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oom Package 

비워, BEER! (Empty Your Beer) 

KRW 166,000 (세금, 봉사료 불포함)부터
Starting at KRW 166,000 per night(ex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객실 1박 + 조식 뷔페 2인 + 무제한 생맥주 해피아워 2인 (18시 ~ 21시) + 사우나 2인
Overnight accommodations + Breakfast Buffet for two

+ Unlimited Draft Beer Happy Hour for two (18:00 ~ 21:00) + Sauna for two  

Dinner, Bed & Breakfast 

KRW 272,600 (세금, 봉사료 불포함)부터
Starting at KRW 272,600 per night

(ex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객실 1박 + 조식 뷔페 2인 + 석식 뷔페 2인 + 
사우나 2인

Overnight accommodations + Breakfast 

Buffet for two + Dinner Buffet for two

+ Sauna for two 

Good Night 

KRW 154,750 (세금, 봉사료 불포함)부터
Starting at KRW 154,750 per night

(ex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객실 1박 + 조식 뷔페 2인 + 사우나 2인 +
필로우 미스트 1개 (23,000원 상당)

Overnight accommodations + Breakfast 

Buffet for two + Sauna for two 

+ Pillow Mist

예약 및 문의                                                              #7000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Holiday Inn Gwangju News

Stay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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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wangju @holidayinn_gwangju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062.610.7000 higwangju.com 제16호 55판 2021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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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 & Drink Eat & Drink 

랍스터 해물 라면 Lobster Seafood Ramen 

2021.04.01 ~ 05.31 / 21:00 ~ 06:00
KRW 33,000 (라면 / Ramen Only) 
KRW 53,000 (+ 화요 25도 375ml /
                            

리얼 와규 Real Wagyu 

2021.04.02 ~ / 17:30 ~ 22:00
KRW 79,200 (1인 / 1 Person)

네이버 예약 서비스 런칭 Naver Reservation Service Launching 

네이버 예약을 통해 안전하게 비대면으로 메뉴 확인, 예약, 결제까지
마치신 뒤, 간편하게 Pick-up하여 달콤한 시간을 만끽해보세요. 

디오니소스 카페&바의 시그니처 메뉴 ‘애프터눈 티 세트’와 다양한
프로모션 메뉴 또한 간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예약하기  

해피아워 – 생맥주 무제한
Happy Hour - Unlimited Draft Beer 

18:00 ~ 21:00
KRW 16,500 (1인 / 1 Person)

*이용일로부터 하루 전까지 예약 시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모래시계 레스토랑                                                #7061Hourglass Restaurant

뷔페 식사권 Buffet Voucher 

석식 뷔페 (1인)

Dinner Buffet 

KRW 79,200     KRW 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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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및 문의                                                              #7000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디오니소스 카페&바                                          #7063Dionysos Cafe&Bar

알코-홀리데이 시즌 1. 봄날의 벚꽃을 닮은 와인 
AlcoHoliday Season 1 

돈나푸가타, 루메라, 이탈리아
KRW 49,500     KRW 34,650

산테로, 빌라 욜란다 모스카토 로제, 이탈리아
KRW 49,500     KRW 34,650

타바사, 플래티넘, 프래그런스 넘버 5, 스페인
KRW 79,200     KRW 55,440

시라유리 와이너리, 사쿠라 와인, 일본
KRW 110,000   KRW 77,000

와인 마켓 Wine Market

KRW 35,200 ~ 192,500

모래시계 레스토랑 
                                              #7063Hourglass Restaurant

디오니소스 카페&바
                                         #7063Dionysos Cafe&Bar

타르트 세트 (8종)
KRW 55,000

망고 티라미수 케이크

KRW 44,000 

시즈널 애프터눈 티 세트

KRW 44,000 (2인) 

와인 페어링 메뉴

KRW 16,500  

Hwayo Soju 25% 375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