是油�型�克力。

싶어서였다.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在上面贴�200颗钻石型�克力和300��克力�，

소통을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그녀가 디저트를 통해

�驳陆�的配�����，在�克力甜中带苦的香味诱

페인트, 색 점토를 이용해 노는 모습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创作�克力艺术作品，尽�诠释和�受自己的��。

�乐堡，百乐��城�别���“黄�娴的甜�百乐��

在�乐堡继续�受��的气�，这里有可���使用的

쏟은 초콜릿 아트 쇼와 아트 클래스 역시 참여자들에게

这场�别的�克力艺术��，是黄�娴专为百乐��

3

�界。为纪��年5月黄�娴在韩国的首�甜点��驻

창조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자 기획했다.
아이들이 색연필로 직접 색칠하고 초콜릿 아트를 만들며

（Janice Wong’s Sweet Paradise）”活动，�克力

자신만의 색을 표현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艺术��是该活动的一��。黄�娴�示，这面�克力

3일간 이뤄진 제니스 웡과의 만남은 끝이 났지만

艺术墙的���于�乐堡，�用浓郁的绿�蓝、��、

제니스 웡은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이답게
조금씩 달라지기에 나라별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조율한다. 그 나라에서 그녀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초콜릿에 담아 표현하기도 한다. 이번에도 파라다이스시티에

머물며 오미자차와 국산 배, 레몬, 민트, 꿀을 이용해 디저트를
만들어서 온 더 플레이트에서 새롭게 선보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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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물감이 흩뿌려진 듯한 초콜릿

반영한다. 특히 초콜릿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맛과 형태가

바에서도 제니스 웡의 남다른 예술성이

2 ― 원더박스에서 만날 수 있는

제니스 웡의 초콜릿 페인트. 붓이

디저트를 만들 때 각 나라의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克力吧。

�克力大�上�������的

4 ― 黄�娴甜点�韩国首���

进驻�乐堡�。在���的

且隐�有�米绿�、牛�、�生酱等

�种口味。

색다름을 표현해낸 이에게 주어진 달콤한 결과다.

可��上��用在各种甜点上。

백화점에 총 9개 매장을 운영하는 것 역시 초콜릿으로

3 ― �乐堡独�贩卖的�克力夹�

선정됐고 싱가포르, 도쿄, 마카오 등 아시아는 물론 유럽의

1

软�(bonbon)不但模样�性，

2014년, 2015년 연속 아시아 최고 페이스트리 셰프로

2 ― 在�乐堡�看�黄�娴的

베스트(San Pellegrino Asia’s 50 Best)’에서

�克力颜料，且带有配�的笔，

많은 이들을 순식간에 매혹했다. ‘산 펠레그리노 아시아 50

��而策划的，这些活动让��们�自用��铅笔上�，
虽�和黄�娴为期三�的�面已经结束，但我们���
�克力�、�克力���，还有撒上�的�克力�等
各式各样的甜点作品。�乐堡独�贩�的�克力

夹�软�(bonbon)更是��难�。�下���斓的

�克力，�米绿�、牛�、�生酱等各种�浆���开，
�此，在�用�前，让我们想�一下其中隐�的味�，

体验想�的乐�吧。��，在百乐��城，前�黄�娴甜

点�的路�也是一大快乐体验，��纷�的“�克力

大�”正在等��我们，这里有�克力��型的��，
有�颜��拼�的桌�，还有超大型�克力玩�等

诸�看点。在这��漫��克力香气的街上，各种甜点

��上红、黄、蓝等�种颜�，�作�一样大胆����， 不�地���我们的��，��过��变成�

而这也可�说是�的“甜点体验”的�续。自2011年�，
黄�娴�开��用�克力和棉��作�，���赏、

难��怀的艺术体验。

品尝和�受作品的“甜点体验”领域，���斓的�克力

让��前一�，一下��获��们的��。��于2014、
2015年连续两年在“��露亚洲50佳�厅(San

Pellegrino Asia’s 50 Best)”评选中荣获“亚洲�佳甜

点师”��，�在��坡、东�、�门等亚洲地�和�洲百
货�开设�9��。这些，�是用�克力诠释�独��界
的���获的甜�成果。

为不同国�制作甜点时，黄�娴�细�地�虑�各地

��点��其�映�作品中，尤其是�克力的味�和形态

���温��湿�的不同而变�，�此���地制�，
�保持�佳品质。黄�娴也���在当地的�见、

�闻和������克力�中。这一�也同样�此，

在百乐��城期间，黄�娴在佳肴�间用�味��、韩国

梨、柠�、�荷，��蜂������的甜点作品。

�受�黄�娴独���的艺术性。

것이다.

그녀의 환상적인 초콜릿을 만날 수 있다.

오감으로 전해지고, 이 순간은 예술적 체험으로 기억될

�克力的味�，但用草�、�荷、百香果等��风味，

4

1 ― ���动�的�克力��

때문이다. 초콜릿이 흐르는 이 거리에서는 디저트가

환상적인 분위기의 초콜릿 스트리트에서

토이 등으로 구성된 ‘초콜릿 스트리트’가 우리를 기다리기

매력적이다.

조형물과 여러 색을 뒤섞어 마블링한 테이블, 초대형 초콜릿

현미녹차, 우유, 땅콩버터 등 숨겨진 맛이

역시 즐거운 경험이 된다. 초콜릿 페인트를 형상화한

디저트에 응용할 수 있다.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한눈에 사로잡는 알록달록한 초콜릿은

파라다이스시티에서 그녀의 디저트 숍으로 향하는 발걸음

동봉되어 있어 물감을 칠하듯 다양한

보고 먹고 느끼는 ‘디저트 체험’의 영역을 만들어온 것의

상상해보는 즐거움에 빠져보면 어떨까. 더불어

느껴진다.

이는 2011년부터 초콜릿과 마시멜로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可�用的艺术品(Edible Art)”，�为�的作品��保��

시럽이 터져 나오니 먹기 전에 잠시 그 안에 숨겨진 맛을

4 ― 원더박스에는 제니스 웡

입혀 그림을 그리듯 감성을 과감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在��的诠释上，黄�娴�不迟疑，�的甜点也��为

초콜릿을 깨물면 현미녹차, 우유, 땅콩버터 등의

디저트 숍이 국내 최초로 입점되어 있다.

패션프루트 등으로 풍미를 더하고 빨강, 노랑, 파랑 등 색색을

也是我在传递��、�绪和想�力时�为在�的元�，

오직 원더박스에서만 판매하는 초콜릿 봉봉(bonbon)도

3 ― 오직 원더박스에서만 판매하는

불린다. 초콜릿의 맛은 그대로 살리되 딸기, 페퍼민트,

�蓝、荧��等��诠释�这里给��下的��的

녹여 쓸 수 있는 초콜릿 페인트와 초콜릿 롤리팝, 페인트를

초콜릿 봉봉은 특별한 모양뿐 아니라

디저트는 ‘먹을 수 있는 예술 작품(Edible Art)’이라고도

创作的材料和更���们�觉的��，�来做���克力

城的访��备的，想��他们更���地��自己的甜点

만들게 됐어요.” 그녀가 이번 행사에서 가장 애정과 정성을

我相����拥有的�量。”

믿거든요.” 색을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제니스 웡의

“我认为创�性应�材料�发，我一�思��让我快乐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초콜릿 페인트와 크레용을

잊지 못할 디저트가 될 것이다. 알록달록한 색으로 마블링된

신경 쓰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색의 에너지를

油�和��粘土的��给�带来�许���。

�和蜡笔。”�在此�活动中�倾�的�克力艺术��和

�一��，
“��总�打动我的�，让我想�一些东�，

감정과 정서, 상상력을 전달하는 데 가장

也是�想�过甜点来传递的�值，尤其是��们玩蜡笔、

艺术课也是为�给���提供�现创�性和�性的

흩뿌린 초콜릿 바 등으로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항상 제 마음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그리고 싶게 만들어요. 제

�此�也十�关��些�得��们的��回应，让�们

散发甜��力的��甜点

가장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재료와 사람들의 감각을 더욱

영감을 받아 이 아트월을 떠올렸다고 한다. 짙은 튀르쿠아즈
받은 강렬한 첫인상을 표현하는 데 이용한 색이다. “색은

�路，是�为����过创作�更�����声，

惑下，不由地轻轻闭上双�。

그녀의 감성은 원더박스에서 계속 만날 수 있다.

블루, 딥 퍼플, 다크 블루, 네온 핑크 등은 그녀가 원더박스에서

�读经济�专业的黄�娴������踏上甜点师

“창조성은 재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국내 최초로 입점한 것을 기념해 열린 ‘제니스 웡의 스위트
파라다이스’ 행사의 일환이다. 그녀는 원더박스에서

用�、�、手，�发现的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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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파라디소의 컨템퍼러리

Lee An-na, Editorial Team
Lee Kwa-yong

한식 다이닝 새라새는 모던 한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다.
2

이곳에서 국내 식문화의 외연을

넓혀나가는 푸드 큐레이터 타드 샘플과
박은선이 만나 음식에 관한 생각을
주고받았다.

百乐艺术酒�的现代韩�厅

SERASÉ开��现代韩�的���，

我们在此�拓�韩国�饮��
��传播的��策��

잇쎈틱 Eathentic 의
미식
예찬

Todd Sample和���相见，���

关于饮�的看�。

1

곳곳이 이국적인 분위기가 감돈다. 이렇듯 실내에는 유럽풍의
스타일을 더했지만 음식은 컨템퍼러리 한식으로 풀어냈다.

�式风�，但这里的�物�是现代风�的韩�，�枪鱼鞑
靼、樱桃萝卜��、��目鱼和柚�黄油酱等���是

참치 타르타르와 래디시 샐러드, 가자미구이와 유자 버터

����式诠释的韩�，让�����轻��用，

수 있도록 한 것이 새라새 요리의 특징. 입구에 바를 마련해

�在�前�用开胃酒，同时还���包�三�开胃�、

세 가지 음식으로 이루어진 애피타이저, 메인 디시, 디저트를

“SERASÉ”在韩�中�为“�颖的”，正�其�，���厅

소스처럼 한식을 세련되게 재해석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식전에 가볍게 마시는 아페리티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고,
코스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순우리말인 ‘새라새’라는 이름처럼 ‘새롭고도 새로운’

���时尚韩�的口�不�传开，�访的���也��
��，为顺应这一趋势，SERASÉ�请��策��

미국인 타드 샘플과 한국인 박은선은 미식 문화의 외연을

Dining）”、
“寻找�头（Seeking the Source）”、
“Cine

음식를 대접하며 미식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넓혀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푸드 큐레이터이자 잇쎈틱(Eathentic)의 공동대표로

소셜 다이닝, 소셜 와이닝, 씨킹 더 소스(Seeking the
Source), 씨네맛(Cine맛)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직접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두 사람은 최근 새라새에서의

소셜 다이닝을 모색한 적 있었다며, 근사한 파티를 열기 좋은
새라새 인테리어에 감탄했다. 특히 박은선은 “라스베이거스

�司的共同代�，他们在积�开�“����（Social

味”等项目活动，为�们提供���受和�习�国��

���的��。两��示，他们�期有讨论过SERASÉ的

“����”，认为这里的�内�饰�常��举办��，

����别提�，
“这里让�联想���维��的酒�，

大厅视野开阔，���目的�术作品�是漫不经�地自由

摆�，������”。Todd Sample也�示，

在经过�重的大门，走进�内的�一�间，��受��

SERASÉ�间的�量。开�用��，让���大为�动的

호텔을 연상시킨다”고 말하며 “탁 트인 로비와 시선을

料理，是产自��北�镇川的里�肉，��示，

인상적”이라고 평했다. 타드 샘플 역시 육중한 문을 지나

这里里�肉和大�大蒜�配得���处。�下来上桌的

압도하는 미술 작품들이 무심한 듯 자유롭게 놓여 있어 매우
실내에 들어섰을 때 새라새 공간이 가진 에너지가 느껴졌다고.

牛��味的关键不��是肉的味�,更重�的是协调,
是�果�式千层酥，这�点�把��南��来的

people — 3

Eathe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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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tizer

拓�������的��策��，也是“Eathentic”

2

푸드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타드 샘플과 박은선을 초청해

그중 가리비구이와 아스파라거스 샐러드는 새라새 추천 메뉴다.

����。�国�Todd Sample和韩国����是带头

다만 이 메뉴를 선택할 시 1만 원이 추가된다.

Todd Sample和���品尝��，共同思��讨思�

需额��付1万韩元。

발걸음도 부쩍 늘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새라새에서는

主�和甜点的��。

其中��贝配�笋��是SERASÉ的��料理，选该料理时，

모던 한식을 낸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이곳을 찾는 미식가들의

是SERASÉ�肴的��。�厅�口还设有吧�，�便顾

Appetizer

�形，这里处处�漫��国风�。虽��内���

���上挂�华�吊灯，大厅中央的�形大理石桌�拼成

1

대리석 테이블을 붙여 부채 모양으로 꾸몄는데 그 덕에 공간

높은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를 달고, 홀 중앙에 마름모꼴

만찬 코스의 애피타이저는 다음 세 가지 메뉴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百乐��城百乐艺术酒�的SERASÉ。�挑的

��的�内�饰，而打破这种�见的韩�厅，正是�于

가리비구이와 아스파라거스 샐러드, 전복 숯불 구이와 퀴노아 샐러드,

다이닝이 파라다이스시티 아트파라디소에 있는 새라새다.

인테리어가 떠오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편견을 깨뜨린 한식

����的开胃�可��下3种料理中任选其一。

说�“韩�”，�们必��想��韩�一样带有韩国

참치 타르타르와 래디시 샐러드.(사진)

흔히 ‘한식 다이닝’ 하면 한옥과 같은 한국적 색채가 느껴지는

��贝配�笋��、��鲍鱼配�麦��和�枪鱼鞑靼小萝卜��（图示）。

Eathentic的
��
�赞

“망고 밀푀유는

타드 샘플과 박은선이 설립한 푸드 컨설팅
브랜드 잇쎈틱은 ‘eat ’과 ‘authentic’을 합친

포크를 살짝 대는 순간 살얼음이 깨지는 것처럼
경쾌하게 갈라져

말로, 최근 세계 미식 문화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정통성(authenticity)’을 추구하며

맛을 넘어

경쾌한 경험을 선사한다.”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맛집’이란 단어로만 표현할 수 없는,

― 박은선

“在轻轻�上��的�间，

하나의 음식에 담긴 맛과 문화, 스토리를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3

�果�式千层酥���冰�开�轻�地�开，

한국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不��味，

직접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소셜 다이닝 같은

还带来��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体验。”

― ���

Todd Sample和���创�的

�品�询品�“Eathentic”是“eat”和

“authentic”的�成词，品�����界��
��的重�关键词“��（authenticity）”
为�旨，��丰��样的活动。

“Eathentic”积�发��用“���”一词
��形�的，一��物中蕴�的味�、
��和故事，开�“����（Social
Dining）”等项目活动，让大�

“새라새에서 먹은 요리는

在韩国也���体验和�习�界各国的

플레이팅,

�����。

대조적인 컬러 조합 등 종합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 타드 샘플

“SERASÉ的��在摆盘、

���的�配等�面���满�。”

― Todd Sample

4

��在摆盘、���的�配等�面���满�，�果�式

순간 살얼음이 깨지는 것처럼 경쾌하게 갈라져 맛을 넘어

酥脆的口�让��满�”。他还�调，在SERASÉ一边

그 사이에 제주산 망고를 채운 디저트다. 포크를 살짝 대는

千层酥用米线炸成的酥皮和希腊的面丝�（kataifi）��，

경쾌한 경험까지 선사해 신선했다고. 타드 샘플도 디저트에

品尝现代韩�，一边回忆在希腊品尝过的��，是�物

플레이팅, 대조적인 컬러 조합 등 종합적으로 마음에

��向�们传�的��。����“Eathentic”活动中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새라새에서 먹은 요리는
들었다. 또 망고 밀푀유는 튀긴 면으로 만든 페이스트리가
그리스 카타이피를 닮아 바삭바삭한 식감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새라새의 모던 한식을

맛보며 그리스에서 먹었던 요리가 오버랩되는 것은, 음식이

사람처럼 먹는 법을 익히면 음식을 먹는 행위는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경험이 되죠.” 새라새의 디저트가 그리스에서 맛본

��，Todd Sample�示，�物中�重�的不是技术，
而是故事�节。他�议�，�果说舌�上�受�的

味�是�常基�的��，��在品尝��时关于�间的
回忆和�师的故事也�一同传递�，��说是�正

体验����，他希�SERASÉ的故事�节变得更�丰�，
成为向��界�示韩国���生活面�的�味。

음식, 여행지의 기억을 끄집어내듯이 말이다. 마지막으로 타드
샘플은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나 스킬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지 혀끝에서 느껴지는 맛이 아주 기본적인 정보라면,
음식을 먹는 공간에 대한 기억, 셰프의 이야기가 함께

더해져야 진정한 미식을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새라새의 스토리텔링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세계

시장에 한국의 정서와 생활을 보여주는 맛으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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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sert

알아가는 과정을 자주 목격해요. 맛의 기원을 알고, 본토

��SERASÉ的点�唤�希腊��和�点的回忆一样。

4

“외국의 현지 음식을 함께 먹는 행사를 열 때, 사람들이 음식을

��，品尝��的行为��成为唤���觉的经历。”

디저트는 사과 타르트와 우유 아이스크림, 망고 밀푀유, 새라새 몽블랑 케이크 중에서

반응을 예로 들어가며 평소 맛에 대한 생각을 풀어나갔다.

�物的过�，�果���味�的��，�习�地�的吃�，

고를 수 있다. 사진은 망고 밀푀유다.

메시지이기도 했다. 박은선은 잇쎈틱 행사에서 사람들의

“在举办共��国当地��的活动时，我常常看��们��

任选一种。图示为�果�式千层酥。

두 사람이 음식이라는 매개체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许����的�应为�，谈���时�味�的看�，

甜点可��果蛋挞、牛�冰��、�果�式千层酥、SERASÉ�布�蛋糕中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带给他的�大乐�，这也正是两��想�过�物这一

Main

베트남에서 공수한 가는 쌀국수를 페이스트처럼 튀겨내고

3

Sample也�甜品赞不绝口，
“总体而�，SERASÉ的

메인 디시도 취향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중 메뉴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무척 좋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나온 메뉴는 망고 밀푀유.

오리 가슴살구이와 뿌리채소, 가자미구이와 유자 버터 소스,

不��味，还带来��的体验，让�觉得��鲜，Todd

轻轻�上��的�间，点����冰�开�轻�地�开，

主�也提供三种料理供顾��照��喜�来选择。

조화로움이 중요한데, 안심과 코끼리마늘과의 밸런스가

진천이 산지인 채끝 안심. 스테이크는 고기 맛만이 아니라

그리고 한우 안심 숯불구이와 제철 채소.(사진)

细米线炸成酥皮，��在中间��济州�果。

�鸭�肉配��、��目鱼�柚�黄油酱和��牛里�配时�鲜�（图示）。

식사가 시작되고 박은선에게 감동을 준 메뉴는 충청북도

p.pleasure

단순한 맛집이 아니다.

파라다이스시티의 미식 세계가 더 특별한

이유는 맛은 기본이고 여기에 엔터테인먼트,

아트, 컬처 등 다양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이
결합하며 더 새롭고 보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맛보고, 어울려 놀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
―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쌓여가는 추억이
점점 더 달콤해진다.

这里拥有的不��是���

百乐��城的���界其独��处�

在于不�有�味，还���娱乐、艺术、
��等各种元�和故事，为大�带来更

�鲜、更�别的“体验”。

赏味、�玩、共同�过��时�，

在百乐��城�下�甜�的记忆。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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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pleasure 1

Lee Sang-hyun, Editorial Team
Sim Youn-suk
Moon Ji-yoon, BUREAU DE CLAUDIA

엔터테인먼트와 미식이 만나 새로운 즐거움을

창조하는 곳, 파라다이스시티 대표 이터테인먼트 시설의
변화무쌍한 스펙트럼을 펼쳐본다.

�娱乐���相��、创���乐�的

百乐��城代�饮�娱乐设�，为��上��可�的

�味体验。

1

RUBIK

“교회나 관공서 혹은 시내의 광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문화에 대해 알고 싶거든

그 동네의 바에서 하루를 보내라.”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파라다이스시티에 방문했다면 가장

먼저 라이브 뮤직 라운지 ‘루빅’을 찾지 않았을까.
재즈, 팝, DJ 등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음악과
숙련된 바텐더가 선보이는 각종 드링크,

그리고 호텔 셰프의 솜씨로 버무린 음식까지,
삼박자가 절묘하게 리듬을 타며 루빅만의
분위기를 연주한다.

“不�把时间�费在��、�共场�或
���场�。�果想�����，

��当地的酒吧待一�吧。”相��内

��·���来访百乐��城的话，他首先�

�的地��是现场�乐厅“乐碧”。

�士、�行�乐、DJ等各种�型的现场�乐�

�，由资�调酒师带来的各种饮品，
��由酒�大��手打�的��，

�此��的三重�共同�绎�独属于

乐碧的�调。

한국의 독특한 찜질방 문화에 유럽의 정서와

감각을 더해 전에 본 적 없는 휴식을 제안하는

씨메르는 음식에서도 그 어울림의 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피자, 버거, 치킨 등 물놀이 후에 꼭

생각나는 풀사이드 푸드는 물론이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모던 한식, 구운 달걀이나

식혜같이 찜질방에서 먹어야 더 맛있는 각종

간식까지 제대로 된 한 상을 차렸다. 그곳, 그

상황에 함께해야 더 맛있는 음식 궁합. 씨메르에서
장소와 음식의 찰떡궁합을 경험해보자.

���韩国独�的汗������式�

怀风�����，让大�体验�别���的
休闲��，而在��，这样的和谐�配还

体现在饮��面。不但有�萨、汉堡、

炸鸡等这些戏������的池�小吃，
还有�常����口味的现代韩�，

���鸡蛋和甜米露等在汗��吃�来更
为�味的各种小吃。这也是��配

��的�佳诠释吧。来���正体�下

场���物的绝��配吧。

2

CIMER

동북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클럽 크로마는
그 규모만큼이나 압도적인 F&B로도

유명하다. 그중에서 SNS에서도 화제가 된

시그니처 메뉴는 ‘크로마 풀문’이다. 이름처럼
보름달을 닮은 독특한 전용 플레이트에

克�作为东北亚地�规模�大的俱乐�，
其�饮服务更是�声在�。其中，

在���体上成为热门话题的代�料理

“克�满月”，形�其�，在样���圆月的
��专用盘�上摆满�30�种手��物。

30여 가지 핑거 푸드가 가득 채워진다.

��灯�映照下，�沉的俱乐�更

더욱 화려한 위용을 뽐낸다. 여기에 파라다이스

��自主经营品�VINO PARADISE的

화려한 조명 장치까지 장착해 어둑한 클럽에서
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비노파라다이스의

샴페인까지 곁들이면 그야말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다.

�显�华�的��。�上一�来自百乐��
香槟, 一种“�我莫属的主��气质”

油�而生。

3

CHROMA

개장 후 장안의 화제로 떠오른 패밀리 테마파크

一开业���成为热门话题的�乐堡是

원더박스. 아이는 물론 어른들의 동심까지

一���主题�园。这里不但有�受��们

환상적인 카니발 쇼,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还有���年华��，���艺术�

자극하는 각종 어트랙션과 매일 벌어지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놀 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로 가득한 원더박스에는 먹을거리도
넘쳐난다. 호텔 셰프의 특급 레시피로 만든

수제 추로스와 와플, 국내에 매장이 단 3개밖에
없는 DIY 수제 아이스크림, 그리고

세계적인 페이스트리 셰프 제니스 웡의
초콜릿까지, 어디에서나 침이 고인다.

喜欢���大�们��的各种�乐设�，

科技相��的�动�体设�等��缤�

纷�的看点、玩点，�且还汇�有丰�的

��小吃。�据酒�大�的�级�谱烘�的
手工吉事果和�夫饼，在韩国�设有三�

��的DIY手工冰淇淋，��来自于

�界顶级甜点师黄�娴的�克力，�是处处

��味、��大饱口�。

4

WONDER
BOX

복면 �面
맛집 �味�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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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Sang-hyun, Editorial Team
Lee Kwa-yong

파라다이스시티 홈페이지의

2
1 ― 씨메르 2층에서 만날 수 있는

더 레스토랑. 찜질 시설에서 땀을 쫙 뺀 뒤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삼계탕, 비빔밥 등 건강 한식으로 알차게
메뉴를 구성했다.

2 ― 씨메르 1층에 위치한 푸드

‘DINE & DRINK ’ 카테고리에서는

플라자에서는 마치 한여름 풀 파티에 온

오직 씨메르와 원더박스,

즐길 수 있다.

듯 흥겹고 여유로운 정취 속에서

찾을 수 없는 맛집이 있다.

피자, 버거, 치킨 같은 풀사이드 음식을

두 곳의 입장객만 경험할 수 있는

1 ― �于��2层的�厅。

파라다이스시티의

在汗��内�快地大汗淋��，

可�来这里品尝各种有助于�复�体

숨은 맛집을 소개한다.

元气的��韩�，��鸡汤、

���别为大��绍几��处

���来��仲夏泳池��现场一样，

�饭等。

2 ― 来��于��1层的���场，

百乐��城�中，

可�在�此�味���的环�内

�在百乐��城��“DINE & DRINK

p.pleasure

（�饮）”��中找不�的

尽�品尝�萨、汉堡、炸鸡等池���。

2

�面�味�厅，专供��和�乐堡的
顾��用��

The Restaurant

Food Plaza
1

풀사이드 푸드부터 모던 한식까지 ― 씨메르

이 밖에도 아쿠아 스파 존에는 스포츠 경기를

스파 존’과 ‘찜질 스파 존’으로 나뉜다.

(Sports Bar X)’, 은은한 음악과 함께

LED 미디어 아트, 풀 파티 등 다양한 놀이와

(Infinity Bar 8)’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신개념 스파 씨메르는 크게 ‘아쿠아
아쿠아 스파 존이 수영 시설과 함께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형

공간이라면, 찜질 스파 존은 보다 전문화된

관람할 수 있는 ‘스포츠바 X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인피니티바 8

F&B도 달라진다.

찜질 시설에서 땀을 쫙 빼고 스트레스를 날린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성격에 따라
아쿠아 스파 존의 대표 맛집은 ‘푸드

플라자’다. 통창 너머로 아웃도어 풀이
내다보이는 한가로운 분위기에서

피자, 버거, 치킨 같은 풀사이드 푸드를

즐기면 마치 한여름 풀 파티에 온 듯 흥겹고
여유로운 정취에 빠져든다.

等各种玩点和�味活动的娱乐性�间�

건강 한식으로 알차게 메뉴를 구성했다.

“�边际吧8（INFINITY BAR 8）”等�

��则是配有�常专业�的汗��设�，
可�����、获得�生疗�的体验

�间。�此��的�点��其内�的
�饮风�大为不同。

자수정방, 소금방, 참숯방 등 다양한
뒤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X）”，�����乐声、品尝�酒的

配有�泳设�、LED�体艺术、泳池��

한편 찜질 스파 존의 대표 맛집은

‘더 레스토랑’이다. 불가마, 편백나무룸,

�赛的酒吧“�动酒吧X（SPORTS BAR

“���疗�”和“汗�疗��”。前�是

결합된 F&B를 배치했다.

찜질 시설을 갖추어 몸과 마음을 힐링할

此�，在���疗�还有�观看�动

�池�小吃�现代韩� ― ��

����疗中���总体上�为

���疗�的代��味�厅�是

“���场”。�有大大的落地玻��，

且����户�泳池，环�闲�自在，

��各种娱乐元�的�饮服务。

而汗�疗��的代����则是

“�厅（THE RESTAURANT）”。在��
汗��、�柏�、�晶�、盐��和

木��等各种汗��设�内尽�地�汗

���，可�来��厅品尝一下各种有助

于�复体力的��韩�，尤其是�鸡汤、

�饭等这些�受��界�喜爱的代�韩

��上�萨、汉堡、炸鸡等��池�小吃， �，更是����更现代的�式��诠释。

삼계탕, 비빔밥 등 세계인이 반한 대표 한식을

����于盛夏的泳池���中，

씨메르만의 모던한 감각으로 재해석해

������

선보인다. 더 레스토랑과 함께

2층에 있는 ‘스낵바 24’와 ‘주스바

���厅�，2层的“小吃�吧24”和

“活力吧2X”还�备��鸡蛋、甜米露等

汗��代�小吃���味的鲜�果汁，
让�在��休�的同时�受

2X’에서도 구운 달걀, 식혜 등 찜질방에서

��的�味。

즐기기 좋은 스낵과 신선한 생과일주스를
준비해 건강한 휴식 시간에 맛있는
즐거움까지 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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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적인 초콜릿부터 프리미엄 스트리트

바로 그 옆에는 ‘원더 푸드 트럭’이

�艺术�克力��级街头小吃 ― �乐堡

‘밤의 유원지’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푸드의 세계로 인도한다. 하지만 여느

�乐堡的�饮服务也����。

푸드까지 ― 원더박스

1 ― 원더박스 2층에 있는

디저트 트럭에서는 국내에 단 3 개

매장밖에 없는 DIY 수제 아이스크림

바탕으로 한 가족형 실내 테마파크

비스토핑을 만날 수 있다.

스트리트 푸드와 다른 점은 파라다이스시티

원더박스는 F&B에도 맛깔나게

회전목마를 배경으로 SNS 인증샷을
남겨보자.

개성을 살렸다. 먼저 영화 <찰리의 초콜릿

2 ― 1층 원더 푸드 트럭에서는

공장>을 연상시키는 환상적인 초콜릿

호텔 셰프가 직접 메뉴를 개발한

원더박스만의 프리미엄 스트리트 푸드를

조형물로 가득한 ‘초콜릿 스트리트’가

맛볼 수 있다.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싱가포르 창이

1 ― 在�于�乐堡2层的甜点车，

공항, 마카오 MGM 코타이 호텔, 유럽의

有在韩国�设有3���的

백화점 등에 입점된 제니스 웡 디저트 숍의

DIY手工冰淇淋�Bistopping，

한국 1호점을 만날 수 있다. 제니스 웡은

记得在�转木马前拍照�����

���体上�。

2 ― 在�于1层的�乐快�车，

开发、�乐堡独��有的

�级街头小吃。

호텔 셰프가 직접 메뉴를 개발했다는 것.
하루 동안 숙성시켜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살린 추로스를 비롯해 특제 치즈

一闪一闪的黄�灯�照��领�进�街

��，摆满�各种���克力��、��

这里的各种�味�是由百乐��城的

不禁联想�电�《查理的�克力工厂》的

酒�大��自开发的。经过1�发酵、

饮�一。这是进驻���坡���场、

��、�据���谱制作的�夫饼，

韩国1��。黄�娴还专门为�乐堡�

2층으로 올라가면 ‘디저트 트럭’과 ‘캔디

颜料等味��诱�的艺术风�克力。

���克力���、�克力�和�克力

푸드를 맛볼 수 있다.

없는 DIY 수제 아이스크림 ‘비스토핑’을

口��为��的吉事果、配有�制�士的
��炸鸡�、热狗和�米�等�乐堡独�
��的“�级街头小吃”，�一��值

货�的黄�娴(Janice Wong)甜点�的

팝콘 등 원더박스만의 프리미엄 스트리트

물론 오감을 만족시키는 예술적인 초콜릿을

头小吃的�界。�而�其�街头小吃不同，

�门�狮���酒����洲��百

와플과 치킨 텐더, 핫도그,

트롤리’가 반긴다. 특히 회전목마 앞에 있는

선보인다.

�间�乐园��的���内主题�园

“�克力大�”，�是�乐堡的代��味�

소스를 곁들인 감자튀김, 특별 레시피로 만든

원더박스를 위해 초콜릿 롤리팝과

초콜릿 바, 그리고 초콜릿 페인트 등 맛은

可�品尝�由酒�大��自负责料理

노란 알전구를 반짝반짝 밝히며 스트리트

�克力大�的�边�是“�乐快�车”，

得品尝。

来�2层，首先看�的�是“甜点车”和

“�果小货车”。�于�转木马前的甜点车
�是��的DIY手工冰淇淋�

“Bistopping”，其在韩国�设有3���。

디저트 트럭에서는 국내에 단 3개 매장밖에

�十�种浇料中选择�打�属于自己的

冰淇淋�，在�转木马前�������

만날 수 있다. 10여 가지 토핑을 골라

나만의 아이스크림을 만든 다음 회전목마를

��体上，早已成为�玩欢乐堡的

원더박스의 필수 코스가 됐다. 마지막으로

���界�气�果��珠（Chupa

固�行�。��，不���来�果小货车

배경으로 SNS 인증샷을 남기는 것은 이제

Chups）。�乐堡������独���

전 세계가 사랑하는 캔디, 츄파춥스를

맛볼 수 있는 캔디 트롤리도 놓치지 말자.

主题活动，提供�惠组���，

시즌별로 선보인다고 하니 이번 연말에는

�喜等��。

���来的这�年末自�有更���

원더박스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 패키지를
Chocolate Street

꼭 들러볼 것을 권한다.

Bistopping

Wonder Food Truc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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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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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032 729 2200

– 营业时间�早� 06:30 –10:30 / 午� 12:00 –15:00 / �� 周日– 周� 18:00 – 22:00

– ���百乐��酒���假�1层

– 周� �1场 17:00 –19:00，�2场 20:00 –22:00

– �询�032 729 2200

*
*
*

1

ON THE PLATE
Call Me by Your Name,
2017

파라다이스시티의

겨울이 깊어갈수록 뜨거웠던 지난여름이

뷔페 레스토랑 ‘온 더 플레이트’에 전화해

�日的气���浓郁，�更��怀�不久

영화 속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차라리 자연 연상

유리 천장에서 쏟아지는 햇볕을 정수리로

�现��大�南�的风�。若需�更为�

���拥有��一片�地。此时，一句�

타임, 우리만의 천국.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在电�《请�你的��呼唤我》中�描绘

���。而且在佳肴�间还�品尝�紧�

파인다이닝에서는 그저 머무는 것만으로
주인공이 된다.
�处百乐��城的
�级�厅，

轻�变�电�主��。

더욱 그리워진다. 이때 이탈리아 남부를

반응. 그리고 더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할 때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그려낸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속 1983년 이탈리아의

여름 풍경을 찾아본다. 작열하는 태양과 짧은
반바지, 진동하는 풀 내음과 청춘의 열병

같은 사랑. 특히 따사로운 햇살 아래 오붓한
점심을 나누는 런치 장면은 보는 것만으로
얼어붙은 몸과 마음이 따뜻해진다. 엔딩

크레디트가 모두 오르고 난 뒤에도 헛헛함이

�前的�热夏�。此时脑�中�不由

예약을 한다. 바깥 추위는 전혀 모른다는 듯

体的�面，可�看看导�卢�·���尼诺

받으며 야외 테이블에서 즐기는 런치

的1983年�大�的夏日风�。艳阳、�裤、

그야말로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무엇보다

气�浓郁的丰草和青��烫的爱�。

유럽, 뉴욕, 상하이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别是在灿烂的阳�下，一��用午�的

온 더 플레이트의 다양한 음식이 가득 차려진

温�场�，看�来�足�温�冰冻的��。

테이블을 앞에 놓고 웃고 떠들다 보면, 지금

�果电�片尾���已经播�，���

이 순간이 찬란했던 여름처럼 반짝반짝

觉得�落落的话，��快点��电话

빛난다.

在百乐��城�级自助�厅“佳肴�间”
预���吧。当���的阳��过玻�

가시지 않으면 파라다이스시티의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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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洒落��上时，不由����日的

��，而坐在户��受��味午�，

�����的�����，此处���
�洲、纽约、上���饮��行趋势的

各种�味料理，一边�用，一边笑谈�地，

此时此�����的夏日���。

LA SCALA
– 운영 시간: 런치 12:00 – 15:00, 디너 18:00 – 22:00
– 위치: 파라다이스 호텔 & 리조트 1층
– 문의: 032 729 2203
– ���百乐��酒���假�1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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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询�032 7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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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SCALA
Eat Pray Love,
2010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주인공

기본에 충실한 파스타다. 재료 본연의

电�《��、���爱�》的主��

떠난 여행길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된다.

‘버섯 피자’와 ‘문어 샐러드’에서도 진하게

于是�踏上��，��终找���正的

자유롭게 사랑하기 전, 일단 이탈리아에

북부에서 즐겨 먹는 포르치니 버섯의 깊고

自由地�爱�前，�首先来���大�，

리즈는 무료한 일상을 살다가 불현듯
인도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발리에서

방문해 신나게 먹기부터 한다. 이탈리아

요리의 그 터질 듯한 우마미(umami)에
전율하듯 감동한다. 영화 속에서

리즈는 토마토 파스타에 반하지만

‘라 스칼라’에서는 ‘블랙 트러플 크림소스

맛을 살리는 이탈리아 요리의 매력은

自我。在��热�地��、在巴厘岛

느낄 수 있다. 버섯 피자는 이탈리아

乐���的“��披萨”和“�鱼��”

正是��代�。��披萨选用的

��是�大�北��受欢�的牛肝�，

带�浓郁丰�的香味�而�鱼��则是用

�得�软的石�鱼配香草和果�等�材。
����的T⻣牛�则是选用足足重

풍부한 향이 매력적이고, 문어 샐러드는

一��品尝��开�。�大�料理中�发

허브, 과채류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虽�在电�中，Liz�上的是�红��大

是�常地�的�大��罗伦萨风味大�。

绝�是�不可错过的�味。柔和的�油、

来不一样的�动。

�的鲜味给�带来�战��的�动。

스팀으로 부드럽게 쪄낸 돌문어와 향긋한

�面，但在乐���，
“黑�露�油�面”

마지막으로 ‘티본 스테이크’는 무려

1kg 중량을 자랑하는 최고급 미국산

파스타’의 매력에 빠져보길 권한다. 부드러운

프라임급 스테이크를 이탈리아 피오렌티나

탈리아텔레 생면의 완벽한 조화가 돋보이는,

감동적이다.

크림에 진한 풍미의 블랙 트러플과

Liz有一���想�����的日常生活，

风味浓郁的黑�露��大�宽面��
��，纯正��味。�大���的

스타일로 선보인다. 한 접시 한 접시가

�力�在于���现�材的自�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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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的�顶级的�国�级牛��制，

请相�乐���的�一����为�带

SERASÉ
– 운영 시간: 조식 07:00 – 10:30, 런치 코스 12:00 – 15:00,

애프터눈 티 12:00 – 18:00, 디너 18:00 – 22:00
– 위치: 아트파라디소 3층
– 문의: 032 729 5010

下午� 12:00 –18:00 / �� 18:00 – 22:00

– 营业时间�早� 07:00 –10:30 / 午间�� 12:00 –15:00 /

– ���百乐艺术酒�3层

– �询�032 729 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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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SÉ
Pretty Woman,
1990
어쩌면 우리에게 호텔 룸서비스에 대한

룸으로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인>이 아닐까. 집보다 몇 배 큰 스위트룸,

하지만 오늘은 비비안처럼 ‘서양식

환상을 가장 일찍 심어준 영화는 <귀여운

집만큼 널찍한 침대에서 잠을 깬 비비안은
화려한 조식 룸서비스에 어리둥절하다가
마냥 기뻐한다. 만약 에드워드가

북적거리는 조식 뷔페에 비비안을 데리고
갔다면 그 환상은 반토막이 났을 것이다.

다행히 파라다이스시티의 럭셔리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에서라면 환상이

온전하다. 아트파라디소는 붐비는 조식 뷔페
대신 컨템퍼러리 한식 다이닝

‘새라새’에서 만든 다양한 조식 메뉴를

可�����酒���服务的�想�早
来自于电�《风月�佳�》。电�中，

사실 새라새 조식의 시그니처는 한식이다.

���在��自�还大几�的��、��

반상’을 주문해본다. 메인 달걀 요리는

�大小的超级大�上�来，面�华�丰盛

에그 베네딕트 네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开�。�若当时爱�华带����的

的早���服务时，���措���常

스크램블드에그, 오믈렛, 프라이드 에그,

是嘈杂的早�自助�厅，一��想���

프라이드 에그는 달걀 2개를 원하는 굽기로

间破灭吧。��的是，百乐��城的

조리해 라타투이 소스와 소시지,

구운 베이컨과 함께 제공한다. 그 밖에도

�华�品酒�“百乐艺术酒�”�满足�

수제 플레인 요구르트, 크루아상과 잼 · 버터,

早�服务是由现代韩�厅SERASÉ提

的���想。百乐艺术酒�提供的

오늘의 주스, 신선한 계절 과일,

供各种早�料理，�可����酒���

커피 또는 전통차 등 트레이가 넘치도록

供���用。

푸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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虽�SERASÉ的代�早�是韩式料理。
但��我们可�����一样来�

“�式早�”。主�鸡蛋料理有�式�蛋、

�蛋�、�蛋、�尼�克蛋等�种可选。

选择�蛋时，顾�可决�两�鸡蛋��成

几��，�配有��杂烩、香肠和���。
此�，还有�日果汁、时�鲜果、自制
�味��、�⻆面包、果酱和黄油，

��咖�和传统�等，为��备的早�托

盘上摆得是�为丰盛。

IMPERIAL
TREASURE
– 운영 시간: 런치 12:00 – 15:00, 디너 18:00 – 22:00

– 위치: 파라다이스 호텔 & 리조트 1층
– 문의: 032 729 2227

– ���百乐��酒���假�1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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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询�032 7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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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IAL TREASURE
In The Mood For Love,
2000
가끔 한 끼 음식은 그 어떤 말보다 큰

하지만 닭고기로 우려낸 맑은 육수와

有时，一顿饭�任何话语更��。��，

�此鲜�的味�早已���也�暇顾

리첸도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함께

끼어들 틈을 만들지 않는다. 이어 와삭

各自配偶�伤的��在两�一�吃

��皮内包满�得细细的�白�和香�，

위로가 된다. 영화 <화양연화>의 모완과
음식을 먹으며 추스른다. 그사이 싹튼
사랑보다 더 애틋한 감정은 다만

붉은 색감과 음악에 숨어 어룽대다가 결국
사그라든다. 그러나 영화는 사랑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때에 대해 환기시킨다. 말하자면

남녀 주인공이 함께 먹은 새우완탕면

한 그릇에도 그들의 화양연화가 있었다는
듯이. 임페리얼 트레져의 ‘새우를 넣은

탕면’을 먹으며 영화를, 인생을 곱씹어본다.

电�《�样年华》中，周慕�和苏���

쫄깃한 에그 누들의 어울림이 딴생각이

饭过�中�����。这期间�萌生�的

깨문 ‘채소 춘권’은 춘권 피에 잘게 썬

爱���有�现�来，�有的���

양배추와 표고버섯을 가득 넣고 튀겨내

隐�在红�背�和�乐声中，若隐若现，

봄처럼 향긋한 채소 본연의 맛을 입안 가득
퍼트린다. 얇은 피에 새우를 가득 넣은

�终�散。爱�落�，��下�生中�

하까우’와 ‘양저우 스타일 돼지고기 바비큐

一�吃过的鲜虾�吞面，�一�面记录下

셰프의 기술로 기름에 완벽하게 코팅한

试�一边品尝��轩的“虾�汤面”，

임페리얼 트레져의 시그니처 딤섬 ‘새우교자
및 새우볶음밥’도 추천 메뉴다. 숙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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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的饺�皮内�满虾肉的��轩

招�点� “晶�鲜虾饺”和“扬州�饭”

也�是值得品尝的料理。在�艺��的

来�他们的�样年华。于是，我们也想尝

虾仁���配，�是饱腹��味。

�制的�汤汤�配上��的鸡蛋面，

좋은 든든함을 느끼게 해준다.

�锅轻炸�可，一口�下�，�日���

的��味����味蕾，鲜香��。

��的一�时�。正�电�中男�主��

一边回味电�、回味�生。�而，用鸡肉

밥알과 돼지고기 차슈, 새우로 맛을 내 기분

�其�。还有��炸��，在��的

大�手下，晶莹饱满的米饭�、�烧肉、

RAKU
– 운영 시간: 런치 12:00 – 15:00, 디너 18:00 – 22:00

– 위치: 파라다이스 호텔 & 리조트 1층
– 문의: 032 729 2207

– ���百乐��酒���假�1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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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询�032 7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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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KU
An Autumn Afternoon,
1962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영화 <꽁치의 맛>은

�制的肉汤来�味的热汤料理。���配

小津�二�的电�《秋刀鱼�味》是一

제격이다. 라쿠의 올겨울 추천 메뉴는

首�爱颂�，描绘的是���何面���

这��的还有�古�的��地�料理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송가다.

‘해산물 가미나베’다. 제철 해산물과 특별한

히라야마가 지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같이 먹으면 좋은 메뉴는 나고야의 유명한

����和朋友们饮酒�谈时，��

백세미 샤리(초밥에 사용하는 밥)에 제철

�走�儿����下的苦涩、��、

可独���，�时���、鲜虾、��等

这种�绪也许�有在盘�面�面坐�、

酒则��“吾�”，用�选大麦在�

영화 속에는 멋쟁이 신사 아버지

딸에 대한 진심을 내비치는 장면이 차례로
등장한다. 그 장면들이 중첩되면서

떠나보낸다는 것과 홀로 남는다는 것의

어떤 쓸쓸함과 우수, 아득함과 늠름함이
취기처럼 점점 차오른다. 어쩌면

무릎을 맞대고 앉아 발그레 진심을 내보이는
술자리에서만 가능한 무엇.

그 무엇을 나누는 장소로 파라다이스시티의
모던 일식당 ‘라쿠’의 프라이빗 룸이

��的�儿的故事。电�中，绅士的

육수로 맛을 낸 따뜻한 국물 요리다.

“�古�鳗鱼盖饭”�用有�米饭（�司专

�现���儿的关�。当�些场�重�时，

향토 요리인 ‘나고야 장어덮밥’, 유기농

伤�和�独����一样渐渐涌上来。

생선과 어패류를 더한 도쿄 스타일의 니기리
스시 ‘모둠 스시’, 제철 야채와 새우,

酒��醺、吐露��的酒桌上�可�有。

인삼을 이용해 라쿠만의 특별한 기술로

�果�也想找一�这样可�����的

바삭함을 살려낸 ‘모둠 튀김’이다. 추천

地�，百乐��城现代日料�厅乐可的

술은 ‘소추 고쿠’다. 엄선한 보리를 오크통에

��包间���不过�。乐可����料

4 – 5년 숙성해 바닐라 향이 풍부하고

理为“�鲜汤”，是选用时��鲜和

목 넘김이 부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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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的米饭）配时��鲜和鱼贝�的

东�风味��司“�司拼盘”��用乐

炸得香酥脆的“炸物拼盘”等。�需饮

木桶中发酵酿制�4 – 5年，带有浓浓的
香草味且口�十�绵柔。

E

Lee Sang-hyun, Editorial Team

1

강이수

1

– �点���手工制作�鲜饺�的面��厅

– 특징: 매일 직접 빚는 수제 만두 면장의 집

– ��料理�面�Gang-Isu的骄�招�⸺

– 추천 메뉴: 면장 강이수의 자존심, 100% 자가
제면 메밀 소바

p.pleasure 4

100%自制日式荞麦面

– 서브 메뉴: 소바와 함께 즐기면 더 맛있는 따뜻하고

– ��单��配荞麦面吃更温�鲜香的手工饺�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1층 푸드코트

– 营业时间�11:00 –22:00

– ����场1层�品��城

향긋한 수제 손만두

（��下单时间 21:00）

– 운영 시간 : 11:00 – 22:00
(마지막 주문 21:00)
2

2

– ��料理�各种�酿�酒和�式�萨

– ��单��大�面、�伯��、汉堡等各种��料理

– 추천 메뉴: 다양한 종류의 크래프트 비어와 함께하는

– ����场1层

아메리칸 스타일의 피자

– 营业时间�11:30 –22:00

– 서브 메뉴: 파스타, 콥샐러드, 버거 등

（休�时间 15:00 –17:00，��下单时间 21:00）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1층

– 운영 시간 : 11:30 – 22:00

(브레이크타임 15:00 – 17:00, 마지막 주문 21:00)
3

강이수 Gang-Isu

– ��料理��结�40年����、马场洞骄�自�的

– 추천 메뉴: 40년 장인 정신, 마장동의 자부심을 담은

– ��单�香酥面包、鲜�肉质�配�制酱料的

– 서브 메뉴: 바삭한 식빵과 부드러운 고기,

– ����场2层

韩牛招�Omakase

炸牛�三��

– 营业时间�11:30 –22:00

특제 소스의 환상 조합, 규카츠 샌드위치

（休�时间 15:00 –18:00，��下单时间 21:00）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2층

– 운영 시간 : 11:30 – 22:00

(브레이크타임 15:00 – 18:00,

마지막 주문 21:00)
4

라디오 베이 Radio Bay

– ��料理�风味正�、�淡�味的���面

봉피양

– ��单����面的绝佳拍档，碧��⻣���肉

– 추천 메뉴: 정통의 맛을 그대로 살린 슴슴한 매력의

– 营业时间�11:30 –22:00

– ����场2层

（��下单时间 21:00）

– 서브 메뉴: 평양냉면과 함께 먹으면 더 맛깔난
벽제갈비표 돼지갈비

5

– ��料理�猫头鹰炸��，选用经100�小时�温

– 운영 시간 : 11:30 – 22:00

�味的济州�里�肉制作

(마지막 주문 21:00)
5

– ��单���炸��的���味，�户咖喱饭

– ����场1层�品��城

부엉이돈가스

– 营业时间�11:00 –22:00

– 특징: 홍대 앞에서 줄 서서 먹는 돈가스 맛집

（��下单时间 21:00）

– 추천 메뉴: 100시간 저온 숙성한 제주산 등심의
고소한 맛, 부엉이돈카츠

– 서브 메뉴: 돈가스 못지않은 별미, 고베카레라이스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1층 푸드코트

봉피양 本平壤

更有许�简单��样�的�行休闲�厅。�大受�评的
�味韩国料理��现�颖风味的�界各地��，

在百乐��城�场开��味���的环�����吧。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에서 군침 도는
미식 여행을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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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 DE SPICY

头风�年糕

(마지막 주문 21:00)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트렌디한 캐주얼 다이닝도 다수 입점해 있다.

6

– �点�来自于��洞的�气�旺的�级面��

– ��料理�����味的VILLA DE SPICY招�街

– 운영 시간 : 11:00 – 22:00

6

猫头鹰炸��

– �点��大一带超�气炸���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2층

이미 맛집으로 검증된 한식부터 새로운 풍미를 자랑하는 세계 각국의 음식까지,

���

– 특징: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인정한
평양냉면

百乐��城不但有各种风�的�级�厅，

4

– �点��选�《米其林指南》的正����面
���厅

원조 평양냉면 맛집

파라다이스시티에는 파인다이닝뿐 아니라 간편하고

BORN & BRED

�司�打�的韩牛�厅

본앤브레드

한우 오마카세

在�场开�环�
����

3

– �点�由1978年创�的韩国首�韩牛专业物�

– 특징: 1978년에 설립한 최초의 한우 유통 전문
회사가 전개하는 한우 전문점

플라자에서 떠나는
세계 미식 여행

Radio Bay

– �点�现代工业风�的�式�厅酒吧

라디오 베이

– 특징: 모던 인더스트리얼 스타일의 아메리칸 다이닝 펍

본앤브레드 BORN & BRED

Gang-Isu

– ��单����士�年糕等各种面�小吃

– ����场1层�品��城

빌라드스파이시

– 营业时间�11:00 –22:00

– 특징: 신사동에서 줄 서서 먹는 프리미엄 분식집

（��下单时间 21:00）

– 추천 메뉴: 맛있게 매운맛, 빌라드스파이시표
스트리트형 떡볶이

– 서브 메뉴: 눈꽃치즈떡볶이 등 다양한 분식 메뉴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1층 푸드코트

– 운영 시간 : 11:00 – 22:00
(마지막 주문 21:00)

빌라드스파이시 VILLA DE SP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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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데스네

7

SODEATHNE

13

폴리스피자

13

Paulie′s�萨

– 특징: 프리미엄 스테이크를 1만 원대로 즐길 수 있는

– �点�在这里1万�韩元��品尝��级牛�，

– 특징: 뉴욕 정통 스타일의 피자를 즐길 수 있는

– �点���正��国纽约风味�萨的休闲风�厅

– 추천 메뉴: 부채살스테이크, 찹스테이크 등

– ��料理�牛�肉牛�、酱牛�等��风味牛�

– 추천 메뉴: 벽돌로 만든 오븐에서 구워내는

– ��单���烘�的�大�面、

– 서브 메뉴: 내 맘대로 올려 먹는 다양한 스테이크 토핑

– ����场1层�品��城

– 서브 메뉴: 오븐에서 만든 오븐 파스타와 치킨윙,

性��超�

가성비 좋은 맛집

– ��单�任凭挑选的各种牛�浇料

별미 스테이크

– 营业时间�11:00 –22:00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1층 푸드코트

（��下单时间 21:00）

– 운영 시간 : 11:00 – 22:00
(마지막 주문 21:00)
8

알리프

소데스네 SODEATHNE

8

阿�夫 Alip

– �点�在时尚的�饰�间内�受顶级咖�

– ��料理�用产于巴��营农场的咖���调制的

– 특징: 세련된 인테리어의 공간에서 즐기는
프리미엄 커피 타임

(마지막 주문 21:30)
9

오발탄

14

14

Paul Bassett

– �点��领�级咖�大��的
韩国代�咖�品��

폴바셋

– 서브 메뉴: 상하목장 우유로 만든 프리미엄

– ����场1层

9

误发弹

– �点�韩国颇�代�性的专营牛大肠、
大肠的���肉专门�

– ��料理�口�柔软、���有味儿的���级
�牛大肠

– 추천 메뉴: 부드럽고 씹으면 씹을수록 사근사근한 맛이

(브레이크타임 15:00 – 17:00, 마지막 주문 21:00)

– ��单�用产于上下牧场的牛�制作的

（��下单时间 21:30）

– 특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 · 대창 화로구이 전문점

– 운영 시간 : 주중 11:30 – 22:00, 주말 12:00 – 22:00

– 추천 메뉴: WBC 챔피언 폴 바셋의 커피 철학을

– 营业时间�10:00 –22:00

오발탄 误发弹

（休�时间 15:00 –17:00，��下单时间 21:00）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2층

供应的面包、甜点

– ����场1层

– 운영 시간 : 10:00 – 22:00

– 营业时间��日 11:30 –22:00，周末 12:00 –22:00

감자튀김 등 애피타이저

– ��料理�秉��界咖�师大赛冠军Paul Bassett

– 서브 메뉴: 유명 빵집 바켄과 보버라운지에서 들여오는
베이커리, 디저트

– ����场2层

– 특징: 프리미엄 커피의 대중화를 이끈

– ��单���面包�Backen和Bover Lounge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1층

��和�片等开胃�

뉴욕 정통 피자 맛

�鲜咖�

– 추천 메뉴: 브라질 직영 농장에서 재배한
생두로 내린 신선한 커피

– ��料理�用砖�式���制的正�纽约�萨

캐주얼 다이닝

咖���理�的Specialty Coffee

한국의 대표 커피 전문점

�级软冰淇淋

이어받은 스페셜티 커피
소프트아이스크림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1층

폴리스피자 Paulie′s比萨

周末和节假日 10:00 –22:00

（��下单时间 21:30）

– 운영 시간 : 주중 11:00 – 22:00,
주말· 공휴일 10:00 – 22:00

(마지막 주문 21:30)
15

– 营业时间��日 11:00 –22:00，

15

�乐酱油�酱

– �点�自1980年�，�代代相传的���打�的
正�酱油�酱�厅

프로간장게장

일품인 특양구이

– ��单��选�材、���味的顶级韩牛�大肠

– 특징: 1980년부터 전해 내려온 비법을 담은

– ��料理�用选自����岛的����制的

한우 대창구이

– 营业时间�11:30 –22:00

– 추천 메뉴: 서해 연평도에서 잡은 꽃게를 ‘접장’을

– ��单���鱼、�鱼、�头鱼、带鱼等各种�鲜料理

– ����场2层

– 서브 메뉴: 엄선된 재료, 쫄깃함과 고소함이 일품인

（�日休�时间 15:00 –17:00，��下单时间 21:00）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2층
– 운영 시간 : 11:30 – 22:00

(주중 브레이크타임 15:00 – 17:00,

10

– �点�拥有360年历史、传��12代的日�面�料理

마지막 주문 21:00)
10

�江（JINKAWA）

专门�

– ��料理���进口Toshio���面，�现当地纯

진가와

正口味的面�料理

– 특징: 360년 동안 12대가 이어온 일본 면 요리 전문점

– 운영 시간 : 11:00 – 22:00
(마지막 주문 21:00)
16

– ����场2层

– 추천 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산삼배양근삼계탕 등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2층

– 운영 시간 : 11:30 – 22:00

진가와 辰江（JINKAWA）

(브레이크타임 주중 15:00 – 17:30 /

주말 15:00 – 17:00, 마지막 주문 점심 14:00 /

– ��料理���佳��在咖�和苏打�中配���
�醋的�鲜饮品

카페 태바시

– ��单�����醋为主��的�口味�大�冰淇淋

– 특징: 건강한 천연 식초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카페

– ����场2层

– 营业时间�12:00 –21:00

배합해 완성한 음료

（��下单时间 21:00）

– 서브 메뉴: 천연 식초를 베이스로 한 다양한 맛의
젤라토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2층

12

– ��料理�牛肉、�鲜、�荫、鱼饼等各种口味的

(마지막 주문 21:00)

�国米线

– ��单�咖喱�软��、木���、yam woon sen

콘타이

等�国���味配�

– 특징: 태국 음식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 ����场1层�品��城

재해석한 태국 레스토랑

– 营业时间�11:00 –22:00

– 추천 메뉴: 쇠고기, 해물, 어묵, 얌 등 다양한 맛의

（��下单时间 21:00）

쌀국수

– 서브 메뉴: 뿌님팟퐁커리, 솜땀, 얌운센 등
태국의 풍미 가득한 사이드 메뉴

– 운영 시간 : 11:00 – 22:00
(마지막 주문 21:00)

KONTHAI

– �点��据韩国�口味��打�的�国料理�厅

– 운영 시간 : 12:00 – 21:00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1층 푸드코트

�阳风时间咖��

– �点�������醋为主��各种�味的咖��

– 추천 메뉴: 커피, 탄산수에 천연 식초를 최적의 비율로

12

��下单时间�午� 14:00，�� 21:00）
11

저녁 21:00)
11

（休�时间��日 15:00 –17:30，周末 15:00 –17:00�

16

– ��料理��鸡汤、鲍鱼�鸡汤、������鸡汤
等���鸡汤

– ��单��得黄灿灿的下酒�牛肉肉饼

삼계탕 전문점
별미 삼계탕

– 서브 메뉴: 안주로 즐기기 좋은 노릇노릇 구운
소고기 육전

– ����场2层
폴바셋 Paul Bassett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2층

汉南干��鱼汤

– ��单��胆��饭、�牛肉��等各种韩式�味

– ����场1层�品��城

– 특징: 아는 사람은 다 아는 한남동의 원조 맛집

– 营业时间�11:00 –22:00

– 추천 메뉴: 뽀얗고 진한 국물이 일품인

（��下单时间 21:00）

간판 메뉴 한남북엇국

– 서브 메뉴: 성게알비빔밥, 소불고기반상 등
다양한 한식 메뉴

(마지막 주문 21:00)
18

18

프로삼계탕 普乐参鸡汤

– 营业时间��日 11:00 –21:00，周末 11:00 –22:00

차 애호가들이 사랑하는 명품 티

– 추천 메뉴: TWG의 시그니처 티인 1987 블랙티

– 서브 메뉴: 중국식 우롱차에 향긋하고 담백한 우유를
더한 밀크 우롱

84

주말 11:00 – 22:00

拥有���受饮�爱��喜爱的�品

– ��料理�TWG代��品�，1987黑�
– ����场1层#PART内

TWG

– 특징: 180년 전통의 싱가포르 티 브랜드,

– 운영 시간 : 주중 11:00 – 21:00,

TWG

– �点�拥有180年传�的��坡�饮品�，
– ��单�在中式乌龙�内��纯牛�的乌龙��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1층 샵파트 내
콘타이 KONTHAI

汉南干��鱼汤

– ��料理�汤�浓郁鲜�、��一绝的招�料理，

한남북엇국

– 운영 시간 : 11:00 – 22:00

（��下单时间 21:00）
17

(마지막 주문 21: 00)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1층 푸드코트

– 营业时间�11:00 –22:00

– �点�声�赫赫的汉南洞传统���厅

– 운영 시간 : 11:00 – 22:00

17

�乐�鸡汤

– �点�经验丰�的韩国传统�补���鸡汤专门�

프로삼계탕

– 서브 메뉴: 프라이빗 룸에서 즐기는 사시미, 스키야키 등

– 营业时间�11:30 –22:00

（��下单时间 21:00）

– 위치: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2층

– 특징: 오랜 노하우를 담은 한국 전통 보양식,

다양한 갓포 요리

– 营业时间�11:00 –22:00

– 서브 메뉴: 아귀, 낙지, 옥돔, 갈치 등 각종 해산물 요리

– ��单�可�在����品尝的生鱼片、
�喜烧等各种��料理

– ����场2层

이용해 담그는 간장게장

– 추천 메뉴: 토시오 장인의 면을 항공으로 공수해
현지 맛을 살린 면 요리

酱油�酱

원조 간장게장 맛집

T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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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럭셔리한
연말

�受��华的
年末欢庆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누구보다 호사스럽게

p.plan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해보세요.

오직 당신을 위한 완벽한 프라이빗 파티 ―
The Ultimate Luxury

2019년을 장식하고 싶다면

상상 속에서나 꿈꿨던 럭셔리 프라이빗 파티를

파라다이스시티가 준비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실현해보자. 꿈에 그리던 전용

특별한 축제와 패키지 상품을

프라이빗 수영장을 갖춘 풀빌라에서 펼쳐지는 완벽한 파티를

주목해보자.

파라다이스시티가 준비했다. 2020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특별 패키지 ‘디 얼티밋 럭셔리(The Ultimate Luxury)’는

��的�诞和年末��来临，

파라다이스시티의 최상급 객실인 디럭스 풀빌라 또는

希����华的�受为2019

그랜드 디럭스 풀빌라를 완벽한 프라이빗 파티장으로

�上圆满句�的话，�请关�

탈바꿈시킨다. 환상적인 데커레이션, 오감을 만족시키는

百乐��城����的��庆典

풀빌라 시그니처 다이닝, 버틀러 서비스 등 럭셔리 서비스까지,

和���惠。

그야말로 특별한 날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준다. 디럭스 풀빌라
또는 그랜드 디럭스 풀빌라 1박을 기준으로 요금은 700만
원(부가세 별도)부터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화려한 파티 후 더욱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디럭스 타입 2객실과 오후 3시 레이트 체크아웃 혜택도

제공한다. 참고로 이 상품은 파티를 위한 성인 전용이며,

성인 6인 기준 상품이다. 최대 성인 8명까지 투숙 가능하며

Santa Village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해보세요.

E
P

우리 아이에게 선물하는 마법 같은 시간 ―

�给��们的��时� ― �诞老��

뻔한 캐럴, 뻔한 선물, 뻔한 저녁 식사. 바쁘다는 핑계로

�年的�诞节�乎��口��而��一过，但�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면, 파라다이스시티가 준비한

�别��的“�诞老��”吧。作为百乐��城中�的

Santa Village

매년 크리스마스를 대충 보냈다면, 올해만큼은 특별한

请扫描QR码��详细内�

一成不变的�诞颂�、�诞�物、�诞��，

�场变�为�话中的�诞老��，�������、

크리스마스 포토존, 스트리트 푸드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看点、玩点和�味。11月29日�，�诞拍照�开�，

크리스마스 포토존이 들어서고, 12월 13일부터는 윈터 마켓

活动等��的体验型活动也��重�场。在����可

이벤트가 펼쳐진다. #PART 가 엄선한 크리스마스트리

时尚�品等各种��用品�在���则可�品尝�一扫

놀 거리, 먹을거리를 가득 준비했다. 먼저 11월 29일부터
시작과 함께 카니발게임, 산타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형

12月13日�����喜�宾�，�年华�乐、�诞老�

�购买�由�品�#PART�选的�诞�饰物、

��、温���的街头��。来���的�诞老��⸺

스트리트 푸드를 판매할 예정이다. 환상적인 산타 마을로

回忆吧。

변신한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에서 2019년의 마지막을

The Ultimate
Luxury

�诞拍照�和街头���等缤纷活动，汇�有各种��

오너먼트, 라이프스타일 제품 등 겨울 아이템을 윈터 마켓에서
만날 수 있다. 푸드존에서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단, 그랜드 디럭스 풀빌라 옵션 B 선택 시에는 추가 인원 성인

2인까지 무료 투숙이 가능하다.

一�不一样的�诞假日的话，��请来百乐��城

‘산타 빌리지’에 방문해보자. 파라다이스시티의 허브,

플라자가 동화 속 산타 마을로 변신하고 이곳에 윈터 마켓,

추가 인원 1인당 5만 원(부가세 별도)의 요금이 별도 부과된다.

Lee A-reum, Editorial Team
PARADISE CITY

百乐��城�场，为2019年年末�下难���的

특별하게 마무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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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属于�的������ ― 终��华

来百乐��城，想�中、��过的�华�������现。
在百乐��城设有��泳池的泳池别墅，�受一场��
�的����。活动日期�止�2020年3月31日的

�别��“终��华(THE ULTIMATE LUXURY)”，

�提供的是百乐��城�顶级的��⸺�华泳池别墅

和�贵泳池别墅，倾力打��理想的�����间。

��的�内�饰、满足��需�的泳池别墅经典��、
�贵的��服务等各种�凡体验，让这��别的

日�更�华���。�华泳池别墅和�贵泳池别墅

一�的基���费用自7百万韩元（附���计）�，

且在��结束�，还提供2间满足��休�的�华型��，
�可�迟�下午��。

请��，����面向成�顾�，基����员为6�，

��可��8�，超��员��需额��付5万韩元

（附���计）。��，�选择�贵泳池别墅B��，可�
�纳2�成�免费��。

paradise news

– 购买�乐堡(WONDERBOX)一日�票时，

PARADISE
SIGNATURE

· 연회비: 65만 원(부가세 포함)

�受5��惠。

· 유효기간: 12개월(1년)

– 百乐��酒����饮 9��惠

· 멤버십 쿠폰:
– PARADISE HOTEL & RESORT 디럭스 숙박권 1매

– 百乐�疗8��惠

– PARADISE HOTEL & RESORT 객실 업그레이드
이용권 2매

2

객실 업그레이드 이용권 1매

4인 25% , 5 – 9인 20% , 10 – 20인 10%)
– 객실 할인(주중 30% , 주말 15% 상시 할인 혜택)
– 객실 투숙 시 웰컴 어메니티 무료 제공

– CIMER 아쿠아스파권 4매
– CHROMA 일반 공연 입장권 4매
– WONDERBOX 자유이용권 2매
– 장기 주차(1주일) 이용권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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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부산 F&B 10% 할인

百乐�����受

트렌디한 레스토랑에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유명 셰프들이 지휘하는 품격 있는 다이닝을 즐길 수

혜택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형
올인원 멤버십.

· 연회비: 45 만 원(부가세 포함)
· 유효기간: 12 개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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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费�1,200,000韩元（�附��）

�受更�贴��惠。�各�设�使用�惠�额�积�

· �员���

Premier Deluxe)���1张

· 年�费�650,000韩元（�附��）

– 百乐艺术酒�(ART PARADISO BOUTIQUE

· �员���

– ��升级� 1张

HOTEL)标���
（Junior Suite）��� 1张

· 有�期�12�月（1年）

– 百乐��酒���假�（PARADISE HOTEL&

이용권 2매
– 장기 주차(1주일) 이용권 1매

– 10万韩元�饮� 3张

RESORT）��升级�2张

– ��(CIMER)���疗� 4张
– �乐堡(WONDERBOX)一日票 2张

HOTEL）��升级� 1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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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长期(1周)�车�2张

– ��5��惠� 1张

· �员�惠�

– 佳肴�间（ON THE PLATE）双�早�� 1张

SIGNATURE RED是百乐��城独�策划的���

– ��(CIMER)���疗� 4张

请在由国内�顶���大�掌�的�级�厅��

– �乐堡(WONDERBOX)一日票 2张

– 酒��饮�扣（1�9�、2�7�、3�6.7�、

– 克�(CHROMA)�场� 4张

�员资�，让�在时尚�品�厅畅��级�饮服务。

4�7.5�、5�– 9�8�、10�–20�9�）

– ���惠（�时周中七��惠，周末�
���惠）

– 长期(1周)�车�1张

· �员�惠�

– 赚�额�积�（Paradise Rewards Membership

· 年�费�450,000韩元（�附��）
· 有�期�12�月（1年）

Red(红�)、Purple(��)、Gold(��)�员各可

��积�25%、35%、50%积�）

· �员���

– 百乐��酒����饮 9��惠

– 10万韩元�饮� 3张

– 百乐�疗8��惠

– 5万韩元�饮� 3张

– 百乐��酒���假�(PARADISE HOTEL&
RESORT) �泳池使用�（双�）2张

– 长期(1周)�车�1张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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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LTIMATE PREMIUM EXPERIENCE
GOLD

· 年�费�450,000韩元（�附��）

���华�贵体验

· 有�期�12�月（1年）

· �员���

예술적 영감이 흐르는 객실 이용 혜택과 럭셔리한

– 百乐��酒���假�(PARADISE HOTEL&

다이닝, 다이내믹한 엔터테인먼트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RESORT) �泳池使用�（双�）3张

– 克�(CHROMA)�场� 4张
– 克�(CHROMA)鸡尾酒�� (一�)4张

– �乐堡(WONDERBOX)一日票2张

– 长期(1周)�车�1张

· �员�惠�

– 酒��饮9��惠

– ��(CIMER)���疗�场�5��惠
– 克�(CHROMA)�场�5��惠

파라다이스시티만의 프리미엄 멤버십.

STAYCATION IN PARADISE
PURPLE
百乐��休闲�假

모던한 분위기와 감각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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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动�时�吧�

– ��(CIMER)���疗� 4张

– ��员欢��品

수 있습니다.
– 제휴 서비스는 제휴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SIGNATURE ORANGE是娱乐�����一

让�纵��受百乐��城缤纷��的娱乐活动和

– 酒���欢��品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영업장 및 혜택 이용은 제한될

– 百乐�疗8��惠

�闲惬�的休�时�。请马上体验乐��休闲��的

– 5万韩元�饮� 2张

– 克�(CHROMA)�场� 2张

– 百乐艺术酒�（ART PARADISO BOUTIQUE

4인 25% , 5인– 9인 20% , 10인– 20인 10%)

– ��5��惠� 3张

RESORT）�华��
（Deluxe）���（一�）1张

– 百乐��酒���假�（PARADISE HOTEL&

· 멤버십 혜택:
– 호텔 F&B 할인(1인 10% , 2인 30% , 3인 33% ,

更�丰��惠。

– 百乐��酒���假�（PARADISE

HOTEL&RESORT）�级�贵��(Grand

体验更�时尚典�的生活�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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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in-One）�员资�，提供�种休闲娱乐���惠，

SIGNATURE GOLD�员，体验更�����的

SIGNATURE PURPLE是百乐��城�别策划的�

�惠�请马上成为SIGNATURE PURPLE�员，

· 멤버십 쿠폰:
– F&B 10 만원 금액권 3매

액티비티, 여유로운 휴식 시간을 선사하는 레저 이용

动�娱乐���惠等各种�荣�惠。请��

���员资�，让�在����、�性的����时， · 有�期�12�月（1年）

· 유효기간: 12개월(1년)

파라다이스시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SIGNATURE GOLD是百乐��城的顶级�员资�，

为�倾�����艺术���惠、�华�饮服务�惠、
现代生活�式。

– 더 스파 앳 파라다이스 20% 할인

· 연회비: 45 만 원(부가세 포함)

��绝伦的娱乐体验

– 더 스파 앳 파라다이스 20% 할인

레드 · 퍼플 · 골드 회원은 각각 적립된 포인트의 25% ,
35% , 50% 추가 적립)

있는 파라다이스시티만의 식음형 멤버십.

ENTERTAINMENT IN PARADISE
ORANGE

– 가입 시 웰컴 기프트 증정
– 호텔 부산 F&B 10% 할인

· 멤버십 혜택:
– 포인트 추가 적립(파라다이스 리워즈 멤버십의

GOURMET IN PARADISE
RED

– CHROMA 일반 공연 입장권 2매
– WONDERBOX 자유이용권 2매
· 멤버십 혜택:
– 호텔 F&B 할인(1인 10% , 2인 30% , 3인 33% ,

– 객실 50% 할인권 1매
– ON THE PLATE 조식 2인 이용권 1매

돋보이게 해주는 연간 회원 멤버십
‘파라다이스 시그니처’.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 F&B 5만원 금액권 2매
– CIMER 아쿠아스파권 4매

– 장기 주차(1주일) 이용권 2매

– ART PARADISO BOUTIQUE HOTEL

파라다이스시티에 머무는 순간, 그 가치를 더욱

– 객실 50% 할인권 3매
– F&B 10 만원 금액권 3매

· 연회비: 120 만 원(부가세 포함)
· 유효기간: 12개월(1년)

· 멤버십 쿠폰:
– PARADISE HOTEL & RESORT 그랜드 프리미어

디럭스 숙박권 1매
– ART PARADISO BOUTIQUE HOTEL

객실 이용 혜택부터 다채로운 시설 이용 혜택과 포인트
추가 적립 혜택까지 제공하는 파라다이스시티만의

주니어 스위트 숙박권 1매
– 객실 업그레이드 이용권 1매

객실형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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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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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십 안내

�员指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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