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 TREATMENT / PROGRAMME GUIDE
BATH THERAPY
Aroma Refresher ……..…………..……………………………………………………………..…………….…….….30mins / ￦60,000
허브의 순수한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리프레싱 하이드로 바스

Marine Sea Salt Detoxifier …………………….………………………..………….…………………….............30mins / ￦60,000
해조의 풍부한 미네랄 성분을 이용한 디톡스 하이드로 바스

Tropical Relaxer ..…………………………………………………………………………...…………………..………..30mins / ￦60,000
코코넛 밀크의 풍부한 거품과 트로피컬 향을 이용한 릴렉스 하이드로 바스

BODY THERAPY
Detox Algae Body Wrap ………………………………………….………………………….….………...………..80mins / ￦150,000
스크럽과 함께 몸 안의 독소 배출을 도와 주는 해양 해수 요법의 씨위드 릴렉스 바디랩

Re-mineralization Body Wrap ………………………………………………………….....….…....……….....80mins / ￦150,000
스크럽과 함께 근육통 이나 관절염등의 통증 완화를 도와주는 리미네럴라이징 바디랩

Marine Seaweed Glow ….………………….……………………………..…………….………………….…….…..30mins / ￦70,000
해조 씨위드를 이용한 바디 각질 제거를 위한 크림 타입 마린 스크럽

Localized Body Sculpting Treatment ……………..…..………….…………..……...60, 90mins / ￦150,000, ￦200,000
부분적인 셀룰라이트 분해 마사지와 함께 부분 랩핑으로 바디 라인을 살리는 슬리밍 트리트먼트

Papaya Body Polish ……….…………………………………………………………..……………………….………..30mins / ￦70,000
파파야의 내츄럴 엔자임 성분과 샌달우드향의 차분함이 어우러진 부드러운 허니 스크럽

Coffee & Coconut with Jasmine Aroma Polish ………………………………………….…....…………...30mins / ￦70,000
쟈스민향의 싱그러움과 함께 즐기는 커피 코코넛의 내츄럴 엑스폴리에이팅 아로마 스크럽

Back or Abdomen Treatment with Wrapping ……………………..……………………..…..…….……40mins / ￦80,000
등 또는 복부 마사지를 포함한 랩핑 트리트먼트 (10 분 이내의 추가 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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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AGE THERAPY
Deep Tissue Massage ………………………………………….………..….………..…………………..……..…….40mins / ￦100,000
등, 어깨 위주의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딥티슈 마사지

Earth Stone Aromatherapy ……………………………………………………………..…..……………..………..90mins / ￦220,000
따뜻한 현무암과 오일을 사용하여 몸의 피로를 풀어 주는 릴렉싱 스톤 아로마 테라피

Reflex Massage .……………………………………………………………….………..………….60, 90mins / ￦100,000,￦150,000
발반사구와 정맥 마사지를 적절히 혼합 하여 몸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발 반사 마사지

SOOriental Massage ……………………………………………….…….60, 90, 120mins / ￦170,000,￦220,000,￦260,000
오리엔탈 스타일의 경혈점을 누르는 강한 압의 마사지와 부드러움이 혼합된 풀 바디 마사지

SOOwedish Massage ………………………………………………………..……..……..……..60, 90mins / ￦150,000,￦200,000
릴렉스를 위한 부드러운 스타일로 림프순환을 위한 드레네지 스타일의 풀 바디 마사지

Shiatsu Massage .................................................................................................................60mins / ￦170,000
손과 팔의 테크닉을 이용하여 경혈점에 압박을 가하는 지압식 건식 마사지

Dry & Oil Combination.......................................................................................................90mins / ￦220,000
건식의 지압식 마사지와 오일의 부드러움이 잘 조화된 시아추 오일 혼합 마사지

SPECIAL FACIAL
Fitness Boost Deep Moisturizing Facial .……………………………...………….…………………………….90mins / ￦160,000
지치고 거칠어진 피부를 위한 수분 충전 특수 페이셜

Urban Cleanse Facial ………………………………………….………………………...……......…………...………90mins / ￦160,000
효소 필링의 부드러운 각질 제거와 재생을 위한 특수 페이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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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TO-BE
Nurturing Massage for Mother-To-Be ………………………………………….….60, 90mins / ￦160,000,￦200,000
임산부의 편안함을 위하여 빈백과 특수 포지션으로 부드럽게 진행하는 림프 드레네지 마사지

AFTER BIRTH MOTHER CARE
Detox Wrapping Drainage Treatment ………...……………………………………………………............. 90mins / ￦200,000
출산후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글리코릭 라미나리아를 이용한 디톡스 마사지와 랩핑 트리트먼트
(솔트 디톡스 바스 30분 무료 제공)

Localized Body Sculpting ……………………………..……………………….…..…………. 60, 90mins / ￦150,000, W200,000
출산 후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를 분해하여 바디라인을 되살리는 부분 보정 트리트먼트

SOO RITUALS
Soo Spa 4hrs Pampering ……………........... 220mins + Meal / ￦370,000 for Single, ￦700,000 for Couple
4시간 동안 즐기실 수 있는 팸퍼링 코스로 바디 스크럽과 디톡스 알개이 랩핑, 풋 트리트먼트 그리고
안티에이징 페이셜 케어와 수라운지에서 준비한 식사가 제공 되는 패키지

Silver Chi Ritual ............................................................................................................. 90mins / ￦200,000
몸안의 나쁜기운을 떨쳐내는 온타법에 근거한 바디 마사지와 미니 페이셜 트리트먼트 패키지
(실버 바디 마사지+미니 훼이셜+실버콤 두피 마사지)

Seaweed Heat Pack Treatment ………………………………....……………………………………...…….. 90mins / ￦200,000
씨위드를 이용한 랩핑트리트먼트로 몸의 독소를 빼고 땀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핫팩 트리트먼트 패키지
(바디랩핑+ 미니훼이셜 + 두피 마사지)

Tropical Journey ……………………………………………………………………………….…………….......... 140mins / ￦250,000
일상 생활에서 오는 누적된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주는 스파 여행
(커피코코넛 스크럽 + 씨위드 솔트 베스 + 코코넛스웨디쉬 마사지 + 미니 훼이셜)

Couples Ritual …………………………………………………………………….....................110mins / ￦350,000 for Couple
커플 또는 친구와 함께 커플룸에서 등 마사지와 페이셜을 받으실 수 있는 리츄얼 프로그램
모이스춰 스페셜라인, 안색 정화라인, 아로마 스페셜라인의 3가지 페이셜 중 택1(80분) & 딥 티슈 등 마사지(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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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THERAPY
A/R Glow Facial .……………..…………………………………………………………..…….…………..…......... 60mins / ￦100,000
비타민C 클리어패드를 사용한 딥클린징과 마사지와 1,2차 산소o2 마스크가 적용되는 안색정화 페이셜

Ultra Moisture Dew ………….....................................................…..............60, 80mins / ￦100,000, ￦120,000
가장 기본적인 식물성 피토라인 페이셜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 주는 밸런싱 페이셜

Deep & High & Wrapping with Back & Shoulder Massage ……........................................120mins / ￦220,000
몸의 독소 배출과 함께 피부가 촉촉하게 되살아나는 해양 해수 요법의 리바이탈라이징 관리

Hot & Cold Regenerating Treatment ……………………………………………………………………....... 120mins / ￦300,000
피부 속을 채워주는 콩 단백질의 스템 떼라피를 이용한 리프팅 관리 (등 관리 30분 포함)

Collageny C Facial ………….……………………………………………………………..…………................... 120mins / ￦250,000
콜라게니 씨 훼이셜 : 15% 비타민-C와 콜라겐 시트를 이용한 미백관리 (등 관리 30분 포함)

Top to Toe Total Treatment ..........................................................................................120mins / ￦200,000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에 전신을 케어 받을 수 있는 수 스파의 대표적인 토탈 케어

DARPHIN S.O.S. Special Facial………………………….…………………………………………………………….80mins / ￦200,000
달팡 아로마미용법을 이용한 아로마 떼라피 관리 (복부 마사지 포함)

WEDDING PACKAGE PROGRAM
Wedding Package .............................................................................................................정상가 ￦ 1,703,600
특별가 ￦ 1,000,000

웨딩 패키지
신부를 위한 프로그램 : 페이셜 3회, 바디 1회
신랑을 위한 프로그램 : 페이셜 1회, 바디 1회
신랑 & 신부의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

: 페이셜 각 1회

사우나 & 휘트니스 무료 입장권을 비롯한 여러가지의 트리트먼트가 기프트 번치로 제공되는 스페셜 웨딩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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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시간 : 오전 9 : 00 ~ 오후 10 : 00 (연중무휴)
■ 스파 트리트먼트의 가격은 2017년 7월 10일 기준이며, 별도 통지 없이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금액에는 10% 부가세가 별도 추가됩니다.
■ 가 표시된 메뉴는 별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약 및 문의 : Marriott SOO Spa 안내데스크

02) 2090 - 806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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