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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connected!  
홀리데이 인 광주의 새로운 소식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가장 먼저 SNS에서 만나보세요.

/higwangju @holidayinn_gwangju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062.610.7000 higwangju.com 제17호 55판 2021년 가을

IHG는 높은 수준의 청결 유지를 약속드립니다. 미흡한 모습이 발견되는 
경우 시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IHG의 청결 약속입니다.

We are committed to high levels of cleanliness. If this isn’t 
what you find, we will make it right. It’s our IHG Clean promise.

IHG 리워드 클럽 멤버 가입 후 호텔 공식 홈페이지
(higwangju.com) 또는 IHG.com으로 객실을 예약하시면
인터넷 최저 가격을 보장해드립니다. 

Best price guarantee when you book with us.  

최저가 보장
저희에게서 예약 시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즐기는 광주의 가을, ‘무등산 단풍 드라이브’
지구과학적 가치와 뛰어난 경관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에서 오색찬란한 단풍으로 절정이 된 광주의 가을을 만끽해보세요. 
산을 휘감은 구불구불한 ‘원효사 드라이브 코스’는 언택트 단풍놀이 뿐만 
아니라 원효사, 충장사, 충민사 등 문화유산들이 늘어서 있어 광주 문화의 
원형을 들여다보며 잠시 걷기에도 좋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면 드라이브 코
스의 종착지인 지산유원지에서 리프트 · 모노레일과 함께 반짝이는 광주의 
야경에 감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Chief Concierge

토마스 신 Thomas Shin

Take a contactless fall picnic to Mt.Mudeung to 
enjoy fall colors peaking in Gwangju! A curvy 
‘drive course at Wonhyo Temple’ that goes 
around the mountain offers you a short walk, 
looking into the cultural properties in Gwangju 
such as Wonhyo Temple, Chungjang Temple, 
Chungmin Temple. As the days get darker, end 
your day at Jisan Amusement Park at sunset,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drive course by taking a 
lift or monorail ride with the view of night scenery 
of twinkling Gwangju.

사진출처 : 광주문화관광 (tour.gwangju.go.kr)

문의 For inquiries | #7013



           

Room Hourglass Restaurant

주니어 스위트 Junior Suite

스윗 애프터눈 Sweet Afternoon 짜유(加油) Jia-You

우대갈낙탕
Giant Beef Ribs & Octopus Soup

12:00 ~ 14:00

KRW 33,000

짜유(加油) 세트 
Jia-You Set

2021.10.01 ~ / 24 hours (Room Service)

KRW 38,500
KRW 55,000 (+ 화요 25도 Hwayo Soju  25%, 375ml)

현대적인 감각의 인테리어는 물론 별도의 업무 공간과 드레스 룸 겸용의 파우더 공간을 자랑하는 주니어 스위트 
객실에서 업그레이드된 휴식을 경험하십시오. 47㎡의 넓은 객실은 패밀리 룸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름다운 일몰과 일출을 감상하시거나 깊고 넓은 욕조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7000

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7061

구매 및 문의 For pruchases and inquiries  | #7000

KRW 154,300 (세금, 봉사료 불포함)부터
Starting at KRW 154,300 per night
(ex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2021. 9. 27 ~ 11. 28
KRW 185,700 (세금, 봉사료 불포함)부터
Starting at KRW 185,700 per night
(ex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객실 1박 + 허니 애프터눈 티 세트 2인 + 사우나 2인 + 
워커비 허니 홈카페 키트 1개 + 레잇 체크아웃 14시 
Overnight accommodations + Afternoon Tea Set for 
two + Sauna for two + Workerbee Honey Home Cafe 
Kit + Late Check-out(14:00)

객실 1박 + 조식 뷔페 2인 + 룸서비스 Jia-you 세트   
(트러플 이베리코 짜장면 1개, 고추 유린기 1개, 화요 25도, 375ml, 
1병) + 사우나 2인
Overnight accommodations + Breakfast Buffet for two 
+ Room Service for Jia - You set two + Sauna for two

Experience an upgrade to your relaxation in our junior suites that boast a contemporary interior as 
well as a separate work area and powder room that can also be used as a dressing room. The spacious 
47㎡ rooms are the perfect size for a family room. Lie on your bed and appreciate the beautiful sunrise 
and sunset or relieve yourself from the fatigue of your journey in the deep, spacious bath.

뷔페 식사권 Buffet Voucher 

석식 뷔페 (1인)
Dinner Buffet 

KRW 88,000     KRW 77,000

중식 뷔페 (1인) 
Lunch Buffet 

KRW 38,500     KRW 33,000

* 상품권은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 상품권의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이용 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부스터 랍스터 디너 뷔페
Booster Lobster Dinner Buffet

17:30 ~ 22:00

KRW 88,000 (1인 / 1 Person)

랍스터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랍스터 디너 뷔페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습니다. 셰프가 즉석에서 
구워드리는 랍스터와 안심·채끝 스테이크, 제철 해산물
과 로컬 생선구이까지!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미식의 
순간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용일로부터 하루 전까지 예약 시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7000



La Place Grill&Bar / Dionysos Cafe&Bar Wine

가을 8코스 디너 Autumn 8-Course 
Dinner

18:00 ~ 22:00 (Last Order: 20:30)

총주방장 Leon Shin이 풍요로운 가을의 맛을 담은  
8코스 디너를 선보입니다. 꽃게, 무화과, 배 등 엄선한 
제철 식재료로 준비한 8코스 디너와 함께 미식의 계절
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KRW 110,000 (1인 / 1 Person)

*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3종의 와인이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비 헬씨 BEE Healthy

12:00 ~ 22:00

얼그레이 허니 티 Earl Grey Honey Tea

KRW 11,000

블루베리&바나나 허니 주스 Blueberry&Banana Honey Juice

KRW 16,500

홍시 허니 주스 Ripe Persimmon Honey Juice

KRW 16,500

허니 애프터눈 티 세트
Honey Afternoon Tea Set

12:00 ~ 15:30 

KRW 44,000 (2인 / 2 Persons)
* Dilmah 홍차 두 잔(또는 아메리카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대 3인까지 이용 가능한 메뉴이며, 1인 추가 시 별도의 음료 

주문이 필요합니다.
* 사전 예약 시 이용 가능한 메뉴입니다. 

미니 와인 세트 To-go 
Mini Wine Set To-go

예약 11:00 ~ 15:30 / 픽업 11:00 ~ 18:00

KRW 21,500  (미니 와인 1병 & 와인 페어링 메뉴 1개)

* 미니 와인 1병: '푸두, 카베르네 소비뇽 (250ml), '슐럼베르거,  
   뀌베 클림트 브뤼 (200ml) ' 중 택 1
* 와인 페어링 메뉴 1개: '살몬&샤퀴테리 세트', '프로마쥬 세트' 중 

택 1

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7061

와인더풀 나잇 
WINE-derful Night

18:00 ~ 21:00

KRW 143,000

* C.E.O 스페셜 리저브, 콜차구아 밸리, 카베르네 소비뇽 1병
(99,000원 상당)과 와인더풀 플래터와 구성되어 있습니다.

* 와인더풀 플래터 단품 이용 시 KRW 55,000 입니다. 

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7063

KRW 66,000

최고의 와인 컨설턴트 알랭 레이노가 컨설팅한 생산량보다 퀄리티에 
초점을 맞춘 가성비 뛰어난 보 르도 수페리에 와인

Region
프랑스, 보르도 France, Bordeaux

Grape 
메를로, 쁘띠 베르도, 카베르네 소비뇽 Merlot, Petit Verdot, Cabernet Sauvignon

Taste 

Pairing

당도 Sweet 
산도 Acidity 
바디 Body

샤또 뒤 로, 보르도 수페리에 루즈
Chateau du Lort, Bordeaux Superieur Rouge

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7063

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7095 구매 및 문의 For purchases and inquiries | #7061



Wedding & Spa SNS Event

디자인 유어 웨딩 Design Your Wedding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고객 맞춤 럭셔리 웨딩을 제안합니다. 1:1 컨설팅을 통해 고객님만을 위한 디자인된 웨딩을 
구현하여 특별한 하루를 선사합니다.우아한 테이블 세팅, 감각적인 웨딩 플라워 스타일링, 호텔 셰프 팀의 고품격 코스 
메뉴, 세심한 서비스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결혼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For inquries | #7039

스파 소베  SPA SOBE
10:00 ~ 21:00 / 매주 월요일 휴무 Closed on every Monday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자연에서 온 건강과 아름다움
을 추구하는 최고급 프리미엄 스파 브랜드 ‘스파 소베’의 
품격 높은 스파 트리트먼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Natural aesthetic therapy, SPA SOBE is a premium spa 
brand inspired by the etymology of health and beauty.

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1577

Holiday Inn Gwangju Photo Award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의 추억을 SNS에 공유하시고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최고의 순간을 남겨주신 3분을 위한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holidayinn_gwangju
Holidy Inn Gwangju - 홀리데이 인 광주

#홀리데이인광주호텔  #광주핫플
#홀리데이인광주포토어워드

1
호텔에서의 사진 촬영

ex) 디오니소스 카페&바에서 
     예쁜 애프터눈 티 세트를♥
ex) 객실에서 보는 노을

2
호텔 SNS 계정 팔로우

Instargram

@holidayinn_gwangju

3
인증샷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홀리데이인광주호텔
#홀리데이인광주포토어워드
#광주핫플

이벤트 기간
~ 2021. 12. 31. 

당첨자발표
2021년 11월 첫번째 주, 2022년 01월 첫번째 주
호텔 Facebook, Instagram, KakaoTalk 채널 공지

경품
1등 - 홀리데이 인 광주 수페리어 룸 1박 숙박권 (1명)
2등 - 모래시계 레스토랑 런치 뷔페 2인 식사권 (1명)
3등 - 디오니소스 카페&바 브런치 2인 식사권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