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min  ￦ 290,000 / 180min  ￦ 430,000

조지앙 로르 스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뷰티 안티에이징 마스터 조지앙 로르의
헤어, 페이스, 바디 토탈 케어 트리트먼트입니다.

Josiane Laure Journey

SIGNATURE

60min / 40min  ￦ 230,000

엄마는 힐링 케어, 아이는 성장 케어를 함께 받으면서 추억과 건강을 담아가는
트리트먼트입니다.

Mom & Kids (2인)

SPECIAL PROGRAM

상기 금액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min  ￦ 180,000 / 90min  ￦ 240,000Mother to be : Postnatal

출산 후 달라진 신체 변화를 아름답고 건강한 실루엣으로 환원시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후 트리트먼트입니다.

100min  ￦ 450,000Couple (2인)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낭만적인 데이트를 통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커플 트리트먼트입니다.

40min  ￦ 88,000Child (3세~13세)

성장중인 자녀의 긴장된 근육을 완화하여 성장을 자극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 입니다.

60min  ￦ 180,000 / 90min  ￦ 240,000Mother to be : Prenatal

임신으로 인한 컨디션 변화에 따른 긴장감을 완화하고 심신을 안정시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모를 위한 트리트먼트입니다.



60min  ￦ 160,000 / 90min  ￦ 220,000

전신의 순환을 돕고, 두피와 페이스 라인에 탄력을 주는 탈모 관리 트리트먼트
입니다. 

Anti Hair Loss

HAIR & SCALP

60min  ￦ 160,000 / 90min  ￦ 220,000

원활한 순환을 통해 피부 면역력 상승과 건조함을 완화시켜 건강한 두피를 
만들어주는 비듬 케어 트리트먼트입니다.

Clean & Neat

상기 금액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min  ￦ 160,000 / 90min  ￦ 220,000Stress Relieve

두피의 피로를 유발하는 어깨, 목 근육 통증을 완화하고 경직된 두피의
순환을 도와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스트레스 해소 트리트먼트입니다.

60min  ￦ 160,000 / 90min  ￦ 220,000Strong Detox

노폐물 배출과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두피 컨디션 개선에 놀라운 효과가 있는 디톡스 트리트먼트 입니다.

60min  ￦ 160,000 / 90min  ￦ 220,000

칙칙하고 늘어진 피부결에 탄력과 광채를 부여하고, 강력한 주름 제거에 
효과적인 퍼밍·안티에이징  트리트먼트입니다.

Lift Up

FACE

60min  ￦ 160,000 / 90min  ￦ 220,000

기미, 잡티를 완화하고 피부를 정화시켜 안색을 맑고 깨끗하게 밝혀주는 
브라이트닝 트리트먼트 입니다.

Luminous Radiance

60min  ￦ 160,000 / 90min  ￦ 220,000Soothing Touch

림프 순환을 개선하여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컨디션을 정상화하는 수딩 
트리트먼트입니다.

60min  ￦ 160,000 / 90min  ￦ 220,000Fine Clarification

트러블, 상처 흔적을 완화하고 유수분 균형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피부톤을 
깨끗하고 맑게 개선해주는 트러블 케어 트리트먼트입니다.



60min  ￦ 160,000 / 90min  ￦ 220,000

조지앙 로르의 부드럽고 럭셔리한 터치를 통해 심신을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순환과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 전신의 릴렉스를 도와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Noble Relaxation

BODY

60min  ￦ 160,000 / 90min  ￦ 220,000

강하고 힘있는 터치를 통해 뭉친 근육을 케어하고 통증을 완화하여 건강하고
균형있는 바디 컨디션을 가꾸어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Deep Energy

상기 금액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min  ￦ 130,000Scrub Therapy 

아로마 에센셜 성분이 담긴 체리 파우더 입자로 전신의 각질과 순환을 통해 
매끄럽고 윤기나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100min  ￦ 260,000Stone Therapy

제주도 현무암으로 순환을 촉진하여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스톤 에너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마인드 힐링 트리트먼트입니다.

40min  ￦ 110,000

스트레스로 인한 등 근육의 통증을 완화하고 편안한 휴식을 느낄 수 있는
등 집중 트리트먼트입니다.

Strong Back

PARTIAL 



20min  ￦ 40,000

30min  ￦ 70,000

30min  ￦ 70,000

30min  ￦ 70,000

Back 

Leg & Foot 

Face & Shoulder

Hair & Scalp

ADDITIONAL PROGRAM

상기 금액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min  ￦ 240,000

100min  ￦ 240,000

100min  ￦ 240,000

Face + Hair & Scalp
                          
Body + Hair & Scalp
                         
Face & Body  

PACKAGE PROGRAM

* 타 프로그램 이용 시 추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 3,000,000 

20%

15%

￦ 2,000,000 

15%

10%

￦ 1,000,000 

10%

5%

가격

할인가 적용

적립율

공통 특혜
· 가족 사용 가능
· Welcome Gift 증정

Grade        Synergie Blanche        Synergie Ciel      Synergie Bleue

JOSIANE LAURE SPA MEMBERSHIP

Reservations
조지앙 로르 스파의 트리트먼트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객실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Pre-arrival
예약 시간보다 5분 먼저 도착 하시면 트리트먼트 상담을 보다 자세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착 시간이 늦어지실 경우 다음 예약 고객을 위하여 상담이 
취소되거나 스파 서비스 시간이 단축 될 수 있습니다.

Cancellation Policy
모든 예약의 변경이나 취소는 예약시간 보다 최소 8시간 이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변경 혹은 취소를 못하셨거나 방문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된 
프로그램의 가격 전액이 부과 되오니 반드시 사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중복 적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