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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치아호텔 & 리조트
INFO

디오션호텔&리조트 라마다 프라자 여수 베니치아 호텔&리조트 세이지우드 여수경도리조트

소노캄 여수 여수예술랜드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오션힐호텔 여수

유캐슬 호텔&리조트 유탑마리나호텔&리조트 호텔마띠유 여수 히든베이 호텔

호텔JCS

 >  > 회의시설안내 컨벤션시설소개 베니치아 호텔&리조트베니치아 호텔&리조트

(http://www.yeosu.go.kr)

/mice/meeting
/mice/meeting/facility_info
/mice/meeting/facility_info/venezia
/mice/meeting/facility_info/ocean
/mice/meeting/facility_info/ramada_plaza
/mice/meeting/facility_info/venezia
/mice/meeting/facility_info/sagewood
/mice/meeting/facility_info/sonocalm
/mice/meeting/facility_info/land
/mice/meeting/facility_info/expo
/mice/meeting/facility_info/oceanhill
/mice/meeting/facility_info/ucastle
/mice/meeting/facility_info/marina
/mice/meeting/facility_info/matthieu
/mice/meeting/facility_info/hiddenbay
/mice/meeting/facility_info/jcshotel


INFO
시설 : 베네치아호텔 & 리조트
전화 : 061-664-0001
위치 : 여수시 오동도로 61-13
회의시설 : 6실 800석
이전 다음

VR보기  사진갤러리  홈페이지바로가기

회의시설

구분 면적(㎡) 스쿨식 연회식 극장식

컨벤션센터 505.4 350 320 380

페스타 259.2 150 130 200

부라노Ⅰ 134.3 90 70 110

부라노Ⅱ 126.4 90 70 110

부라노Ⅲ 126.4 90 70 110

부라노 Ⅰ＋ Ⅱ＋ Ⅲ 387.1 250 200 330

올리비아 44.8 30 20 40

객실 : 343실
부대시설 : 당구장, 오락실, 키즈카페, 실내골프장, 탁구장, 코인노래방, 코인세탁실, 피트니스클럽, 다트, 스크린사격, 시네마풀,
BBQ장 등

상세정보

컨벤션센터

면적 : 505.4㎡
스쿨식 : 350명
연회식 : 320명
극장식 : 380명

VR

(http://www.yeosu.go.kr)

/micevr/04_venezia/www/index.htm
/mice/community/guide_gallary?category_1=%EB%B2%A0%EB%8B%88%EC%B9%98%EC%95%84 %ED%98%B8%ED%85%94%26amp%3B%EB%A6%AC%EC%A1%B0%ED%8A%B8
https://www.yeosuvenezia.com/
/micevr/04_venezia/www/index.htm?media-index=3


페스타

면적 : 259.2㎡
스쿨식 : 150명
연회식 : 130명
극장식 : 200명

VR

부라노 Ⅰ

면적 : 134.3㎡
스쿨식 : 90명
연회식 : 70명
극장식 : 110명

VR

부라노 Ⅱ

면적 : 126.4㎡
스쿨식 : 90명
연회식 : 70명
극장식 : 110명

VR

부라노 Ⅲ

면적 : 126.4㎡
스쿨식 : 90명
연회식 : 70명
극장식 : 110명

VR

(http://www.yeosu.go.kr)

/micevr/04_venezia/www/index.htm?media-index=5
/micevr/04_venezia/www/index.htm?media-index=7
/micevr/04_venezia/www/index.htm?media-index=8
/micevr/04_venezia/www/index.htm?media-index=10


부라노Ⅰ＋Ⅱ＋Ⅲ

면적 : 387.1㎡
스쿨식 : 250명
연회식 : 200명
극장식 : 330명

VR

올리비아

면적 : 44.8㎡
스쿨식 : 30명
연회식 : 20명
극장식 : 40명

VR

목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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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eosu.go.kr)

/micevr/04_venezia/www/index.htm?media-index=13
/micevr/04_venezia/www/index.htm?media-index=14
/mice/meeting/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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