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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극복하는 '함께'의 힘

이번호 표지는 카우스(KAWS)의 조형 작품 ‘투게더(TOGETHER)’입니다. 

가을의 색감을 가득 담은 거대한 아트토이 컴패니언이

서로를 안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선사합니다.

플라자 광장 한 켠에 자리잡은 이 작품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Value of
Together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는 '플라자'는 다양한 레스토랑, 카페, 편집샵, 면세점 등 쇼핑공간으로 가득한 파라다이스시티의 

허브다. 다양한 현대 예술작품들은 물론, 영감을 주는 이벤트가 펼쳐진다.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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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레터 

“우리 함께 
어깨 겯고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파라다이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올해 정말 길고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과 오랜 장마, 역대급 

태풍이 겹치면서 사업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사업장도 잠시 영업을 멈춰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시티와 호텔부산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기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모두가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고객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과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파라다이스 웨이 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 애쓴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라다이스 가족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확진 직원들의 건강도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무사히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모든 사업장에 안전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려야 할 것입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임을 늘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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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로 관광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앞으로 3년은 우리 그룹의 생존을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전사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그룹의 판을 완전히 새로 짠다는 각오로 변화와 혁신의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막힌 곳을 뚫고 흐르는 물길을 찾아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하는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고 새로운 사업방식으로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초유의 위기를 돌파하는 핵심은 진정성 있는 소통입니다. 수평적 소통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발상과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진정성, 친밀성, 

지속성이라는 소통의 가치를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와 긍정의 힘으로 이겨냅시다. 지금까지 모든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고민하며 방향을 정하고 신속하게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족 중심으로 간소하게 지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마음은 떨어져 있어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임직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21일

회 장  전 필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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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레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어요

“띵동~ 택배 왔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둔 9월의 어느 날,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선물 상자가 도착했어요.

파라다이스는 매년 추석, 서울 중구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을 담은 선물 꾸러미를 전달해왔어요.

적적하시지 않게 임직원 봉사자들이 직접 찾아가 말동무도 되어드리고요.

아쉽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직접 찾아 뵐 수 없게 되어

편지와 함께 택배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추석맞이 ‘효(孝) 드림’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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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진심을 담은 마음이 택배와 함께 전달되었던 걸까요?

장충동에서 오순례 할머님이 감사의 인사를 보내오셨어요.

“반가운 선물 잘 받았다우.

코로나19로 지원이 줄고 있어 곤란했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챙겨주니 참 고맙구려.

덕분에 따뜻한 추석 보냈다오.”

어려운 시기, 작년처럼 미소 가득한 얼굴로

명절 인사를 나누진 못했지만,

이번 ‘효(孝) 드림’ 활동은 나눔 속에 깃든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어르신들 가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선물 꾸러미는 상품 선정에 특히 신경 썼어요.

1인 가구라는 점을 고려한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품과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켜드릴 비말 차단용 마스크

도 준비했답니다.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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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부산

근무 이동 동선에 마련된 용모 점검을 위한 공간

김영식 계원학원 이사장(좌), 양만기 작가(우)

PARADISE NEWS
2020 09+10

신뢰구축INTEGRITY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카지노 부산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먼저 근무 이동 동선을 연극 무대의 '백 스테이지'와 같은 

분위기로 바꿨다. 근무를 시작하는 직원이 마음가짐을 점검하고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품과 조명을 설치

했으며, 몰입감을 불러일으키는 음악도 재생해 뒀다. 캠페인을 주도한 주니어 보드 김국지 대리는 “직원이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고객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캠페인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용

모 규정을 한층 완화해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자 한 '너의 ‘찐’ 아름다움을 보여줘' 캠페인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홍은빈 기자

고객 만족은 직원 만족부터, 근무환경 개선 캠페인

계원학원은 지난 8월 18일, 미디어 아티스트 양만기(계원예술고 미술과 2회) 작가에게 모교의 명예와 문화예술 발전

에 공헌한 공로로, ‘제4회 자랑스러운 계원인상’을 수여했다. 

홍익대학교와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한 양작가는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미디어를 넘나드는 미디어 아티스트다. 

1997년 영국 로열아카데미가 주최한 국제 회화 및 영상 설치 공모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영국 왕실 퀸즈 재단 

지원을 받은 최초의 동양인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는 덕성여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주력하며, 활발

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혜영 기자

미디어 아티스트 양만기, ‘제4회 자랑스러운 계원인상’ 수상

계원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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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선도TREND SETTER

한국현대문학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온라인 수업에 활용 가능한 북아트 키트를 제작·배포했다. 7월 24

일부터 선착순으로 배포한 1,000개의 북아트 키트는 일주일 만에 마감될 만큼 초·중·고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

다. 북아트 키트에는 ‘윤동주, 김영랑 시인의 시 필사하기’, ‘컬러링 아트’, ‘문학 퀴즈’ 등을 담았다. 한국현대문학관은 앞

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수업 자료들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온라인 전시 및 SNS 채널을 통해 문

학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영란 기자 

온라인 수업용 북아트 키트 선보여  

비노파라다이스는 소비자에게 와인에 대한 정보를 더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소개되

는 콘텐츠는 '이야기를 마시다(Drink This Story)'라는 시리즈물이다. 와인과 브랜드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한 실용적인 

정보를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짤막하게 소개한다. 부담없이 시청하면서 와인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

어 영상 콘텐츠에 친숙한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의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유튜브 영상은 와인마다 적용된 QR코

드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업되어 유통될 예정이다.  정보경 기자  

스토리로 만나는 와인 ‘유튜브 채널 오픈’

9:26 / 16:00

비노파라다이스

현대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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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가치 창조VALUE PROVIDER

카지노 부산은 지난 7월 21일, 23일 양일간 고객 경험 가치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소그룹 미팅을 진행했다. 총 68명의 

오퍼레이션팀 직원이 6차수로 나뉘어 ‘고객과 직원이 즐겁고 행복한 PLACE만들기’ 및 ‘고객 게임시간 증대를 위한 아

이디어’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을 통해 총 37건의 아이디어를 도출했으며, 그중 고객 경험 가치 관련 아이디어

는 포스터 형태로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6월부터 시험 시행한 ‘굿노트’ 제도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고객의 다양한 행동 패턴에 관심을 갖고, 데이터

화한 후, 유형별 분류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고객의 잠재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선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홍은빈 기자

고객 경험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

카지노 부산

고객 경험 가치에 대한 오퍼레이션팀 직원의 아이디어가 담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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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시티는 코로나19로 타인과의 접촉을 꺼려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9월 14

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24 Hours Stay’는 원하는 시간에 체크인 한 후 24시간 동안 투숙할 수 있다. 혼

잡한 시간대의 체크인을 피해 고객간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8월 출시한 ‘Kids Paradise: Untact Kids Play' 상품도 인기다. 해당 패키지 이용고객은 ‘LED 미니 극장’ 공예 세트

를 제공받을 수 있다. 키즈 액티비티 전문가 LEO가 진행하는 유튜브 튜토리얼 영상이 함께 제공되어 자녀 동반 고객

이 객실 내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정두리 기자

다양한 ‘언택트(Untact)’ 객실 상품 선보여

파라다이스시티는 9월 9일 코로나19로 자가 격리 중인 직원에게 응원 물품과 메시지를 전달했다. 외출이 제한된다는 점

을 고려해 즉석밥, 김치, 라면 등의 간편 조리 식품과 건강식품 등을 준비했고 진심을 담은 메시지도 함께 넣었다. 임직원

이 직접 격리 대상자에게 물품을 전달하며, 힘든 시기 동료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마음을 담은 활동을 펼쳤다.

정두리 기자

자가격리 중인 직원에게 응원 물품 전달

파라다이스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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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용 여가시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트니스, 스파, 수영장, 레스토랑 등 공용 여가 시설 이용을 둘러싼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 탓에 걱정도 늘어간다. 

팩트체크를 통해 일상 속 여가 시설을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뷔페식 레스토랑의 경우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거나 대기할 

때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 식사 전

후 대화 시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식사 중엔 대화를 자제하자. 

또한 공용 집게나 접시, 수저 등을 집을 땐 손 소독제나 비닐

장갑을 꼭 사용하자.

음식을 덜어먹는 뷔페식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무조건 위험하다?

배달음식, 테이크 아웃 음식이 

비교적 안전하다?

배달음식을 주문하거나, 식당에서 테이크 아웃 주문을 하

는 경우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 가능성을 낮춰 감염 위험성

을 줄일 수 있다. 계산할 때나 음식을 주고받을 때 스마트

폰 앱을 사용하는 등 대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

는 것도 좋다. 음식이나 포장봉투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의 위험성은 매우 낮지만, 음식 픽업 후 최소 20초 이상 비

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은 뒤 취식 한다면 감염 위험은 

물론 다른 질병의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

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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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피트니스 시설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내 이용자간 거리 유지를 위해 입장 인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간 및 공용 기구나 물품의 소독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 지침에 잘 따

르는 것이 가장 첫번째다. 실내 피트니스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간 2M 거리를 

유지하고, 탈의실, 샤워실 등 밀폐·밀집된 구역은 피하는 게 좋다. 기구 이동 시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운동복이나 물, 수건 등의 물품은 개인이 지참하자. 

고강도 근력운동을 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거운 덤벨을 들거나 근

력운동 기구를 이용할 때 KF94와 같은 고성능 마스크를 사용하면 호흡에 방해가 돼 

부상 위험을 높인다. 달리기, 자전거타기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주로 하되, 근력운

동이 필요하다면 평소보다 낮은 강도로 짧게 끝내자.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할 땐 

땀으로 세균 번식이 쉬운 만큼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운동 후 교체하는 센스도 필

요하다.

마스크를 쓰고 하는 운동! 숨이 차는 

유산소 보다 고강도 근력운동이 낫다?

피트니스



수영장 물은 정기적인 소독과 교체가 이뤄지

고 있다. 염소 소독된 물에서 바이러스는 즉

시 사멸해 물을 통한 전파는 이뤄지지 않는

다. 대신 탈의실, 샤워실, 대기실 등 밀폐된 공

간에서 더욱 주의를 기여야 한다. 담소를 나

누거나 취식을 하는 등의 행위는 피하고 머무

는 시간을 최소화하자. 

수영장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은 

물속이다?

수영장

코로나19 바이러스는 60도 이상의 고온을 견

디지 못하는 특성이 있어 스파 시설의 물은 바

이러스 전파의 직접적인 매개체가 되진 않는

다. 또한 습도가 높을수록 바이러스가 살아있

을 가능성은 낮으며, 비말의 무게가 무거워져 

전파력도 낮아진다. 하지만 스파나 목욕시설에

서 감염자와 직접 접촉한다면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이용을 원한다면 방문자 수가 

적은 시간대에 찾거나, 탈의실 등지에 비치된 

공용 물품 대신 개인 물품을 이용하길 권한다.

뜨거운 물, 높은 습도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쉽게 전파된다?

스파&목욕시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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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즐겨요

파라다이스 SAFE ZONE

셰프가 준비한 미식 도시락을 ‘드라

이브스루(Drive-Thru)’로 즐길 수 있

는 서비스다. 신선한 샐러드와 샌드

위치, 누들, 베이커리 등 1층 가든 카

페와 라운지 파라다이스의 시그니

처 메뉴를 다양한 구성으로 담았다. 

객실에서 프라이빗하게 즐기거나, 

야외 정원에서의 피크닉에도 제격

이다. 픽업 세시간 전 주문 뒤 호텔 

로비 앞에 잠시 정차하면 차에서 내

리지 않고 수령해 즐길 수 있다.

파라다이스시티 

<GOURMET TO-GO BOX>셰프가 준비한 미식도시락을 드라이브스루로!

전시 <OH! MY CITY>는 파라다이스시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계 각 도시에 

머무르고 있는 참여작가들의 인사말과 큐레이터의 온라인 도슨트 영상을 통

한 작품 소개를 감상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전시는 물론 온라인 영상 매체를 통

해 소개되는 만큼 다양한 각도, 시선을 통해 작품을 즐겨볼 수 있다. 

아트 스페이스 <온라인 도슨트>

영상으로 즐기는 전시회

‘키즈 파라다이스 : 언택트 키

즈 플레이’ 패키지를 예약하면, 

어린이 고객을 위한 ‘LED 미니 

극장’ 공예 키트를 제공한다. 

파라다이스시티의 키즈 액티

비티 전문가 LEO가 진행하는 

유튜브 튜토리얼 영상을 객실 

내에서 보며 온가족이 함께 만

들어볼 수 있다.

파라다이스시티 

<KIDS PARADICE 패키지> 랜선으로 즐기는 어린이 공예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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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시상식 ‘레드닷 어워드’에서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수상한 브랜드북은 

파라다이스시티가 가진 매력으로 가득 차 있다. 브랜드북의 ‘아스트리드 어워드’ 대상 수상에 연이은 성취를 

거둔 저력을 엿보고자 브랜드·디자인실의 문을 두드렸다.

파라다이스시티 브랜드북
세계 최대 규모 

디자인 어워드를 휩쓸다

‘파라다이스시티 브랜드북’은 파라다이스시티를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책이에

요. 휴식(Relaxation), 즐거움(Entertainment), 교감(Connection), 영감(Inspiration)이라

는 네 가지 키워드로 나눠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담았습니다. ‘브랜

드북’ 속 화려하고 생생한 이미지를 보며 공간에서의 경험을 상상할 수 있도록 제작

했어요. 

여러 국제 어워드를 석권한 올해의 브랜드북을 소개해주세요.

Q1

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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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PARADISE CITY>도 2018년도에 레드닷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머큐리 어

워드 금상, 아스트리드 어워드 은상과 동상도 함께 수상했고요. 저희 실에서 매년 제

작하는 ‘캘린더’는 2016년과 2017년  아스트리드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파라다이스시티 시그니처 멤버십 고객들께 드리는 ‘웰컴 키트’는 2019년도에 아스트

리드 어워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폐간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한류 문화 매거진 <한웨>도 2017년, 2018년 머큐리 어워드와 아스트리드 어워드를 

연속 수상했어요. 

매년 디자인 또는 브랜드 어워드에서 수상의 영광을 쌓아왔는데, 

그간의 수상 이력을 자랑해주세요.

Q3

책을 펼치면 마치 파라다이스시티를 직접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길 바

랐습니다. 단순한 공간의 스펙이 아닌 컨셉 및 스토리를 드러내고자 했던 만큼, 사진

과 그래픽, 스토리가 있는 문장들을 유기적으로 엮었어요.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전

달하면서 시각적인 즐거움도 최대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브랜드북을 만들면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무엇이었나요?

Q2

2020 브랜드북

레드닷, 

아스트리드 어워드 수상2016, 2017 캘린더

아스트리드 어워드 2년 연속 수상

2016 2017 2018 20202019

NOODLES

VOL. 08 

1

FASHION

VOL. 09 

매거진 <한웨>

2017, 2018 머큐리, 

아스트리드 어워드 연속수상

2019 파라다이스시티 시그니처 멤버십 

웰컴 키트 아스트리드 어워드 수상

paradise city

no

3

2018

magazine

9 —— 772508 —— 911003 —— 03

百乐��城���生活�式的��诠释 百乐��城讲���艺术的故事 下�百乐��城����纷�的欢乐时�

paradise
city

paradise city

no

4

2018

magazine

paradise
city

百乐��城���生活�式的��诠释
Exclusive luxurious lifestyle

at PARADISE CITY

style

百乐��城讲���艺术的故事
Stories of art and culture 

at PARADISE CITY

story

下�百乐��城����纷�的欢乐时�
Pleasure and joy of staying 

at PARADISE CITY

stay

9 —— 772508 —— 911003 —— 04

매거진 <PARADISE CITY> 

2018 레드닷, 머큐리, 아스트리드 어워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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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시티라는 브랜드가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수많은 동료들이 각자의 자리

에서, 각자만의 방법으로 헌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그 브랜드를 좀 더 명

확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디자인

과 글로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즐거워요. 

간혹 공간의 스케일을 온전히 표현해 내는 일에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거대하

고 근사한 경관을 마주했을 때 한눈에 다 담기 어려운 것처럼요. 하지만 공간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답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는 일, 쉽지만은 않죠? 

업무를 수행하며 즐거운 점, 혹은 어려운 점이 있나요?

Q4

‘브랜드’는 단순히 저희만의 업무가 아닌, 

모두가 함께 가꾸어 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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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전략 방향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에 맞추어 브랜딩 

활동을 온라인 상에서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파라다이

스시티, 호텔 부산, 스파 도고, 카지노 등 파라다이스는 레저업계의 좋은 브랜드를 가

진 그룹입니다. 그 위상과 정체성을 온라인상에서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설정하고 아이디어를 모아보려 해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시티라는 브랜드는 단순히 저희만의 업무가 아닌, 모두가 함

께 가꾸어 가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동료 

분들께 응원의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2020년 하반기, 브랜드·디자인실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나요? 

Q5

김보성 부장

정선영 차장

정현정 과장

강소은 대리

브랜드의 유·무형적인 

요소는 고객에게 총체적인 

경험으로 전달된다.

[ 경험 ] 

고유의 스토리로 고객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특별한 체험과 가치를 

전달한다. 

[ 스토리텔링 ]

일방향적인 메시지로는 

브랜드를 구축할 수 없다.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 

브랜드는 존재한다.

[ 고객과의 관계 ] 

우리와 함께 하는 

경험은 특별할 것이라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다.

[ 약속 ] 

우리가 

정의하는 

브랜드란 

[       ]다.

데미안 허스트의 ‘GOLDEN LEGEND’가 위치한 로비 공간의 분위기가 

브랜드북 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브랜드북 중 일부, 

파라다이스시티의 ‘와우 스페이스’



20

리디셀렉트

리디셀렉트는 전자책 전문기업인 리디북스가 만든 구

독 서비스다. 기존의 방대한 도서 콘텐츠에 더해 경제, 

경영, IT, 교양 분야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10분 분

량의 짧은 기사 콘텐츠인 ‘아티클’을 제공하고 있다. 다

양한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하는 

자체 기획 콘텐츠가 돋보인다.

누적 가입자 수

360만+

특징 
전자책 1등 회사

추천

독서 중급러

파라북

책 읽기의 혁신 시대
스마트하게 즐기는 독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꺼내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이 방대한 콘텐츠와 고객 취향 빅데이터를 탑재해 월 1만 원 정

도의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무제한 독서 플랫폼으로 탄생했다. 모두 첫 달은 무료이니, 체험해보고 내게 맞는 독서

앱을 선택해보자.

빅데이터가 채워주는 나의 책장, 독서앱

누적 구독자 수

100만+

특징 
쉽게 '편집'된 콘텐츠

추천

독서초심자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에서는 서점별 베스트셀러, 취향 키워드별 

추천, 상황별 추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추천해줘 

특별히 읽고 싶은 책이 없을 때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조, 옥주현, 정성화 등 셀럽이나 저자가 직접 읽

어주는 오디오북 또는 채팅형 콘텐츠로 보다 쉽게 독서

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들의 

연간 평균 독서량은 7.5권이다. 2년 전에 비해 1.9권이나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모바일 기기 사용시간은 일일 3시간 40분으로, 2년 전보다 약 

30분이나 늘었다. 책 대신 모바일 기기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 결과가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모바일 기기

를 사용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이미 '독서'에 준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전자책에서 한 단계 나아간 독서앱, 음악처럼 듣는 오디오북, 책에 대해 다루는 유튜

브 영상 등은 넓은 의미의 '독서'로 우리 삶에 녹아들었다.

당신은 '이미' 읽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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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의 책을 5~10분 내외의 애니메이션(또는 사진)을 

통해 짧고 쉽게 요약해준다. 자기계발, 경제, 인문, IT, 과

학,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다루는 만큼, 트렌드

에 민감해지고 싶다면 구독해보자.

책그림

구독자 수 40만 명

특징 읽은 척 가능!

추천 트렌드세터가 되고 싶은 자

‘북튜브’는 책(Book)과 유튜브(Youtube)의 합성어로, 책을 주요 소재로 하는 유튜브 채널을 뜻한다. 이들은 영상을 

통해 책을 추천하거나, 어려운 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도 하고, 3~10분 내외로 핵심만 간추려 낭독 또는 요약해

주기도 한다. 유튜브에 푹 빠진 해비유저라면, 아래 채널도 구독해보자.

유튜버가 대신 읽어준다! 북튜브

‘듣는 책’ 오디오북은 만원 버스나 지하철 등 책을 읽기 힘든 장소에서 쉽게 즐길 수 있고, 집안일이나 운동 등 다른 작

업 중에도 읽을 수 있어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독서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날로 풍부해지고 있는 오디오북 콘텐

츠를 즐겨보자.

출퇴근길 귀가 즐거운 오디오북

윌라스토리텔

월 13,500원(오디오북 + 클래스 콘텐츠) / 첫 달 무료+

월 11,900원 / 14일간 무료+

세계 최초로 오디오북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인 ‘스토

리텔’은 전 세계 800개 출판·유통사와 협력해 국내에선 

5만 권이 넘는 방대한 오디오북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

다. 국내 대형 출판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이들이 보유

한 도서에 대해 오디오북 콘텐츠를 독점 제공하고 있다. 

오디오북은 물론 ‘강연 콘텐츠’ 라인업을 가득 채운 오

디오북 플랫폼으로, 리뷰와 순위 기반으로 콘텐츠를 큐

레이션해 제공한다. 기존 출판물의 오디오북 콘텐츠는 

물론, ‘자기계발’을 돕는 인문학, 비즈니스, 리더십, 외국

어 등 다양한 분야의 프리미엄 강연 콘텐츠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다.

앱 다운로드 수

92만+

특징 
빵빵한 강연콘텐츠

추천

20~40 직장러

국내 1세대 ‘북튜버’ 김겨울이 진행하는 겨울서점은 분

야별 책 소개부터 서점 탐방, 책 관련 상품 리뷰, 책읽기 

V-log, 저자 인터뷰 등의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책은 물

론 다양한 독서 생활을 간접체험해볼 수 있다. 책덕후라

면 구독 필수!

겨울서점

구독자 수 15만 명

특징 1세대 북튜버

추천 소싯적 문학청년 환영

전 세계 누적 이용자 수

1000만+

특징 
오디오북계의 넷플릭스

추천

외국어 학습러



22

인테리어 DIY 키트로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건강한 ‘집콕’생활을 위한 이벤트 2탄!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파라디안들이 다양한 DIY 키트를 통해 취미도 즐기고 집안 분위기도 바꿔봤다.

직접 만들어 더욱 값지고, 의외의 ‘실력’에 뿌듯함까지 묻어나는 후기를 소개한다.

24시간 두 아이와의 ‘집콕’ 생활로 지쳐있는 요즘.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오롯한 나만의 시간

을 가져보았어요. 직접 만든 컵받침에 맛있는 음료까지 함께 즐기니 소소한 행복이란 이런 거구

나 싶었답니다.

한잔의 여유까지 

선물 받은 시간  
카지노 부산 오퍼레이션팀 

이아라 대리

홈 카페가 따로 없네! ‘라탄 컵받침’

라이프 D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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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와 함께했는데, 한 올 한 올 야무지게 만들더니 머리핀 담는 바구니로 쓰겠다

고 하네요. 이왕 솜씨 발휘하는 겸, 예쁜 송편도 만들고 설기도 쪄봤어요. 라탄이 주는 

따뜻한 느낌 덕분에 어느 색감의 음식을 내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내,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어요. 

초반에 틀을 잡기까지 난이도가 있

어 어려웠지만, 모양이 점차 잡혀

가니 모두의 표정엔 뿌듯함이 가

득했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즈음, 즐거운 추억이 되었어요.

한올 한올 엮어낸 

일상의 추억
파라다이스복지재단 장애아동연구소 

김지훈 주임

제 솜씨 좀 보실래요?

카지노 부산 오퍼레이션팀 

이경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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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함께 만들었어요! 

모양을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지만 즐

거운 시간이었어요. 코로나19에, 비까지 많

이 온 지난 여름, 휴가다운 휴가를 제대로 보

내지 못해 아쉬웠는데 소소한 낭만을 즐길 

수 있었어요. 세팅을 하고 불을 켜보니 너무

나 근사했답니다.

일상 속 반짝이는 순간!
카지노 부산 오퍼레이션팀 

김민지 대리 

원래 손재주가 없다고 느끼곤 있었는데, 생각보다 ‘없어서’ 놀랐지 뭐예

요? 플라밍고를 만들었는데, 공룡이 되어버렸어요. 심기일전하고 다시 

‘Love’로 모양을 잡아봤는데, 제법 괜찮지 않나요?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책상에 두고 보면서 업그레이드해볼 거예요!

손재주 없어도 괜찮아요~
카지노 부산 오퍼레이션팀 

조수민

나만의 바(Bar)로 분위기 변신! ‘캔 네온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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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감성 ‘원목 스피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오랜

만이에요. 새삼 학창 시절 생각도 났고

요. 쾌적한 자연환경 속 캠핑의 매력을 

알아가던 와중, 멋진 ‘캠핑 장비’를 얻었

네요. 친구와 함께 캠핑을 떠나 여유 있

게 음악도 듣고, 제대로 힐링했어요.

쉼표가 되는 순간의 BGM♪
카지노 부산 오퍼레이션팀 

우여진 대리

만들기가 간편하고 재밌었어요. 들인 수고에 비해 너무 좋

은 인테리어 효과를 내고 있어요. 나무 특유의 울림이 더

해져 스피커의 기능도 예상보다 좋았어요. 조립 전 부품을 

사포질해야 하는데, 나무의 거친 표면과 거스러미가 부드

럽게 다듬어지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정리되는 기분이었달

까요? 볼 때마다 뿌듯합니다.

소리도 부드럽게, 마음도 부드럽게~
파라다이스시티 P-way 조직개발팀 

홍아름 대리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홍아름 대리가 촬영한 메이킹 영상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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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도와 부르고뉴로 
떠나는 비노 투어

Ep.4 프랑스 양대 와인 산지 

와인 덕후 

비노파라다이스 한지희 과장

프랑스의 국보급 와인 산지

파리에서 TGV를 타고 남서쪽으로 2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보르도는 왼편엔 대서

양을, 중심부엔 지롱드라는 큰 강줄기를 

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시로, 이름 또한 ‘물의 가장자리’

에서 따왔다고 하죠. 선상 무역에 유리한 

장점 덕에 일찍이 유럽의 와인 강자로 

자리하였습니다.

예술적인 블렌딩 기법

매년 날씨의 변화가 많은 프랑스 특성 상, 보르도는 예로부터 주연 품종과 조연 

품종을 함께 재배해 블랜딩함으로써, 일관적인 맛과 품질을 유지해왔습니다. 서

로의 결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최대로 끌어내 더 좋은 맛을 내는 '블랜딩의 미학'

이란 바로 이것이죠.

와인의 모든것

원하면 언제든 가능했던 여행이 어려워진 지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가지 

못하는 길에 대한 동경을 책 속에서 찾는다던 어느 작가의 이야기처럼, 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마음으로 가볍게 글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프랑스의 양대 와인 산지, 보르도와 부르고뉴로 가볼까요?

Bordeaux(보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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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 되는 ‘샤토’

보르도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대저택 샤토(Chateau)는 포도

밭과 와인 양조 및 저장 시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보르도 와

인을 마케팅하는 ‘브랜드’가 되

기도 하죠. 현재는 몇몇 널리 

알려진 그랑 크뤼 샤토를 중심

으로 보르도 와인 투어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샤토 비유 라베르뉴 생테밀리옹 그랑크뤼 

추천 와인

Chateau Vieux Lavergne Saint Emilion Grand Cru

15%

풍성한 풍미의

메를로
카베르네 소비뇽

카베르네 프랑

바디감이 주는 

조화로움

70%15%

Grape
Tasting Note

맑은 석류석(Garnet) 컬러

를 띈 이 와인은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 과실 풍미에 기

분 좋은 삼나무 향이 곱게 펼

쳐집니다. 

11월 석화 철이 돌아오면 보르

도 화이트 와인을 꼭 함께 즐

겨보세요. 

화이트 와인인 '샤토 메종 블

랑쉬 보르도 블랑 부아제

(Chateau Maison Blanche 

Bordeaux Blanc Boise)'도 

추천해요!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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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의 풍경을 간직한 와인 산지

파리에서 TGV를 타고 동쪽으로 한 시간 

반이면 닿는 부르고뉴는, 미식의 도시 디

종(Dijon)부터 시작해 코트 드 뉘(Cote de 

Nuits), 코트 드 본(Cote de Beaune), 코

트 샬로네즈(Cote Chalonnaise), 마코네

(Maconnais)까지 남북으로 좁고 긴 형태의 

지역입니다. 수도원과 교회, 고성, 소박한 농

가들의 흔적이 남아있어 마치 중세시대의 

어느 한 장면으로 시간 여행을 온 듯한 풍경

이죠.

피노 누아, 샤도네이 단일 품종으로 그려내는 수만 가지 향

부르고뉴는 완만한 언덕이 많고 석회토와 점토가 많은 지형이며,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서늘한 편입니다. 그래서 포

도 또한 단일 품종으로 승부를 보죠. 화이트 와인은 샤도네이(Chardonnay), 레드 와인은 피노 누아(Pinot Noir)가 그 주

인공입니다. 특히 피노 누아는 껍질이 얇고 병충해나 날씨에 민감한 품종이라 재배가 어렵지만, 세심한 돌봄과 완벽한 

조건이 만나면 다른 품종들이 표현해낼 수 없는 미묘한 맛, 향수처럼 화려한 향을 가진 와인으로 변신해요. 세계 와인 

애호가들이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빠져드는 이유이죠. 

부르고뉴의 아름다운 풍경과 와인 한 병이 완성되기까지의 주기를 엿보

고 싶다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이 콩트 스나르(Comte 

Senard)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니, 재생 전 이 와인을 꼭 한 병 준비하시고요!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Back to Burgundy)

추석 연휴에 즐기는 와인 영화

Bourgogne (부르고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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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는 것이 가장 싸게 사는 것?!

부르고뉴는 보르도의 1/3 정도밖

에 되지 않는 면적이라 생산량도 

적고, 재배하기 까다로운 포도 품

종을 다룹니다. 또한 그랑 크뤼, 

프르미에 크뤼라고 하는 등급을 

포도밭에 부여하기 때문에, 생산

자의 지명도, 밭의 희소성에 따라 

매년 가격이 가파르게 증가합니

다. ‘부르고뉴 와인은 지금 사는 

것이 가장 싸게 사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콩트 스나르 알록스 코르통 

추천 와인

Domaine Comte Senard Aloxe Corton

Grape

Tasting Note

석류 빛으로 선명하게 빛나

는 이 와인은 라즈베리, 붉은 

체리, 야생 딸기와 같은 붉은 

과일 향이 피어나고, 감초, 

침엽수, 후추 향은 우아한 여

운으로 이어집니다.

부르고뉴는 미식의 도시 

디종(Dijon)에 가까워 맛

의 본고장으로도 불리는데

요. 특히 버터와 마늘, 샬롯

(Shallot)을 듬뿍 넣어 만드

는 에스카르고(Escargot)는 

부르고뉴산 와인과 함께 곁

들여야 제맛입니다.

화이트 와인으로는 '도멘 드 

몽티유 부르고뉴 르 클로 

뒤 샤토 블랑(Domaine de 

Montille Bourgogne Le 

Clos du Chateau Blanc)'이 

좋겠고요.

Food

화려한 향을 간직한

피노 누아(Pinot Noi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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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 미식가들의 
중식 레스토랑 메뉴 탐구

별별체험단

비주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만큼 

풍성해요.

맛 

8가지 산해진미가 들어있는 팔진탕

면은 고소하고 ‘불맛’ 살린 국물이 

Good! 호불호가 있는 재료 ‘가지’도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에 멋진 창밖 풍경 덕

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오늘의 식사 별점 

호텔 부산에서 즐기는 

‘트렌디 웰빙 중화요리’

남풍은 정통 광동식 중화 요리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중

국판 미슐랭 ‘씨트립 미식림’에도 선정된 바 있으며, 무엇보다 ‘건강한 

중식’을 추구한다. 국내산 한우와 신선한 새우, 전복, 표고버섯 등 귀

한 재료들로 맛을 낸 팔진해물탕면은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 중 

하나다. 섬세한 풍미가 가득 밴 어향가지 덮밥도 꾸준히 인기가 있다. 

팔 진 해 물 탕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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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세한 풍미가 가득 밴 

어향가지 덮밥은 꾸준

히 인기를 끄는 메뉴다. 

식감 탓에 즐기지 않았

던 가지의 화려한 변신

을 느껴보자.

장소  남풍

금액  팔진해물탕면 35,000원, 어향가지 덮밥 30,000원w

어 향 가 지  덮 밥

 “중식을 워낙 좋아해 중식조리기능사 시험을 본 적도 

있는 저에겐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파인다이닝에서의

 혼밥은 처음이지만, 결과는 대만족!” 

호텔 부산 마케팅본부 마케팅팀 이동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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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시티에서 

맛보는 

정통 광동 요리

임페리얼 트레져는 미슐랭이 인정한 중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답게 정통 

광동식을 추구하며 전 메뉴를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최고의 재료로 요리한

다. 촉촉하고 쫄깃한 피에 새우살과 죽순이 어우러진 ‘새우교자 하까우’를 포

함한 딤섬류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딤섬 셰프가 만든 레스토랑의 시그

니처 메뉴다.

새 우 교 자  하
까

우

비주얼 

평범한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남다른 

윤기를 가진 볶음밥과 새우교자

맛 

고소한 향에 적정하게 볶아진 밥알의 

식감 Good! 하나씩 줄어드는 게 아쉬

운 촉촉한 새우교자의 풍미도 Great!

분위기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골드&레드 

인테리어 덕에 귀빈이 된 듯한 기분

오늘의 식사 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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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임페리얼 트레져

금액  양저우 스타일 돼지고기 바비큐 및 새우 볶음밥 35,000원,  새우교자 하까우(4pc) 25,000원w

돼지고기, 새우, 달걀 등 재료 본연의 

맛을 담백하게 살린 광동식 조리법으

로 만든 ‘양저우 스타일 돼지고기 바

비큐 및 새우 볶음밥’은 남녀노소 호

불호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다.
양저우 스타일 돼지고기 바비큐 및 새우 볶음밥

“광동으로 떠난 여행에서 근사한 한 끼를 즐기는 기분! 

‘혼밥’에 대한 어색함도 잊게 하는 맛이었어요. 근사한 공간에서 

VIP가 된 기분도 한번쯤 느껴보실 수 있답니다.”

파라다이스세사가미 MASS마케팅팀 한정민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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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X기술, 
장르를 넘나드는 표현의 장
‘파라다이스 아트랩(Paradise Art Lab)’ 미리 보기

아트갤러리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은 예술 창·제작 지원사업 ‘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이하 아트랩) 공모를 통

해 지원 작품을 선정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아트랩은 장르에 경계를 두지 않고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작품들을 지원하는 테마형 지원사업이다. 인스톨레이션, 미디어 파사드, 퍼포밍 아트, 

오디오 비주얼 분야의 작품을 공모했으며, 서류 및 PT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최대 3

천만 원의 제작비 및 프로듀싱 혜택과 함께 온·오프라인 통합 프로모션 등이 제공된다.

올해 아트랩에 선정된 예술가들은 인공지능,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한 

예술 작품 및 트렌드를 아우를 예정이다. 작품은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페스티

벌에서 공개된다. 단절되고 변화된 일상을 살게 된 사람들이 더욱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메시

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CONNECT’ – 동시대 예술가들이 건네는 메시지

FESTIVAL 

• 기간: 2020년 10월 23일(금) ~ 11월 1일(일)

•시간: 11:00~19:00 

 (OPENING WEEK 10월 23~25일은 20시까지 

  연장 운영)

•장소: 파라다이스 시티(스튜디오, 크로마 스퀘어,

 아트스페이스, 플라자)

•참고: 무료 입장 / 아티스트 토크, 키즈 프로그램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

ART LAB+ 전시

• 기간: 2020년 11월 7일(토) ~ 2021년 2월 28일(일),  

 월요일 휴관

•시간: 11:00~19:00

•장소: 파라다이스 시티(아트스페이스, 플라자)

•참고: 무료 입장

www.paradiseartlab.kr

@paradise_cultural_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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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ARADISE ART LAB

문준용 ‘Augmented Shadow - Inside’ 

그림자를 이용한 증강현실(AR)을 구현하는 경험 시리즈의 신작

양정욱 ‘당신은 옆이라고 말했고, 나는 왼쪽이라고 말했다’ 

액자를 걸고 있는 두 사람을 다루는 움직임의 감각

우주+림희영 ‘Machine with Tree’

사물의 무게중심을 이용해 공중에 부유하는 나무의 움직임을 구현

조영각 ‘A hot talks about Something, Someday, Someone’

밈(Meme)과 인공지능으로 관객과의 인터랙션에 따라 변화하는 작품

PROTORROM ‘MetaPixels’

사진을 찍는 순간 생성되는 픽셀을 움직임과 사운드로 표현

이정인 크리에이션 ‘DARV_Wandering Islands’

‘그림 안에서 춤을 출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인터렉션 비주얼 아트&댄스 퍼포먼스

 collective A ‘원형하는 몸: round1’

물과 몸이 유기적인 관계로서 상호작용함을 표현한 

혼합현실(MR) 퍼포먼스

최성록 ‘Great Chain of Being’ 

애니메이션과 라이브 퍼포먼스가 접목된 미디어 파사드 작품

Tacit group ‘Bilateral Feedback’

아날로그 사운드와 디지털 코딩의 결합이 시각화된 작품

작품과 공간이 하나되는

Installation Art

관념을 신체로 표현하는

Performing Art

Media Façade
거대한 외벽에 생겨난 환영

눈으로 보는 사운드

Audio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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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부산 오퍼레이션팀 노윤지 사원

광안대교해운대 달맞이길

+해월정, 비비비당 

황령산 전망대

+야경 인증샷 포인트 (약 90분 소요)

부 산

도심과 바다를 함께 즐기는 

드라이브의 정석

“지친 퇴근길, 집에 가긴 아쉽고 여유롭게 

음악 감상을 하며 좋은 풍경을 보고싶을 때 찾

아가던 드라이브 코스를 소개해요

”

안전한 드라이브 여행 어때요?
혼자 오롯하게, 함께 오붓하게!

파라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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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맞이길은 해운대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해안 산복 도로입니다. 언덕배기에서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매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달맞이길 꼭대기에 위치한 ‘해월정’에 잠시 차를 세우고 풍경을 

바라보면 해운대 해수욕장부터 광안대교, 오륙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길에 만날 수 있는 ‘비비비당’이라는 카페는 꼭 한 번쯤 가보시길 추천하는데요, 고즈넉하고 전통적인 내부 

인테리어와 큰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바다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담백한 호박빙수와 각종 차, 다과와 함께 여유롭고 

운치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전망 ‘해운대 달맞이길’

드라이브 코스하면 광안대교도 빠트릴 수 없습니다. 햇빛이 쨍쨍하게 날씨가 좋은 날엔 푸른 하늘과 바다를 보며 달

리는 맛이 있고요, 조명에 불이 켜지는 저녁엔 어두운 바다와 해안가 높은 건물들의 불빛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야경

을 즐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뭔가 아쉽게 느껴진다면 ‘황령산’까지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황령산 전망대에 오르면 

부산의 야경을 조금 더 멀찍이 담아볼 수 있습니다. 11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불꽃축제의 숨겨진 명당이 바로 

이곳이니, 그땐 연인과 함께 찾아가봐도 좋을 듯 합니다.

도시의 불빛이 주는 위로 ‘광안대교 & 황령산 전망대’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by 015B&오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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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제주 그랜드 오퍼레이션팀 

황정호 대리

신창 풍차 

해안도로

수월봉용수항

+낚시 포인트

도보20분 산책

(약 40분 소요)

엉알해안산책로

+산책 포인트

제 주

제주의 버라이어티한 

매력이 가득한 길

“서쪽 해안의 낙조는 볼 때마다 다른 감상을 

불러일으켜요. 좋은 건 같이 봐야 한단 마음으로 

소개해드리는 드라이브 코스!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오붓하게 달려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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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서쪽 끝에 위치해, 왼쪽으론 ‘마운틴 뷰’, 오른쪽으론 ‘오션 뷰’가 펼쳐진 ‘신창 풍차해안도로(한경해안로)’에

서 즐기는 일몰은 정말 멋집니다. 해질녘이 가까워졌다면 잠시 차를 세우고 반짝이는 물비늘이 붉은 빛으로 변하는 걸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해안도로에서 보이는 섬은 제주에서 가장 큰 무인도 ‘차귀도’입니다. 이 근방의 해역은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로, 

운이 좋다면 무리 지어 이동하는 돌고래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돌고래가 산다는 건, 그만큼 먹이가 많다는 뜻이겠죠? 

이 코스에서 경유하게 되는 ‘용수항’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사는 낚시 포인트라고 하니 관심이 있다면 미리 채

비를 하셔야 해요.

서쪽 바다를 적시는 노을 맛집 ‘신창 풍차해안’

용수항에서 멀지 않은 엉알해안산책로에서는 잠시 차에서 내려도 좋습니다. ‘엉’은 제주말로 ‘절벽’을 뜻하고, ‘알’은 아

래쪽이라는 의미로, 절벽 아래 자리잡은 이 산책로는 화산재가 쌓여 이루어진 지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엉알해안에서 수월봉까지는 휠체어나 유모차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어린이 

일행이 있다면 이곳을 들러 보셔도 좋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독특한 지형 

‘엉알해안산책로 & 수월봉’

Vanilla Sky 

by MaySecond



파라다이스 그룹 이벤트

파라다이스시티  

객실 패키지

Design Your 24 Hours 

• 기간 : ~10월 31일(일부기간 제외)

• 혜택 :  호텔 파라다이스 1박(원하는 시간에 체크인해 24시 

 간 숙박), 10만 파라다이스크레딧, 수영장 무제한 등

• 가격 : 340,000원~ (VAT 별도)

나만의 24시간 여유로운 힐링 타임!

Enjoy Your Paradise, 2 Days

• 기간 : ~11월 30일

• 혜택 :  호텔 파라다이스 2박, 10만 파라다이스크레딧,  

 수영장 무제한 등

• 가격 : 480,000원~ (2박기준, VAT 별도)

하루만으로는 모자라니까 2박으로 여유 있게!

F&B   

Special Sushi Omakase 

@ Raku 

제철 자연산 식재료와 함께 매일 소수 한

정으로 선보이는 스페셜 스시 오마카세

• 기간 : 9월 30일~10월 3일

•가격 : Lunch 75,000원 부터,  

 Dinner 99,000원 부터

추석 치맥 

FESTA

추석 연휴 기간 파라다이스시티 1층 

‘Garden by Raku’에서 치맥 페스타

가 열린다.

It's Autumn! 

@ La Scala 

제철 해산물에 풍미를 더한 

이탈리안 미식여행

• 기간 : 9월 30일~11월 30일

• 메뉴 및 가격 : Shrimp Artichoke   

 Pizza 37,000원
• 기간 : 9월 30일~10월 3일 

•운영 시간 : 19:00~23:00

EVENT

#PART KIDS Opening Event 

• 기간 : 9월 25일~10월 11일

• 장소 : 플라자 1층

키즈 전문 편집샵 오픈 기념 이벤트!

OEUF(우프), VILEBREQUIN(빌보콰), 제니스웡, 

봉뿌앙 등 구매시 사은품 증정 및 최대 50% 할인

Paradise City Media Façade Show 

• 기간 : 9월 30일~10월 4일, 10월 9일~10일

• 장소 : 아트 가든

• 시간 : 19:00~21:00

가을밤 아트가든에서 펼쳐지는 몽환적인 미디어 아트 쇼

Thanks Giving Day 

• 기간 : 9월 30일~10월 11일

•장소 :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광장

추석 연휴에 맞춰 파라다이스시티 플라자 광장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전통놀이 및 캐치볼, 버블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체험존은 물론,  밸

런싱 바이크 ‘스트라이더‘, 빈백 브랜드 ‘요기보‘ , 안

마의자 ‘바디프랜드’ 등 다양한 제품의 체험존도 마련

되어 있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플라자 광장

에서 2만 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니 놓치지 말자.



사보 편집장	 오재록	상무		 ojr@parad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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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SE> 사보 기자단

호텔 부산이 준비한 임직원 이벤트! 자연을 오롯이 담아 가을 색이 곳곳에 물든 

포;레스트 씨메르에서 감성충만 힐링 타임을 경험해보자.

그룹 임직원을 위한 호텔 부산의

SPECIAL PROMOTION

기간 : 9월 28일 ~ 11월 30일

이용 가능 시설

•오션스파 씨메르 (올데이 이용 / 이용횟수 제한 없음)

•야외 오션스파 풀 (올데이 이용 / 이용횟수 제한 없음)

•BMW 키즈 드라이빙 (투숙당 1회 / 사전 예약 필수)

•하바 키즈 라운지 & 웅진 북클럽 (1회)

•조식 뷔페 : 22,000원/1인 (주중 Only, 토요일 및 특별 요금 기간 숙박 제외) 

•체크인 시 사원증 혹은 명함 제시 

•세금 봉사료 별도 

•취소 규정 : 예약 취소 및 변경은 2일 전 까지 가능

•이용 대상 : 임직원 본인 또는 임직원 직계 가족

임직원 객실 할인가

구분 주중(일~금) 주말(토) 
특별 요금 기간

(9/30~10/3, 10/9~10)

디럭스 시티 130,000원 180,000원 220,000원

디럭스 오션
테라스

180,000원 230,000원 270,000원

레스토랑 주중(월~금) 주말(토~일),연휴 및 공휴일 전일

온더플레이트,
닉스그릴,사까에, 남풍

25% 할인 20% 할인

객실 예약 방법

1.QR 코드 접속

2.Group 코드 입력 3792

3.예약 활인 알림톡 또는 문자 발송

 (예약 확정 시 개별 알림톡 또는 

 확인 문자 발송)

식음

객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