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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호텔 부산’
가족 힐링 리조트로 새롭게 탄생
아동 전용 놀이 프로그램, 프리미엄 도시락 등 아동 전담 서비스 제공
부산의 명소 해운대 한가운데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최고의

1987년 개관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가장

가족호텔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유서 깊은 호텔로서 명성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대규모 자금을 투입

세계적인 호텔 예약 서비스업체인 호텔스닷컴이 매년 전 세계 가족

해 객실부터 연회장까지 모두 바꾸는 공사를 하고 지난해 6월 재개

호텔을 대상으로 뽑는 '가장 사랑받는 호텔 어워드'에서 2018년

관했다.

'가족 여행객이 묵기 좋은 호텔 TOP 10'에 국내 특급 호텔 중 유일

리뉴얼을 통해 객실 532개와 레스토랑과 바 11개를 마련했고, 사계

하게 선정됐다.

절 야외 스파, 수영장, 프리미엄 키즈 체험 테마월드 등을 갖췄다.

함께 선정된 호텔로는 말레이시아의 '안다만', 일본의 '유니버설 포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특히 더 많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심신의 치

토 호텔', 태국의 '반얀트리 호텔' 등이 있다.

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키즈 케어 서비스인 '파라다이스 키즈 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이 가족호텔로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무슨

임'(Paradise Kids Time)을 지난 2월 15일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유일까.

파라다이스 키즈 타임은 자녀들이 에듀테인먼트(교육놀이) 전문가

140 201903

1 야외 오션스파 풀
2 오션스파 씨메르
3 신관 디럭스 오션테라스 더블
4 키즈 빌리지 BMW 키즈 드라이빙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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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전원 호텔직원으로 구성된 레오(LEO,

직접 선별하고, 음식의 맛까지 책임지는 프리미

Leisure Entertainment Organizer)들과 함께

엄 전용 도시락이다. 주문 즉시 만들어지며, 메

놀고 배우고 즐기는 동안 부모에게 자유 시간

뉴 구성은 계절과 식재료에 따라 달라진다.

을 보장하는 서비스다. 5∼8세 어린이를 대상

도시락 용기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디자인에 미

으로 하며,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용할

국식품의약국(FDA)과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수 있다.

(CPSIA,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안전 기준)의

이 서비스는 안전교육, 교통 법규 교육, BMW

심사 기준을 통과한 브랜드인 '얌박스'가 사용

키즈 모빌리티를 전용 트랙에서 직접 운전하는

된다.

드라이빙 체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키

키즈 얌박스는 뷔페레스토랑 '온더플레이트'의

즈 크래프트, 안심 문자 서비스, 포토 서비스

조식과 투숙 고객을 위한 키즈 케어 서비스인

등으로 구성된다.

'파라다이스 키즈 타임'의 식사 시간에 제공된

키즈 전용 도시락인 '파라다이스 키즈 얌박스'

다.

도 제공된다. 키즈 얌박스는 호텔 셰프가 안전
하고 맛있는 먹거리 개발을 위해 제철 식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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