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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라운지와이

음식점

분류

미정  □엑스포지정 □남도명가 □모범 □시티투어

형태
 한식 □중식 □일식 □뷔페 ■양식(패밀리레스토랑) □분식 □패스트푸드 □기타

 □커피전문점 □전통찻집 □카페 □기타(                     )

위치  □산/계곡 □강/호수 □스키장주변 □골프장 □온천 ■바닷가 ■공원 ■도심 □섬

테마  ■가족 ■친구 ■연인 ■단체(회식) □상견례 □MT/OT □기타(비지니스)

권역구분  관광과 판단

기본정보

대표전화 010-2673-0570 팩스

홈페이지  이메일  78-hoot@hanmail.net

개업일  18.08.01 규모 1 채 1 실 200 명 수용

업주성명
강수현

대표메뉴 한박스테이크, 해물파스타, 피자
 (한문)

전자지도
우편번호  59753 주소  여수시 남산로 60-31 수산물특화시장 4층

새주소  여수시 남산로 60-31 수산물특화시장 4층

요약정보

 라운지와이는 수산물특화시장 옥상4층에 위치한 루프탑 레스토랑이다.

 거북선대교(2대교)와 돌산대교가 한눈에 보이는 여수바다전망이 펼쳐지고 있으며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상세정보

  수산물특화시장 옥상으로 올라오면 여수최고의 바다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원같은 인테리어와 100m 가량의 족욕탕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다.

메뉴는 함박스테이크, 해물스파게티, 피자, 감자튀김등 식사메뉴와 저녁에는 연인들이 데이

트 하며 마시기 좋은 칵테일, 생맥주, 과일스무디 같은 음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고 

있다.

점심에는 식사 주문 시 커피나 에이드를 무료로 제공하며 3명이상 방문 시 커피만 마셔도 

간단한 치즈볼메뉴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각종 단체, 회식 모임 등 미리 연락하면 가장 좋은뷰의 자리에 예약이 가능하고 후식음료제

공, 혹은 서비스메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키워드  루프탑레스토랑, 분위기좋은 맛집

영업시간 개점  13:00 폐점  12:00~1:00 신용카드  ■가능 □불가능

전화예약  ■예약가능 □예약불가
봉사료  ■포함 □불포함

예약  ■예약가능 □예약불가

예약URL  https://cafe.naver.com/loungy

성수기
여름 성수기  7월10일 ~8월30일 겨울 성수기  12월20일 ~ 1월15일

여름 극성수기  7월15일 ~8월15일 겨울 극성수기  12월23일 ~ 1월 5일

적용 □금요일 □공휴일전일 □명절 애완동물 동반  □동반가능 ■동반불가

아침식사  □가능(07:00~) ■불가능 금연/흡연   ■분리  □가능□불가

분위기  ■현대 ■낭만 □토속 □대중 □조용함 음식포장  ■가능(x인분이상)□불가

좌석 수 130 석 별실  1 실 테이블
좌식 130 석

화장실 실내
 ■분리

실외
 □분리

입식 0 석  □공용  □공용

장애인시설 있음  출입구 경사로  ■없음 어린이 놀이방  □있음 ■없음

주차시설
승용차 대형차

주변주차장 여수시 공용주차장

■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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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안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기타(      ) □불가능

 

■ 대표메뉴안내 - 예) 표를 복사하여 각 각 표기, 설명 추가

메뉴명 라운지플래터

메뉴안내 □단품요리 □코스요리 ■한상차림

메뉴소개 수제함박스테이크, 해물파스타, 소시지, 감자튀김, 식전빵 셋트메뉴

가격
1인( 17000 )원 /

대 (       )원, 중 (       )원, 소 (       )원

객실사진

사진1 주 메뉴 사진 파일명 주 메뉴.jpg

사진2 파일명

사진3 파일명

사진4 파일명

 

■ 표메뉴안내1 - 예) 최대 3개 등록, 표를 복사하여 각 각 표기, 설명 추가

메뉴명 피자

메뉴안내 ■단품요리 □코스요리 □한상차림

메뉴소개 오븐에 직접구워 도우로 담백하며 자연치즈 100%로 쫄깃하다. 

가격
1인( 12,900 )원 / 300g

대 (       )원, 중 (       )원, 소 (       )원

객실사진

사진1 주 메뉴 사진 파일명 주 메뉴.jpg

사진2 파일명

사진3 파일명

사진4 파일명

 

 

■ 부대시설 - 예) 표를 복사하여 각 각 표기, 설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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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관광지 낭만포차커리, 여객선터미널, 돌산대교

주변 쇼핑 중앙시장 꿈뜨락, 수산시장

부대시설 명칭 족욕탕

부대시설 설명
바다가 보이는 전망에 발을 담그고 아이들이 놀수 있다,(수건제공)

* 이용시간 : 무관

이용요금 여부 □있음 ■없음

요금

성인 원 어르신 원 -

청소년 원 장애인 - 군인 -

어린이 원 유아 - 기타 -

기타설명 기타 필요한 설명

 

■교통정보

운행정보 미 운행

지역내 

대중교통

(시내버스 등)

* 직통 시내버스

  - 2,  5,  6,  7,  21, 중앙시장역에서 내려서 수산물특화시장으로 도보5분

지역간 

대중교통

코레일(기차) 용산역 ↔ 여천역, 여수엑스포역

/시외버스 센트럴파크고속버스터미널 ↔ 여수고속/시외버스터미널

항공 김포공항 ↔ 여수공항

여객선 없음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 익산장수고속도로 - 순천완주고속도로 -

동순천IC - 율촌교차로 - 산단육교앞(박람회장방면) – 여수수산물특화시장

기타정보 -

 

■ 주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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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음식점 대게나라, 정원식당, 자매식장

주변 숙박업소 베네치아호텔

교통편의시설

(주차장 등)
여수 공영주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