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나는 제안
한화의 신상품과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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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아, 너 잘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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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플라자, 
더 라운지 ‘아이스 디저트’ 
5종 출시  1

더 플라자의 카페 & 바 ‘더 라운지’가 
‘아이스 디저트’ 5종을 출시했다. 
네덜란드 출신 론 반 데 보센 수석 
파티셰가 직접 구성한 이번 상품은 
럭셔리한 휴식과 디저트를 동시에 
즐기길 원하는 ‘디저트족’을 위해 
기획됐다. 건강과 웰빙을 콘셉트로 한 
아이스 디저트는 ‘밀크 초코 베리 셔벗 
빙수’, ‘그릭 요거트 트로피칼 
망고 빙수’, ‘헤이즐넛 베리 빙수’, 
‘바나나 로얄’, ‘추억의 인절미 
팥빙수’로 구성된다.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과일과 
견과류, 요거트를 베이스로 한 
빙수들은 달콤 시원한 여름을 책임질 
예정이다. 

8월 31일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가격은 1만 8,000원부터 

2만 5,000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까지이다. 그룹 임직원은 

10% 할인 혜택(중복 할인 불가)이 
제공된다.

문의 및 예약   더 라운지 02-310-7400

63레스토랑, 
스페셜 메뉴  출시  2

한화호텔&리조트가 운영하는 

63레스토랑의 셰프들은 
올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FHA 컬리너리 챌린지’에 참여하여, 
총 3명의 셰프가 5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63레스토랑은 이를 기념하여, 

3명의 셰프가 소속된 
워킹온더클라우드, 터치더스카이, 

63뷔페 파빌리온에서 대회 
수상 메뉴를 기반으로 구성된 
스페셜 메뉴를 선보인다. 
이벤트는 8월 31일까지.

예약 및 문의  
워킹온더클라우드 02-789-5904~5

63뷔페 파빌리온 02-789-5731~4
터치더스카이 02-789-5761

한화리조트 쏘라노, 
하늘을 가르는 워터피아 
‘플라잉폭스’ 오픈 3

한화리조트 설악 쏘라노가 
워터피아를 가로지르는 
공중 시설 플라잉폭스(짚라인)를 
오픈했다.  왕복 300m에 이르는 
플라잉폭스는 로프어드벤처 
관련 시설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의 세심한 보호 아래 
운영되어 안전 요원의 지시만 
잘 따르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왕복 1만 5,000원이며 
비수기 주중 오전 11시 이전 고객은 

조조할인으로 1인 1만 원에 이용 

가능하다.  

예약 및 문의  033-630-5613 / 
www.hanwharesort.co.kr

한화호텔&리조트 FC부문,
오레노 시즌2 오픈!  4

한화호텔&리조트 FC부문이 
운영하는 프렌치 & 이탈리안 
레스토랑인 ‘오레노’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했다. ‘서서 먹는 
정통 프렌치 &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는 콘셉트의 
시즌 1을 끝내고, 프렌치 & 이탈리안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와인 펍인 
시즌 2를 오픈했다. 
전 좌석제(좌석비 무료), 2시간 이용 
제한 폐지(단, 주말, 공휴일 제외) 
등의 변화가 눈에 띈다. 

6월에는 오픈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794-0055
www.facebook.com/orenokorea

한화투자증권,
고객 대상 이벤트  5

한화투자증권이 연금저축 
상품(MMF제외)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연금저축 신규가입 후 적립식 
월 10만 원 이상, 3년 이상 
자동이체 약정 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 1과, 타사 이전, 
연금저축계좌 전환 매수 고객에게 
금액대별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 2로 진행된다. 
고객 맞춤형 ‘스마일 어게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강남1권역과 대구권역은 오랫동안 
거래를 하지 않은 고객이 주식거래를 
할 경우 상품권(기프티콘)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강북권역과 강서권역, 충청권역, 
부산권역은 자산을 신규 예탁하는 
고객에게 사은품과 상품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벤트는 모두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화투자증권 
각 지점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의 080-851-8282

한화b&b,
여름 신메뉴 출시!  6

한화B&B가 무더운 여름을 
겨냥하여 신메뉴 음료 5종 ,
빙수 5종을 출시했다. 상큼하고 
청량감이 좋은 청포도를 이용한 

100% 생과일 청포도 주스와 
청포도 코코를 주력으로, 
베리 음료와 프라페, 푸른빛 
시원함이 돋보이는 아쿠아라떼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음료를 출시하여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있다. 
유난히 빨리 찾아온 여름에 맞춰 
빈스앤베리즈의 대표 여름 메뉴인 
빙수도 출시했다. 상큼함으로 
입맛을 공략한 유자 빙수와 
생과일로 무장한 올더베리 빙수,

 한층 업그레이드 된 후르츠 
밀키 빙수 등 다채로운 메뉴들로 
시원함을 즐길 수 있다. 

한화건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모델하우스 오픈 7

한화건설이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이 단지는 제주시 월평동 일대 
지하 2층, 지상 6층 아파트 32개동, 

84~197㎡ 의 759세대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카카오, 한국IBM 등 120개 이상의 

IT, BT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직접 고용인원만 약 2,000여 
명에 이르는 제주도 대표 
산업단지이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은 
단지 내 첫 대형건설사 아파트로서 
쾌적한 환경과 우수한 교통,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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