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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 권역별안내권역별안내권역별안내

상세설명상세설명

새하얀 건물에 둥근 파란 창문이 마치 배를 연상 시키는 모텔이다. 

사생활 노출에 민감한 고객들을 위해 창문이나 비상계단이 썬팅되어 있다. 방안에 들어서면 잔잔한 무늬의 화이트 톤 벽지와 이와는 대조적인 화려한 무늬의 침대가 조화를 이루어 세련미를

느낄수 있다. 넓은 침대는 잘 정돈되어 있으며 쿠션이 좋아 피곤한 몸을 숙면하기에 충분하다. 침대 옆에 놓여있는 탁자는 소지품을 놓기에 편리하다. 큰 거울이 달린 화장대, 정수기와 미니 냉

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다. 나무무늬의 바닥이 편안함을 주며 미끄러지지 않아서 매우 좋다.화장실이 매우 깨끗하며 욕조가 있어 편리하다.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아 좋

다. 

CF팬션, 여행하기 좋은 팬션

맨위층에 팬션이 있습니다.

후론트가 2층에 있어 소음이 없고, 조용한 분위기가 특징적이다.

가족실 10실, 일반실 침대 20실, 트윈 3실

이용안내이용안내

입실시간 / 퇴실시간 12시 / 12시 휴일

주차시설
주차시설있음
주차요금 : 무료. / 승용차 : 30 대 가능 / 전화예약 가능

여름성수기 7월 22일 ~ 8월 20일 여름극성수기 7월 22일 ~ 8월 20일

겨울성수기 12월 23일 ~ 12월 31일 겨울극성수기 12월 23일 ~ 12월 31일

조식제공 미제공 외국어안내 불가능

객실정보객실정보

씨에프팬션

정원 : 15명 ( 최대인원 : 20

명 )

추가요금 : 10,000원

성수기주중 : 250,000원

성수기주말 : 300,000원

극성수기주중 : 300,000원

극성수기주말: 350,000원

씨에프(C.F)모텔/팬션주소
봉산남7길 11-15 (봉산동)전화번호
061-643-2998추천수
추천 3641 좋아요시내버스정보

 -

관심여행담기관심여행담기 홈페이지홈페이지사진 더보기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tour/travel
/tour/travel/info_each_area
http://blog.naver.com/cf_motel


비수기주중 : 200,000원

비수기주말 : 250,000원

일반실

정원 : 2명 ( 최대인원 : 4명

)

추가요금 : 10,000원

성수기주중 : 70,000원

성수기주말 : 80,000원

극성수기주중 : 70,000원

극성수기주말: 80,000원

비수기주중 : 40,000원

비수기주말 : 70,000원

트윈실

정원 : 4명 ( 최대인원 : 6명

)

추가요금 : 10,000원

성수기주중 : 80,000원

성수기주말 : 90,000원

극성수기주중 : 100,000원

극성수기주말: 120,000원

비수기주중 : 70,000원

비수기주말 : 80,000원

부대시설부대시설/인접시설인접시설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변정보주변정보  (주변주변2km이내이내)

관련관련  여행코스여행코스

검색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록으로

여수, 봉산동, 씨에프모텔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tour/travel/info_each_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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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관광문화(http://tour.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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