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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골드비치리조트
주소
전남 여수시 소호로 213
연락처
061-684-8585
홈페이지

goldbeachresort.co.kr

시설
여수 골드비치리조트

자세히보기

 > 회의시설안내 휴 마이스 지정시설휴 마이스 지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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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meeting
/mice/meeting/hue
http://goldbeachresort.co.kr/
/mice/meeting/hue_info/goldbeach


02. 그림정원 게스트하우스
주소
전남 여수시 관문서8길 10-2
연락처
010-3968-3556
홈페이지

blog.naver.com/grimgarden

시설
그림정원갤러리카페

자세히보기

03. 금오도 대유마을
주소
전남 여수시 남면 대유길 36-2
연락처
010-7190-8978
홈페이지
시설
다목적실

자세히보기

04. 기차와 바다 호스텔
주소
전남 여수시 동문로 147-1(공화동)
연락처
061-653-2288
홈페이지
시설
다목적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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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grimgarden
/mice/meeting/hue_info/grimgarden
/mice/meeting/hue_info/daeyoo
/mice/meeting/hue_info/train


05. 더 호텔 수
주소
전남 여수시 돌산읍 엑스포대로 71
연락처
061-681-1111
홈페이지

www.thehotelsoo.com

시설
퍼시픽홀, 아틀란틱홀

자세히보기

06. 디아크리조트
주소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169-38
연락처
061-642-6404
홈페이지

www.dearcresort.com

시설
스퀘어동 세미나실

자세히보기

07. 백팩커스인여수
주소
전남 여수시 공화남2길 14
연락처
010-2561-2552
홈페이지

backpackersinyeosu.com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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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thehotelsoo.com/
/mice/meeting/hue_info/thehotelsoo
http://www.dearcresort.com/
/mice/meeting/hue_info/dearc
https://backpackersinyeosu.com/


펍&카페, 카페테리아, 컴퓨터실
자세히보기

08. 쉼표더하기
주소
전남 여수시 관문동 909
연락처
010-8830-8846
홈페이지
시설
세인트레드(Saint Red)

자세히보기

09. 아리아리조트
주소
전남 여수시 망양로 185
연락처
061-655-8008
홈페이지

ys-aria.com

시설
여수 아리아 리조트

자세히보기

10. 알앤비 비즈니스 호텔
(http://www.yeosu.go.kr)

/mice/meeting/hue_info/backpa
/mice/meeting/hue_info/add
http://ys-aria.com/
/mice/meeting/hue_info/aria


주소
전남 여수시 문수로58
연락처
061-653-9900
홈페이지

www.rnbhotel.com

시설
HS관광호텔

자세히보기

11. 여수 경도 리조트
주소
전남 여수시 경도해양단지길 22
연락처
061-660-1000
홈페이지
시설
대경도홀, 금오 ⁄ 백도, 홍도 ⁄ 초도

자세히보기

12. 여수비치리조트
주소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169-27
연락처
061-642-2288
홈페이지

www.여수비치리조트.com/

시설
대회의실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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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nbhotel.com/index.php
/mice/meeting/hue_info/rnb
/mice/meeting/hue_info/kyungdo
http://www.xn--oy2b17f8xd81edxdf2lc2h.com/
/mice/meeting/hue_info/beach


13. 여수 예술랜드
주소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245
연락처
061-665-0000
홈페이지

www.alr.co.kr/

시설
풍경홀, 아트홀, 소설홀

자세히보기

14. 오동재
주소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 99번지
연락처
061-650-0300
홈페이지

www.odongjae.com/

시설
목련 연회장 ⁄ 레스토랑, 매화 연회장, VIP룸

자세히보기

15. 포유호스텔
주소
전남 여수시 오동도로 46
연락처
061-665-3535
홈페이지

foryouhostel.modoo.at

시설
커뮤니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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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lr.co.kr/
/mice/meeting/hue_info/land
http://www.odongjae.com/
/mice/meeting/hue_info/odongjae
https://foryouhostel.modoo.at


커뮤니티홀
자세히보기

16. 해맞이 펜션
주소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70-10
연락처
061-644-6789
홈페이지

www.greetsun.com

시설
세미나실(실내), 세미나실(실외)

자세히보기

17. HS관광호텔
주소
전남 여수시 오동도로 74
연락처
061-662-9996
홈페이지

www.hs-hotel.co.kr

시설
HS관광호텔

자세히보기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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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meeting/hue_info/foryou
http://www.greetsun.com/
/mice/meeting/hue_info/greetsun
http://www.hs-hotel.co.kr/
/mice/meeting/hue_inf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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