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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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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wangju @holidayinn_gwangju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우리 친구할까요? Can We Be Friends?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시면, 웰컴 드링크 쿠폰(1인 1매)을 드립니다. 

*웰컴 드링크 쿠폰을 통해 이용 가능한 메뉴는 커피, 차, 소프트 드링크, 주스(Chilled), 생맥주, 하우스 와인(레드/화이트)입니다. 
*이용 약관이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을 통해 발행되는 쿠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시 50분 이후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시 익일 쿠폰이 발송됩니다. 채널 추가하기



Green is the New Black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과 함께하는 그린 캠페인,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건강한 유행에 동참해주세요. 

비긴 비건 Begin VEGAN
2023.03.01 ~ 03.31

모래시계 레스토랑에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비건 메뉴를 선보입니다. 
채소만으로도 풍부한 맛을 낸 건강한 ‘라따뚜이, 아보카도 샐러드, 후무스’ 세 가지 요리를 
뷔페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래시계 레스토랑 Hourglass Restaurant (#7061)

어스 아워 Earth Hour
2023.03.25 / 20:30 ~ 21:30

호텔과 함께 세계자연기금(WWF)이 주최하는 환경운동 캠페인 Earth Hour에 동참해주세요! 
호텔 외관 조명이 소등되는 2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객실을 소등하시고 디오니소스 
카페&바에 방문하시면 생맥주 또는 하우스 와인을 1+1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디오니소스 카페&바 Dionysos Cafe&Bar (#7063)

*Earth Hour?
세계자연기금(WWF)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구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시작한 환경운동 캠페인의 날

지속가능한 여행·미식·마이스파크 조성을 위한 디지털 서약서 인증 캠페인
광주의 자연 보호와 문화 유산 보존을 위해 작은 실천을 실행할 것을 서약해주시면 ‘톤28 친환경 어메니티’를 
제공해드립니다.

캠페인 참여 방법

QR 코드 스캔

서약 완료 후 프론트 데스크 
직원에게 화면 제시

디지털 서약
광주의 자연을 보호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겠습니다

물 절약 실천에 동참하겠습니다
여행 시 친환경 어메니티를 사용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에너지 절약과 폐기물 줄이기에 동참하겠습니다

*모래시계 레스토랑: �대중교통·전기차 이용하여 방문 시 디지털 서약서 인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으로 디지털 서약서 인증을 대체하실 경우 
주차 등록이 불가합니다. (전기차 제외) 

*디오니소스 카페&바: 텀블러 개인 컵을 지참하여 음료 To-go 시 디지털 서약서 인증 대체가 가능합니다.  



Room

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7000

주니어 스위트  Junior Suite

버블리 스위트 Bubbly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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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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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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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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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rglass Restaurant

주중 뷔페 3월! 30명 한정! 30% 할인!
3! 3! 3!
2023.03.06 ~ 2023.03.31 

중식Lunch: KRW 55,000     38,500

석식Dinner: KRW 99,000     69,300

*이용일로부터 1일 전까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예약 시 할인 적용 가능
*�해당 이미지는 석식 뷔페 연출 이미지로, 랍스터는 석식 뷔페에서만 
무제한 제공

룸서비스 짜유 세트
Room Service Jia-You Set
2023.03.01 ~ 05.31 / 18:00 ~ 22:00

KRW 38,500
KRW 55,000 (화요 1병 포함, 전용 토닉 워터 2병 무료 제공)

트러플 비프 짜장면, 고추 유린기
Truffle Beef Black-bean-sauce Noodle, Fried Chicken with Hot 
and Sour Soy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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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3! 3! 3!



La Place Grill & Bar / Dionysos Cafe&Bar

봄 6코스 디너
Spring 6-Course Dinner
2023.03.01 ~ 2023.05.31 / 18:00 ~ 22:00 (L.O 20:30)

KRW 132,000

총주방장 Leon Shin이 봄철 미각을 깨울 6코스 디너 
메뉴를 선보입니다.부라타 카푸치노, 수비드 초란을 
올린 트러플 소스의 연어 타르타르, 채끝 등심 스테이크, 
랍스터, 콰트로 치즈와 시금치 콘킬리에와 무제한 와인을 
야경이 내려다보이는 라 플레이스 그릴바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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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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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비앙 로제
La Vie en Rose

2023.03.01 ~ 2023.05.31 / 08:00 ~ 23:00

로즈 스트로베리 라떼  Rose Strawberry Latte
KRW 12,100

로즈 에이드 Rose Ade
KRW 12,100

플로럴 애프터눈 티 세트
Floral Afternoon Tea Set

2023.03.01 ~ 2023.05.31 / 12:30 ~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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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Dilmah 홍차, 메리골드 꽃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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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숙객 대상 트리트먼트 10% 할인 제공 (중복 할인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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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광주비엔날레 14th Gwangju Biennale
2023.04.07 ~ 2023.07.09 / 09:00 ~ 18:00 

제 14회 광주비엔날레는 전환과 회복의 가능성을 가진 물을 은유이자 원동력, 방법으로 삼고 이를 통해 지구를 저항, 
공존, 연대와 돌봄의 장소로 상상해 보고자 한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는 오랜 시간에 걸쳐 스며드는 부드러움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물의 힘을 표본으로 삼아, 이런 힘이 어떻게 분열과 차이를 포용하는지 모색해 본다. 
The 14th Gwangju Biennale proposes to imagine our shared planet as a site of resistance, coexistence, solidarity and care 
by thinking through the transformative and restorative potential of water as a metaphor, a force, and a method. Soft and 
weak like water celebrates an aqueous model of power that brings forth change, not with an immediate effect but with 
endurance and pervasive gentleness, flowing across structural divisions and differences. 

혜택 Benefits

· 호텔 이용객
호텔 영수증 현장 제시 시 단체 요금 적용

정상 요금 할인 요금

성인 16,000원 13,000원

청소년 7,000원 6,000원

어린이 5,000원 4,000원

문의 For inquiries | 062-608-4114

Things to do

자세히 보기

·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관람객 
객실 박(Room Night)당 1만 4천 원 할인
- 투숙 기간: 2023.04.06 ~ 2023.07.09

- 1인 최대 2객실 한정, 1객실 당 최대 7박 한정

- 직접 예약 시 할인 적용 가능
  (호텔 공식 홈페이지 higwangju.com, IHG App, 예약부 062-610-7000)

- 체크인 시 반드시 입장권 제시 필요, 체크인 이후 할인 적용 불가

- 중복 할인 및 그룹, 단체 예약 불가 

- 국제 행사 기간, 객실 점유율, 당일 예약 요청 등에 따라 예약이 
불가할 수 있음



Membership

소수만을 위한 특별한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으로 귀하를 초대합니다.건강과 취미,
여가활동을 위한 특별한 가치와 혜택을 선사해드립니다.헤비스 멤버십 클럽과
함께 삶의 여유를 완성해보십시오.

전세계6,000개 이상의IHG® Hotels & Resorts에서 전용 혜택이 제공되는Guest 
Loyalty Program입니다.회원 가입 후 호텔 공식 홈페이지(higwangju.com) 또는
IHG App으로 객실을 예약하시면 인터넷 최저 가격을 보장해드립니다.
Best Price guarantee when you book with us. 

엘리트 회원이 되시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원 혜택

｜회원 혜택

자세히 보기

무료 가입하기

무료 숙박
(Reward Night)을
위한 포인트 적립

회원 요금 및
특가 상품 이용 무료 와이파이 레잇 체크아웃14시

(가능 시)

문의Inquiry |예약부Reervation #7000

피트니스센터,
실내수영장,사우나

무료 이용
객실 회원가 레스토랑 및 바

20%할인
쿠폰북

(300만 원 이상 상당,21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