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BPEX 주변 호텔 리스트
BPEX
가격대

호텔 이름

연락처

거리/

주변 명소

소요시간

크라운 하버 호텔 부산
(4성급)

051-678-1000

1.98km/
약 6분

주소: 부산, 중구 중앙대로 114

(5성급)

- 자갈치 어시장: 1.43km
- 감천 문화 마을: 2.69km

- 부산 차이나타운: 560m

코모도 호텔 부산
5만원

- 용두산 공원: 840m

051-466-9101

2.03km/
약 7분

주소: 부산, 중구 중구로 151

- 부산역(지하철): 780m
- 용두산 공원: 960m
- 자갈치 어시장: 1.54km
- 감천 문화 마을: 2.66km

- 부전역 130m
이비스 앰배서더 부산 시티센터
(3성급)
주소: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77

- 광안리 해수용장 5.27km
051-930-1100

5.82km/

- 광안대교 6.4km

약 17분

- 용두산 공원 7.29km
- 자갈치 어시장 7.88km
- 감천 문화 마을 8.59km

호텔 내부 및 외부 사진

라마다 앙코르 바이 윈덤 부산역

1.1km/

(4성급)

도보 약

051-922-0000

15분

주소: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0

(4성급)

미만

051-790-1500

- 자갈치 어시장: 2.25km

4.38km/
약 10분

- 용두산 공원: 0.9km
- 국제시장: 1.9km
- 부산 차이나타운: 2.1km

- 자갈치 어시장: 0.7km

벨류호텔 부산

주소: 부산, 영도구 태종로 45

- 용두산 공원: 1.66km

- 자갈치 어시장: 1.2km

주소: 부산, 영도구 봉래나루로 82

(4성급)

- 부산 차이나타운: 200m

- 감천 문화 마을: 34km

라발스 호텔
5~10만원

- 부산역(지하철): 120m

051-960-5500

3.34km/

- BIFF 광장: 1km

약 11분

- 국제 시장: 1.2km
- 부산 차이나타운: 2.2km
- 부산역: 2.4km

아바니 센트럴 부산
(4성급)
051-791-5800

4.7km/

- 부산역: 4.4km

약13분

- 부산 차이나타운: 4.6km

주소: 부산, 남구 전포대로 133

아스티 호텔 부산
10만원

(4성급)

이상

900m/
051-409-8888

15분

주소: 부산, 중앙대로 214번길 7-8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부산 송도
(3.5성급)
주소: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 97

도보 약

051-977-8888

7.4km/
약 20분

- 부산역: 190m
- 부산 차이나타운: 410m
- 자갈치 어시장: 2.47km
- 감천 문화 마을: 3.54km

- 감천 문화 마을: 2.3km
- BIFF 광장: 2.6km
- 자갈치 어시장: 3.5km

롯데 호텔 부산
(5성급)
주소: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051-810-1000

5.69km/
약 15분

- 서면역: 0.3km
- 부산역: 4.9km
- 부산 차이나타운: 5.1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