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537, Minsokhaean-ro, Pyoseon-myeon, Seogwipo-si,
Jeju-do,63629,Korea

Reservation : 064 780 8536 (예약제 운영)

Location : Winter Garden 2F 



연꽃에는 여느 꽃과 다른 특별함이 있습니다.
물에서 피어나지만 절대 물에 잠기는 일이 없고,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렵혀 지지 않습니다.

조지앙 로르 고유의 테라피에 제주가 전하는 특별한 정서를 담아 선보이는
스파 아라는 토탈 안티에이징 트리트먼트를 추구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과 건강을 위하여,
조지앙 로르와 함께 최고의 휴식을 경험하세요.



SPORT MANIA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1 Day Treatment

야외 활동 후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심신의 안정을 통해 피로감을 덜어주는 애프터 스포츠 트리트먼트

입니다.

1 Night 2 Day Treatment

야외 활동 전과 후로 나누어 필요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근육을 보호하고 케어하여 스포츠 효과를 

극대화 해주는 매니아를 위한 트리트먼트입니다. (2회 이상 예약 가능)

SIGNATURE

 120min \396,000

120min  \ 310,000 / 180min  \ 470,000 / 240min  \ 620,000

120min  \ 330,000 / 180min  \ 500,000 / 240min  \ 670,000

Laure en Bio Hour

피토 테라피스트계의 1인자의 마담 로르의 노하우가 담긴 테크닉과 강력한 오가닉 항산화 성분의 시너지로 

광채와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살려 드리는 프리미엄 트리트먼트입니다.

Healing in JEJU

제주도 현무암으로 순환을 촉진하여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스톤 에너지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마인드 힐링 트리트먼트입니다.

Josiane Laure Journey

스파 아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뷰티 안티에이징 마스터 조지앙 로르의 헤어, 페이스, 바디 토탈 케어 

트리트먼트입니다.



SPECIAL PROGRAM

Mother to be : Prenatal

임신으로 인한 컨디션 변화에 따른 긴장감을 완화하고 심신을 안정시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모를 위한 트리트먼트입니다.

Mother to be : Postna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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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 트리트먼트입니다.

Couple Spa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낭만적인 데이트를 통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커플 트리트먼트입니다.

Family Spa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맞춤 테라피로 가족간의 추억과 따뜻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트리트먼트입니다.

Child

성장중인 자녀의 긴장된 근육을 완화하여 성장을 자극하고 순환을 도와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60min   \ 180,000 / 90min   \ 270,000

90min   \ 250,000 / 140min   \ 390,000

120min   \ 480,000 / 140min   \ 550,000

120min   \ 420,000 / 140min   \ 500,000

40min   \ 88,000

HAIR & SCALP

Anti Hair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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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ean & Neat

원활한 순환을 통해 피부 면역력 상승과 건조함을 완화시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비듬 케어 트리트먼트

입니다.

Strong Detox

노폐물 배출과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두피 컨디션 개선에 놀라운 

효과가 있는 디톡스 트리트먼트 입니다.

Stress Relieve

두피의 피로를 유발하는 어깨, 목 근육 통증을 완화하고 하체 관리를 통해 전신의 순환을 도와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스트레스 해소 트리트먼트입니다.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FACE

Lif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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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트먼트입니다.

Luminous Rad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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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 Cla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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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블 케어 트리트먼트입니다.

Soothing Touch

혈액과 림프의 순환을 개선하여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컨디션을 정상화하는 수딩 트리트먼트입니다.

Ultimate Illuminating       

강력한 오가닉 항산화 성분과 조지앙 로르만의 개인별 맞춤 테크닉으로 감추어져 있던 피부에 광채를 

되찾아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60min   \ 201,000 / 90min   \ 300,000

HYDRO-AQUA TREATMENT

Hydro-Bath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긴장된 근육을 이완 시키고 높은 피로도를 

개선해주는 아쿠아 트리트먼트입니다.

60min   \ 140,000 / 90min   \ 250,000

PARTIAL

Back & Shoulder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가중되는 어깨와 등을 중심으로 케어하여 순환을 원할하게 도와주고 전신의 

균형을 조정해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Leg & Foot

다리와 발목의 붓기와 통증을 제거하고 피로감을 해소하여 가볍고 산뜻한 컨디션으로 가꾸어주는 트리트먼트

입니다.

Face & Shoulder

피부 타입별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미니 페이셜 트리트먼트입니다.

※ 단독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40min   \ 110,000

BODY

Noble Relaxation

조지앙 로르의 부드럽고 럭셔리한 터치를 통해 심신을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순환과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 

전신의 릴렉스를 도와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Deep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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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꾸어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Customized Treatment

고객의 컨디션과 니즈에 따른 1:1 전문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테크닉을 사용하여 심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주는 고객 맞춤형 트리트먼트입니다

Ultimate Rejuvenate Touch

고객의 몸에 맞춘 조지앙 로르만의 섬세한 터치로 강력한 오가닉 항산화 성분을 피부 깊은 곳까지 전달하는 

마인드 힐링과 바디 에너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트리트먼트입니다.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60min   \ 168,000 / 90min   \ 250,000

60min   \ 201,000/ 90min   \ 300,000



HAIR/FACE/BODY Treatment
(60분) 중 선택 1회

Signature 120분 1회

Signature 120분 1회
Signature 180분 1회
Signature 240분 1회

\ 1,000,000

\ 3,000,000

\ 5,000,000

Synergie Blanche

Synergie Ciel

Synergie Bleue

GRADE                                       PRICE                                               SERVICE

SPA MEMBERSHIP

Reservations

트리트먼트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객실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Pre-arrival

예약 시간보다 20분 먼저 도착 하시면 트리트먼트 상담을 보다 자세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착 시간이 늦어지실 경우 다음 예약 고객을 위하여 상담이 취소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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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되오니 

반드시 사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Spa Etiquette

스파는 조용히 휴식과 안정을 취하는 곳입니다. 

타 고객님들의 편안한 스파를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제 가까운 곳에서 조지앙 로르를 만나보세요

 SPA ARA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537, 해비치호텔&리조트 윈터 가든 2F

THE SPA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290, 롤링힐스호텔 B1F

JOSIANE LAURE SPA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롯데호텔 부산 7F

LOTTE
청량리점 / 대구점 / 부산점 / 동탄점

HYUNDAI
무역점 / 천호점 / 킨텍스점 / 충청점

CHICOR
강남점 / 대구점

www.josiane-laur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