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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한식 회한정식 횟집 식육 중식

일식 양식 뷔페 분식 보양탕 기타

다다한정식
회한정식

여문1로 89 (문수동)주소

061-652-0061전화

영업시간 : 10:00 ~ 21:00 

휴식시간 : 14:30 ~ 16:30

운영

280석좌석

명절휴무휴무일

없음어린이놀이

방 휠체어 출입 가능장애인시설

관심여행담기 지도로 길찾기

주차시설

화장실

외국어

승용차 300대, 대형차 100대 가능

단독

영어, 중국어

여수상품권 유아의자 포장여부 와이파이 조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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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정보

대표 다다특정식(2인상) 

다다한정식+메로구이+낙지탕탕이+참치사시미+홍어삼합

총 2개의 등록된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보기 리뷰쓰기

대표 다다한정식(2인상) 

사시미2종+모듬해물+대하구이+전복구이+새싹삼

총 2개의 등록된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보기 리뷰쓰기

대표 다다한정식(3인상) 

사시미2종+모듬해물+대하구이+전복구이+새싹삼

총 1개의 등록된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보기 리뷰쓰기

대표 다다한정식(4인상) 

사시미2종+모듬해물+대하구이+전복구이+새싹삼

총 0개의 등록된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쓰기

대표 다다한정식(5인상) 

사시미2종+모듬해물+대하구이+전복구이+새싹삼

총 0개의 등록된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쓰기

대표 다다특정식(3인상) 

다다한정식+메로구이+낙지탕탕이+참치사시미+홍어삼합

총 1개의 등록된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보기 리뷰쓰기

대표 다다특정식(4인상) 

다다한정식+메로구이+낙지탕탕이+참치사시미+홍어삼합

한상 ￦ 100,000원

한상 ￦ 80,000원

한상 ￦ 100,000원

한상 ￦ 120,000원

한상 ￦ 150,000원

한상 ￦ 130,000원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COPYRIGH T(C) BY YEOSUCITY. ALL RIGH T RESERVED.

목록으로

다다한정식+메로구이+낙지탕탕이+참치사시미+홍어삼합

총 1개의 등록된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보기 리뷰쓰기

대표 다다특정식(5인상) 

다다한정식+메로구이+낙지탕탕이+참치사시미+홍어삼합

총 2개의 등록된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보기 리뷰쓰기

대표 다다VIP정식(2인상) 

다다특정식+쉐프스페셜,모듬초밥,모둠선어,디저트

총 0개의 등록된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쓰기

대표 다다VIP정식(3인상) 

다다특정식+쉐프스페셜,모듬초밥,모둠선어,디저트

총 0개의 등록된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쓰기

대표 다다VIP정식(4인상) 

다다특정식+쉐프스페셜,모듬초밥,모둠선어,디저트

총 0개의 등록된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쓰기

대표 다다VIP정식(5인상) 

다다특정식+쉐프스페셜,모듬초밥,모둠선어,디저트

총 0개의 등록된 리뷰가 있습니다. 리뷰쓰기

한상 ￦ 160,000원

한상 ￦ 200,000원

한상 ￦ 130,000원

한상 ￦ 160,000원

한상 ￦ 200,000원

한상 ￦ 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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