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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업소등록업소등록업소등록

콘텐츠 수집은 비공개이며 본인인증 후 글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업소 대표의 명의로 글을 작성하여 주셔야 콘텐츠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정보가 부정확한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여수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행정처분기간동안 홈페이지에 표출되지 않습니다.

콘텐츠콘텐츠  수집표수집표  처리처리  단계단계신청자 신청 - 신청자 콘텐츠 수집표 등록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수집동의서 지참 - 관리자 확인 - 반려 (정보보강요구) - 신청자수정 - 관리자 확인 - 관리자 반영
아래의 콘텐츠 수집표를 내려받아 정확한 정보를 입력후 글작성시 필수로 파일첨부 하여야합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수집동의서를 지참하여 관광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문의전화:061-659-3876 )

동의서 다운로드  음식업소 콘텐츠 수집표 다운로드  숙박업소 콘텐츠 수집표 다운로드  관광시설 콘텐츠 수집표 다운로드

글쓰기

번호 구분 업소명 신청자 작성일 수정일 접수현황

127 음식점비공개여수맛집 정가네갓갈치조림게장 정미경 2023-05-09 2023-05-16 완료

126 숙박업소비공개쏘타컬렉션 더 여수 방미선 2023-04-27 2023-05-09 접수

125 숙박업소비공개어반스테이 여수웅천 김현권 2023-03-08 2023-05-09 완료

124 음식점비공개칙바이칙 여수 웅천 마리나점 윤꽃림 2023-02-16 2023-02-27 완료

123 숙박업소비공개디아크리조트 진중훈 2022-12-06 2023-02-20 완료

122 숙박업소비공개여수나폴리하우스펜션 강은화 2022-04-22 2022-04-22 완료

121 음식점비공개놀스삼육오 김신자 2022-02-06 2022-04-22 완료

120 음식점비공개몽돌휴게소식당 신연 2021-07-24 2021-08-03 완료

119 숙박업소비공개베이원파크 박유진 2021-03-24 2021-04-14 완료

118 숙박업소비공개호텔JCS여수 안대건 2020-09-17 2020-09-18 완료

117 숙박업소비공개호텔JCS여수 안대건 2020-09-17 2020-09-18 완료

116 숙박업소비공개휴앤고 호스텔 고경숙 2020-07-01 2020-07-02 완료

115 숙박업소비공개신우펜션민박 김라애 2020-06-29 2020-07-10 완료

114 숙박업소비공개휴앤고호스텔 고경숙 2020-06-29 2020-07-02 반려

113 관광시설비공개김씨지스튜디오 김선태 2020-06-27 2021-10-12 반려

112 음식점비공개크리스피크림도넛 여수엑스포역점 조아라 2020-04-14 2021-10-12 반려비공개여수 엑스포 유탑 마리나 호텔 &amp;amp; 리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tour/operation_guide
/tour/operation_guide/shop_registration
/tour/images/tour/download/shop_agree_form2.hwp
/tour/images/tour/download/restaurant_form.hwp
/tour/images/tour/download/stay_form.hwp
/tour/images/tour/download/tour_form.hwp
/tour/operation_guide/login_name?return_url=/tour/operation_guide/shop_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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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숙박업소
비공개여수 엑스포 유탑 마리나 호텔 &amp;amp; 리

조트
박주희 2020-04-06 2020-04-08 완료

110 숙박업소비공개다도해힐링펜션 주만영 2019-02-07 2019-02-07 완료

109 숙박업소비공개티볼리펜션 임대영 2019-01-14 2019-01-14 완료

108 음식점비공개라운지와이 강수현 2018-09-20 2018-09-20 완료

107 음식점비공개여수맛바다 김정욱 2018-09-17 2018-09-17 완료

106 숙박업소비공개골드비치리조트 박영진 2018-09-11 2018-09-11 완료

105 음식점비공개여수맛바다 송미영 2018-09-06 2018-09-06 완료

104 숙박업소비공개다락휴 여수점 김장원 2018-08-30 2018-08-30 완료

103 숙박업소비공개골드비치리조트 박영진 2018-08-23 2018-08-23 완료

102 숙박업소비공개다락휴 여수점 박완수 2018-07-19 2018-07-19 완료

101 숙박업소비공개포유 호스텔 남정우 2018-05-24 2018-05-24 완료

100 숙박업소비공개K그랜드호스텔 이신재 2018-03-30 2018-03-30 완료

99 숙박업소비공개K그랜드호스텔 이신재 2018-03-30 2018-03-30 완료

98 숙박업소비공개K그랜드호스텔 이신재 2018-03-30 2018-03-30 완료

번호 구분 업소명 신청자 작성일 수정일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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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tour/operation_guide/shop_registration?page=2
/tour/operation_guide/shop_registration?page=3
/tour/operation_guide/shop_registration?page=4
/tour/operation_guide/shop_registration?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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