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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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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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고고고 고고고 고고고고고 고 고고고고 고고&고 

Things to do

고급스러운 취향과 안목을 만족시키는 그로서리 쇼핑
호텔 1층 디오니소스 카페&바의 그로서리 섹션에서 호텔 셰프가 직접 큐레이션 한 프리미엄 식재료를 만나보세요. 
고급스러운 취향과 안목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핸드메이드 페이스트리, 품질 좋은 샤퀴테리와 치즈, 클로티드 크림, 꿀, 잼, 
올리브, 올리브 오일, 발사믹 비네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라인 업에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를 비롯한 라운지의 attendant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요리, 소중한 사람들과의 와인 타임, 선선한 오후의 피크닉, 귀한 분을 위한 선물 등 TPO 맞는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디오니소스 카페&바 Dionysos Cafe&Bar | #7063

Assistant Cafe & Bar Manager
Emily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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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wangju @holidayinn_gwangju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RoomRoom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Executive Suite

버블리 스위트 Bubbly Suite

쿨Cool & Pool
2022.04.29 ~ 09.04
KRW 166,600 (세금 봉사료 불포함)부터 / Starting at KRW 166,600 per night(ex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객실 1박 + 조식 뷔페 2인 + 치맥 박스 To-go 1개 + 아로마티카 로즈마리 루트 인핸서 1개 + 사우나 2인
Overnight Accommodations + Breakfast Buffet for 2 + Fried Chicken & Draft Beer To-go for 2 + Aromatica 
Rosemary Root Enhancer + Sauna for 2

69㎡ 면적의 객실은 침실과 거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와 휴식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소규모 미팅 또는 여유롭게 In-room Dining을 즐기실 수 있는 거실과 편안한 킹 베드에서 도심 전망을 감상하실 
수 있는 침실, 샤워 부스와 욕조를 구비한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레스 룸처럼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갖춘 옷장과 팬트리가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Our executive suites are 69㎡ and come with a separate bedroom and living room, making it easy to separate your 
work and relaxation areas. Each suite consists of a living room perfect for small meetings or a relaxing in-room 
dining area, a bedroom with views of the city from the comfortable king bed.

호텔의 전 스위트 객실에 비치된 럭셔리 배스 브랜드 
라퀴베 메종(La Cuveé Masion)의 입욕제 ‘쁘띠 샴페인 
버블 배스’와 함께 호화로운 샴페인 목욕을 즐겨보세요. 

*스위트 객실 이용 시 무상 제공됩니다. (욕실 내 비치, 2만 3천원 상당)
*별도/추가 구매 희망 시 프론트 데스크로 문의 바랍니다.

그린 이즈 더 뉴 블랙  Green is the New Black 
2022.03.03 ~ 08.28
KRW 164,800 (세금, 봉사료 불포함)부터
Starting at KRW 164,800 per night
(ex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객실 1박 + 조식 뷔페 2인 + 톤 28 비건 샴푸바, 바디바, 
핸드크림, 광목 파우치, 대나무 칫솔(2개), 고체 치약(10알) 
각 1개 + 사우나 2인
Overnight Accommodations + Breakfast Buffet for 2 + Tone 
28 Vegan Shampoo Bar, Bath Bar, Hand Cream, Pouch, 
Bamboo Toothbrush, Toothpaste Tablet + Sauna for 2

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7000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7000

우리 친구할까요? Can We Be Friends?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시고, 즉시 
발급되는 객실 1만 원 할인 쿠폰으로 호캉스를 즐겨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기

카메라앱 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을 통해 
우측의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이용 약관이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을 통해 발행되는 쿠폰에서 확
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시 50분 이후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시 익일 쿠폰이 발송됩니다. 
 (20시 50분부터 당일 쿠폰 받기 및 사용 불가)



La Place Grill&Bar / Dionysos Cafe&Bar

여름 6-코스 디너
Summer 6-Course Dinner

2022.06.01 ~ 08.31 / 18:00 ~ 24:00 (L.O 20:30)

KRW 110,000 (1인 / 1 Person)

*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3종의 와인이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라 플레이스 그릴&바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여름을 담은 
코스 요리를 선보입니다. 신선한 제철 재료를 엄선하여 
총주방장이 준비한 6코스 디너·무제한 와인과 함께 여름
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BREAD
올리브 토마토 포카치아
SALAD
트리오 시져 샐러드(새우 / 훈제 연어 / 관자)
SOUP
오골계 치킨 콩소메
APPETIZER
코코넛 크림과 여름 과일 민어 셰비체
MAIN
그릴에 구운 와규와 트러플 프라이, 복분자 젤리
DESSERT
초당 옥수수 케이크
커피 또는 차

예약 및 문의 For inquries and reservations | 라 플레이스 그릴&바 La Place Grill&Bar #7095

Hourglass Restaurant

원기 회복 양생 삼계탕
Ginseng Chicken Soup
2022.06.01 ~ 08.31 / 12:00 ~ 14:00

KRW 44,000

룸서비스 치맥 vs 피맥 
Room Service Chi-mac vs Pi-mac
2022.06.01 ~ 08.31 / 18:00 ~ 22:00

프라이드 치킨 또는 디아볼라 피자 중 택 1, 생맥주 (테라) 2잔
Fried Chicken or Diavola Pizza, 2 Glasses of Draft Beer 
(Terra, Korean)

KRW 38,500

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모래시계 레스토랑 Hourglass Restaurant #7061

리얼 와규
Real Wagyu

2022.04.01 ~ 2022.09.30 / 17:30 ~ 22:00
KRW 88,000 (1인 / 1 Person)

부드러운 맛과 뛰어난 마블링으로 미식가들 사이에서 
최상의 쇠고기로 손꼽히는 와규를 무제한으로로 즐길 
수 있는 '리얼 와규' 디너 뷔페를 선보입니다. 셰프가 
즉석으로 구워드리는 부위별 와규를 통해 와규의 참된 
맛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 시 10% 할인
  (음 주류 제외, 중복 할인 불가)

여름 특선 스페셜 보양 메뉴 

구입 및 문의 For purchasing inquiries | 프론트 데스크 Front Desk #7000

중식 1인 KRW 44,000     KRW 37,000

뷔페 식사권
Buffet Voucher

석식 뷔페(1인)

중식 뷔페(1인)

석식 1인 KRW 88,000     KRW 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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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합니다



Wedding & SpaDionysos Cafe&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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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딩 Wedding #7039

빙수 Bingsu

2022.06.01 ~ 08.31 / 12:00 ~ 20:00

클래식 빙수 Classic Bingsu

KRW 27,500

애플망고 빙수 Apple Mango Bingsu

KRW 38,500

멜론 & 홍시 빙수 Melon & Persimmon Bingsu

KRW 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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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파 Spa #1577

디어마이광주 애프터눈 티 세트 Dear My Gwangju Afternoon Tea Set

2022.06.01 ~ 08.31 / 12:00 ~ 15:30
KRW 55,000 (2인 / 2 Person)

*음료(Dilmah 홍차, 아메리카노, 로제 와인 중 선택 가능) 두 잔 포함되어 있으며 로제 와인은 소진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대 3인까지 이용 가능한 메뉴이며, 1인 추가 시 별도의 음료 주문이 필요합니다. 

광주문화예술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예술가와 소통하는 커뮤니티형 플랫폼입니다.

https://dmgj.kr
앱스토어에서 ‘디어마이광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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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