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장애 전문 엔터테인먼트, 파라스타입니다.
아티스트가 재능과 매력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도록
파라스타가 매 순간 함께하고 응원하겠습니다.

Parastar! Rising beyond physical barriers
We are at the heart of every moment
when “disable” turns to “able.”

파라스타의 의미

The meaning of “Parastar

Paralympic: Impaired(장애)
Artists with impairment
Paragon: Beyond (초월한)
Artist beyond hardship

파라스타는 “장애를 초월한 스타”라는 의미입니다.
신체적 장벽을 넘어서 끼와 재능을 뽐내는 아티스트를 양성합니다.

공동대표

Co-CEO

차해리

Haley CHA
아나운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 학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체육교육 박사 재학

한민수

Min-su HAN
국가대표 감독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
파라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장애인역도 국가대표

ATHLETE

이도연

선수

핸드사이클 국가대표
2016 리우패럴림픽 은메달리스트
2018 평창패럴림픽 7종목 출전

이정민

김선미

선수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2018 장애인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2014 장애인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2010 장애인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KEB하나은행CF 모델

행정

박항승

교사

장애인 스노보드 국가대표,
2018 평창패럴림픽 출전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APC 선수위원장, KADA 선수위원
2018 평창패럴림픽 출전

한민수

감독

장애인 노르딕스키 국가대
표2018 평창패럴림픽 출전
2014 소치패럴림픽 출전
2010 밴쿠버패럴림픽 출전

하재헌

김규대

선수

휠체어 육상 국가대표
2016 리우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
2012 런던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
2008 베이징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

선수

유병훈

선수

육상 국가대표
2008 베이징패럴림픽 동메달리스트
2019 두바이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

장애인 조정 국가대표
2019 전국체전 1위
육군 DMZ 목함지뢰 폭발 사고 생존자

MODEL
CLICK↓

서영채

CLICK↓

모델

Onstyle 도전수퍼모델코리아 시즌4 TOP 10
이효리 “미쳐” 뮤직비디오 출연

CLICK↓

이찬호
육군 K-9 자주포 폭발사고 생존자
프로젝트 H 게임 메인 모델

CLICK↓

모델

김종욱

CLICK↓

모델

단편영화, “모두의 영화” 中 씨네필 (2019)

김혜원

모델

미스월드코리아 5위

CLICK↓

정담이
모델, JTBC ‘효리네 민박’ 출연, 실검 1위

모델

김영훈
삼성물산 "하티스트" 모델

모델

DANCER

김완혁

WEBTOON WRITER

비보이

뮤지컬 "넘버플레이" 주연
원주 다이나믹 댄싱카니발 최우수상
2016 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 K 명예상

AUDITION
CLICK↓

김용우
휠체어 댄스스포츠/ 무용2018
평창패럴림픽 개막식 공연

댄서

고아라
발레리나/ 댄서
2018 평창패럴림픽 폐막식 공연

댄서

고연수
"연두의 재활일기" 연재
인스타그램 @yeondu323
유튜브 @연두

작가

BUSINESS AREA
모델 매니지먼트 (Model Management)
·청각장애, 휠체어, 의족 모델 등을 발굴하여 스타로 육성합니다.
·런웨이 패션쇼 및 뷰티 잡지, 광고 출연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식 협력사: 스패이드재이(Spadejay),
세계적 탑모델 신재이 대표가 운영하는 글로벌 모델 에이전시로
모델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전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패션업무를 알선합니다.

광고 및 방송 (Commercial & TV)
다양한 상업 광고 및 공익 광고에 출연합니다.

KBS, MBC, SBS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 아티스트로 출연합니다.

영상 및 콘텐츠 제작
·“파라프렌즈” (유튜브 채널): 장애 아티스트들의 일상을 담은 Vlog, 장애 관련 상담 콘텐츠 등을 제작하고 송출합니다.
·“parastar.model” (인스타그램 채널): 1.4만 이상의 팔로우를 보유한 채널을 통해 파라스타의 활동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이벤트 주최 (Event hosting)
·오픈 워크샵 및 토크콘서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장애 관련 기관의 공식 행사를 대행합니다.

장애 컨설팅 (Consulting)
·장애인 행사 주최 및 협력 업무를 위해 장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1:1 개인 장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CONTACT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53-13, 2F
전화번호
1877-8705
오디션
parastar.audition@gmail.com
일반
parastar.contact@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