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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은 국제표준 ISO 20121 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ESG 경영(환경보호, 
사회적 가치창출,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Holiday Inn Gwangju Hotel is carrying out various activities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development while 
fulfilling its social responsibilities to implement ESG management(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ocial Value 
Creation, Transparent Decision-Making) in accordance with ISO 20121 Event Sustainability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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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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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wangju @holidayinn_gwangju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Welcome, 
the Year of the Black Rabbit

2023, 묘(卯)해  2023, the Year of the Rabbit
2022.12.31 ~ 2023.01.24
KRW 149,586(세금·봉사료 불포함)부터 / Starting at KRW 149,586(ex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객실 1박 + 조식 뷔페 2인 + 2023 묘해 세트(공드린 루이보스 티: 래빗 1개, 2023 새해 쿠키 6개) 1개 + 사우나 2인 
Overnight Accommodations + Breakfast Buffet for 2 + 2023 the Year of Rabbit Set (Gongdreen Rooibos Tea: Rabbit, 2023 New Year 
Cookies) + Sauna for 2 

2022.12.31

“어서오계, 묘(卯)” Welcome, the Year of the Black Rabbit
2023.01.01 ~ 2023.01.31

토끼 띠 대상 특별 혜택과 함께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토끼 해의 시작을 기념해보세요.

객실
체크인 시 ‘공드린 루이보스 티: 래빗’ 1박스 제공
(12,000원 상당, 티백 6개입)
*선착순 제공, 소진 시 이벤트 종료
*1객실 최대 1박스 제공 (투숙일수 무관)
*투숙객 중 토끼 띠 고객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생년 확인 가능한 
증명서 제시 필수

모래시계 레스토랑
중식·석식 뷔페 20% 할인 

*본인에 한해 할인 적용
*식사일로부터 최소 1일 전까지 ‘유선 예약’ 시 할인 적용 가능
*투숙객 중 토끼 띠 고객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생년 확인 가능한 증명서 제시 필수
*중복 할인 및 음·주류 할인 적용 불가



Room

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7000

코리안 스위트 Korean Themed Suite

버블리 스위트 Bubbly Suite

단순한 스위트 객실 그 이상의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Korean Themed 

Suite Room은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Specialty 객실
입니다. 침실, 우리나라 사랑방 문화를 그대로 재현한 거실, 다도 공간, 다이닝 룸, 
업무 공간, 대형 드레스 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욕실에는 편백나무 욕조가
구비되어 있어 한국적인 멋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178㎡ 크기로, 편안한 
투숙 뿐만 아니라 소셜 또는 럭셔리 행사를 진행하실 수 있는 특별 공간입니다. 
Our 178㎡ Korean themed suite is a specialty room that blends traditional 

Korean beauty with modern facilities. The suite has a bedroom, a living room 

that replicates Korean Sarangbang culture, a tea room, a dining room and a large 

dressing room. The bathroom is equipped with a Hinoki cypress b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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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트 객실 이용 시 무상 제공됩니다. (욕실 내 비치, 2만 1천원 상당)
*별도/추가 구매 희망 시 프론트 데스크로 문의 바랍니다.



Hourglass Restaurant

랍스터 버거 세트
Lobster Burger Set
2022.12.01 ~ 2023.02.28 / 12:30 ~ 15:00 (L.O 14:00)

KRW 44,000

랍스터 버거, 웨지 포테이토,  탄산 음료 또는 주스
Lobster Burger, Potato Wedges, Soft Drink or Juice

룸서비스 이탈리안 세트
Room Service Italian Set
2022.12.01 ~ 2023.02.28 / 18:00 ~ 22:00

KRW 49,500 (와인 미포함)
KRW 99,000 (라 크라사드 블랙 카버네 시라 1병 포함)

푸아그라와 트러플 소스를 곁들인 비프 로시니 스테이크, 
그릴드 랍스터 테일, 쉬림프 로제 파스타, 마르게리타 피자
Beef Rossini with Foie gras and Truffle Sauce, Grilled 
Lobster Tail, Shrimp Rosé Pasta, Margherita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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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터 디너 뷔페
Lobster Dinner Buffet

17:30 ~ 22:00   

주중(Mon-Thu): KRW 99,000
주말(Fri-Sun): KRW 121,000

*식사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 시 5% 할인
  (음 주류 제외, 중복 할인 불가)
*주말 뷔페 이용 시 안심 스테이크, 홀리데이 인 광주만의 오리 요리  
 'Holy Duck', 제철 해산물, 요청 즉시 셰프가 반죽해 굽는 수제
  피자를 포함한 다양한 메뉴 추가 이용 가능

숙련된 셰프가 즉석에서 구워 드리는 랍스터, 호주산 
프리미엄 비프 스테이크, 시그니처 양갈비, 이베리코로 
한 차원 높은 미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철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다채로운 인터내셔널 메뉴, 
대게찜, 신선한 활어 스시와 사시미, 최고급 치즈와 
샤퀴테리,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달콤한 디저트 
등을 한자리에서 맛보실 수 있습니다.

식사 시에는 이탈리아 천연 미네랄 탄산수 '산 펠레그리노'를 
테이블로 무제한 서빙해드립니다.



La Place Grill & Bar / Dionysos Cafe&Bar

겨울 6코스 디너
Winter 6-Course Dinner
2022.12.01 ~ 2023.02.28 / 18:00 ~ 22:00 (L.O 20:30)

KRW 132,000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3종의 와인 무제한 제공
*식사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 시 5% 할인

총주방장의 겨울 6코스 디너와 함께 미식 여행을 떠나 
보세요.
루돌프의 코를 닮은 토마토 벨루떼와 사워크림, 관자,
제철 방어와 단새우 세비체, 숙성 한우 안심 스테이크와 
랍스터 테일 등 매 코스가 오감에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예약 및 문의 For purchasing inquiries | 라 플레이스 그릴&바 La Place Grill&Bar  #7095

윈터 시트러스
Winter Citrus

2022.12.01 ~ 2023.02.28 / 08:00 ~ 23:00

뱅쇼 Vin Chaud
KRW 12,100

한라봉 에이드 Hanrabong Ade
KRW 12,100

베리 메리 스트로베리 애프터눈 티 세트
Very Merry Strawberry Afternoon Tea Set

2022.12.01 ~ 2023.02.28 / 12:00 ~ 15:30

KRW 55,000 (2인 / 2 Persons)
KRW 33,000 (1인 추가, 세이보리 및 디저트 1인 음료 및 음료 1잔)

*음료(Dilmah 홍차, 아메리카노 중 선택 가능) 두 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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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dding & 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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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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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자연에서 온 건강과 아름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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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ucher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이 선사하는 여행과 미식을 통한 가치 있는 시간을 선물해보시기 바랍니다. 

객실 숙박권 (2인 투숙 기준)

디럭스(프리미어) 객실 1박 & 조식 뷔페 2인 KRW 447,000      KRW  220,000 (51% 할인)

스탠다드 객실 1박 & 스파 소베 트리트먼트 2인 KRW 600,000      KRW  420,000 (30% 할인) 

식사권 (1인 기준)

모래시계 레스토랑 중식 뷔페 KRW   55,000     KRW    47,000 (15% 할인)

모래시계 레스토랑 석식 뷔페 – 주중 KRW   99,000     KRW    85,000 (14% 할인)

  – 주말 KRW 121,000     KRW 105,000 (13% 할인)

라 플레이스 그릴&바 코스 디너 KRW 132,000      KRW 115,000 (13% 할인)

수령 방법 | 방문, 등기             배송비 | KRW 4,000 (배송지 당, 일반 등기 기준)

*유효 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 이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이 필요합니다.
*등기 수령을 희망하실 경우 수령 희망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예약을 권장 드립니다.
*국가 공휴일, 대체 휴일, 설 연휴 기간(1월 21일 – 24일) 내 등기 발송이 불가합니다.



#Lobster Challenge

Philip Colbert, Soup Can, 2022

팝 아트의 거장인 로이 리히슈타인과 앤디 워홀을 표상하는 동시대 팝 아트 대표 작가 필립 콜버트는 자신의 예술적 
자아인 랍스터를 주인공으로, 회화, 조각, 디지털 스크린, 퍼포먼스, 의상 디자인과 가구까지 폭넓은 장르를 통해 오늘의 
대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전세계의 전폭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 통을 뚫고 나온 유쾌한 
랍스터와 함께 부조화의 묘미로 가득찬 그의 도발적인 작품을 통해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필립 콜버트의 Soup Can 옆에서 
작품의 포즈를 따라

사진 촬영

호텔 공식 인스타그램
(@holidayinn_gwangju) 팔로우 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 게시

- 필수 해시태그 -
#홀리데이인광주호텔 #광주핫플

 #랍스터챌린지 #필립콜버트
*인스타그램 계정 미 보유 시, ‘디어마이광주(dmgj.kr)’ 

커뮤니티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 게시

프론트 데스크에서 게시글 제시 후
 웰컴 드링크 쿠폰 수령

*1인 1회 참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