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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안전하게 즐기는 광주의 가을, ‘무등산 단풍 드라이브’

지구과학적 가치와 뛰어난 경관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에서 오색찬란한 단풍으로 절정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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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의 가을을 만끽해보세요. 산을 휘감은 구불구불한 ‘원효사 드라이브 코스’는 언택트 단풍놀이 뿐만 아니라

최저가 보장
저희에게서 예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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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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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idayinn_gwangju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원효사, 충장사, 충민사 등 문화유산들이 늘어서 있어 광주 문화의 원형을 들여다보며 잠시 걷기에도 좋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면 드라이브 코스의 종착지인 지산유원지에서 리프트 · 모노레일과 함께 반짝이는 광주의 야경에
감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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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For inquiries | #7013

사진출처 : 광주문화관광 (tour.gwangju.go.kr)

Room

Room

로맨틱 이스케이프 Romantic Escape

KRW 359,600 (세금·봉사료 불포함)부터 / Starting at KRW 359,600 per night(ex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객실 1박 + 조식 뷔페 2인 + 시즈널 6코스 디너 2인 + 호텔 초콜릿 4구 박스 1개 + 사우나 2인
Overnight Accommodations + Breakfast Buffet for 2 + Seasonal 6-Course Dinner for 2 + Chocolate Box + Sauna for 2

코리안 스위트 Korean The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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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리 스위트 Bubbly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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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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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터 포차 Lobster Pocha

2022.09.01 ~ 11.17

KRW 188,600 (세금, 봉사료 불포함)부터
Starting at KRW 188,600 per night
(ex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객실 1박 + 조식 뷔페 2인 + 룸서비스 랍스터 포차 세트 1개
(랍스터 해물라면 1개, 화요 25도 375ml 1병, 캐나다 드라이 토닉 워터 2캔 +
레몬 슬라이스) + 사우나 2인

Overnight Accommodations + Breakfast Buffet for 2 +
Room Service Lobster Pocha Set (Lobster Seafood Ramen,
Hwayo Soju, Tonic Water, Lemon) + Sauna for 2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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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시 50분 이후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시 익일 쿠폰이 발송됩니다.
(20시 50분부터 당일 쿠폰 받기 및 사용 불가)

Hourglass Restaurant
랍스터 디너 뷔페
Lobster Dinner Buffet
2022.09.0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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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 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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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된 메뉴와 서비스로 돌아온 무제한 '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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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스터 런치 세트 Lobster Lunch Set

2022.09.01 ~ 11.30 / 12:00 ~ 15:00(L.O 14:00)

KRW 44,000

샐러드, 안심 스테이크, 랍스터 테일 구이, 데일리 치즈 케이크
Salad, Tenderloin Steak, Grilled Lobster Tail, Daily
cheese cake

룸서비스 스시 & 우동 세트
Room Service Sushi & Udon Set
2022.09.01 ~ 11.30 / 18:00 ~ 22:00

KRW 44,000

활어 스시(6pcs), 새우튀김 우동, 계절 과일(3pcs)
Sushi, Fried Shrimp Udon, Seasonal Fruit
예약 및 문의 For inquiries and reservations | 모래시계 레스토랑 Hourglass Restaurant #7061

La Place Grill&Bar
가을 6코스 디너
Autumn 6-Course Dinner
2022.09.01 ~ 11.30 / 18:00 ~ 22:00(L.O 20:30)

KRW 132,000 (1인 / 1 Person)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3종의 와인을 무제한 제공
*식사일로부터 1일 전까지 예약 시 10% 할인 (음·주류 제외, 중복 할인 불가)

총주방장의 6코스 디너와 함께 가을 미식 여행을 떠나보세요.
18세기 유럽 상류층의 연회와 만찬에 빠지지 않은 한우
'본 매로우'로 시작해 한우 안심스테이크와 '트러플'
'게살' 리소토까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3종의 와인을
취향에 따라 또는 메뉴에 페어링하며 가을의 풍미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BREAD
잡곡빵 토스트, 한우 본 매로우(골수) 구이와 아히 파르망티에
SALAD
토마토 & 콩 소스의 부라타 치즈와 홍시, 파르마 햄
SOUP
랍스터 멘보샤와 크리미 당근 수프
APPETIZER
가을 대하 셰비체

MAIN
한우 안심스테이크와 트러플 게살 리소토

DESSERT
패션 프루츠 무스로 속을 채운 가을 새송이버섯 케이크
커피 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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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페 식사권
Buffet Voucher
석식 뷔페(1인)

주중 KRW 99,000
주말 KRW 121,000

중식 뷔페(1인)
KRW 55,000

KRW 85,000 (14% 할인)
KRW 105,000 (13% 할인)

KRW 47,000 (15% 할인)

*수령 방법: 방문
*유효 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사용 시 사전 예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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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nysos Cafe&Bar

Wedding & Spa

디자인 유어 웨딩 Design Your Wedding
홀인원 애프터눈 티 세트 (W)hole-in-one Afternoon Tea Set
2022.09.01 ~ 11.30 / 12:00 ~ 15:30

KRW 55,000(2인 / 2 Person)

✽KRW 33,000(1인 추가, 세이보리 및 디저트 1인 및 음료 1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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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Dilmah 홍차, 아메리카노 중 선택 가능) 두 잔 포함

Hole-in-One 이벤트

‘홀인원 증서’를 제시하면 스파클링 와인 1병 제공

*스파클링 와인 현장 이용 또는 To-go 가능
*이벤트 기간(2022.09.01 ~ 11.30) 중 1인 1병 제공

센트 오브 어텀
Scents of Autumn
2022.09.01 ~ 11.30 / 08:00 ~ 23:00
솔티 카라멜 라떼 Salty Caramel Latte

KRW 12,100

얼그레이 버블 티 Earl Grey Bubble Tea
KRW 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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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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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