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한가운데서 찾은 마음의 안식처, 콘래드 스파만의 개별 샤워와 그루밍 공간이 있는 일곱 개의 우아한 트리트먼트 룸에서
최첨단 테크닉과 동양적인 치유법이 결합된 혁신적인 트리트먼트로 당신만을 위한 멋진 감동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Find your sanctuary right in the heart of the city. Seven elegantly appointed private treatment rooms.
With innovative treatments and products that combine the holistic insights of the East with the latest techniques
and technologies. Go ahead. Lavish a little luxury on yourself.

AROM AT HERAPY ASSOC IAT E S
최상급 스파 트리트먼트 컬렉션인 Aromatherapy Associates는 당신만의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풍부한 아로마가 함유되어 있는 순수 오가닉 에센셜 오일이 몸의 내면으로부터 자연적인 광채와 활력을 불러일으킵니다.
Aromatherapy Associates, a premium spa treatment collection offers you serenity uniquely for you.
Pure organic essential oil containing rich aroma enhances natural radiance and vitality throughout the body.

I NT RAC EUT I CALS
인트라슈티컬스 옥시젠 페이셜 트리트먼트는 95% 순수 산소를 통해 인트라슈티컬스만의 특별한 세럼을 피부 깊숙이
투과시켜 피부를 맑고 생기있게 가꿔줍니다. 천연 식물 성분과 보습의 완전체인 히알루론산 성분이 함유되어 즉각적으로
탄력 있는 동안 피부로 완성시켜드립니다.
Intraceutical’s oxygen facial treatment hydrates and brightens the skin by infusing 95% pure oxygen and
a proprietary serum deep into the skin’s tissues. Its natural herbal ingredients and Hyaluronic acid, known
for their moisturizing properties, instantly plump the skin.

SODASHI
100% 천연 식물 추출물 성분으로 수분 공급과 피부 밸런스를 유지시켜 자극없이 빛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줄
안티에이징 케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Skin care with 100% natural plant extract ingredients by providing solutions, it slows aging,
pigmentation relax, hydrate and balance your skin. It makes your skin to shine and healthy.

CONRAD JOURNEY

오직 콘래드 스파에서만 경험하실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여유로운 휴식과
재충전을 선사합니다.
The Conrad Journey program is a
spa package for customers who
need to leisurely relax. Experience
Conrad Spa's signature programs.

CO N R AD S I G N AT U RE
JOU R NEY

R E FR E SH
JO U R NE Y

PERF ECT
B ODY

3hours

2.5hours

2hours

Weekday \ 517,000
Weekend \ 550,000

Weekday \ 418,000
Weekend \ 440,000

Weekday \ 363,000
Weekend \ 385,000

정성스럽게 준비한 하이드로테라피로 시작하여 집중적인

완벽한 휴식을 위한 디스트레스 트리트먼트로

집중 마사지 테크닉으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바디 관리로 독소 배출과 혈액 순환의 증진을 도와

바디 각질 제거와 근육 이완을 돕는 바디마사지를 포함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바디 토탈 케어 프로그램입니다.

깊은 안식과 생기 있는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전신 보습 관리입니다.

선인장 바디 브러싱으로 각질 제거와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콘래드 시그니처 테크닉인 바디 마사지와 따듯한 온열 스톤

Hydrotherapy and intensive body care help to

Indulge in a whole body moisturizing treatment for

improve your toxins and blood circulation.

the perfect combination of body exfoliation and
muscle relaxation.

Intensive total body care program.
Conrad’s Signature body massage technique is known

. Bath Hydrotherapy

to relieve muscle fatigue. Using hot stone therapy and
cactus body brush, it removes dead skin cells and

. Conrad Signature Body Massage

. Body Scrub & Vichy Shower

. Intra Oxygen Facial or

. Signature Body Massage

Essential Rose Facial Treatment

테라피로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을 함께 관리합니다.

. Mini Facial

regenerates the skin.
-

. Head & Shoulder
Body Brushing – Massage & Stone Therapy for Back –
Legs – Abdomen - Arms – Decollete - Scalp

* 모든 할인 혜택은 단품 상품에 한하며, CONRAD JOURNEY, SPA PACKAGE, PROMOTION, MINI TREATS, ADD-ON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All discount benefits are available for one treatment only. JOURNEY, SPA PACKAGE, PROMOTIONS, MINI TREATS, and ADD-ONS are not applicable and cannot be used in conjunction with this offer.

SPA PACKAGE
PROGRAM

친구, 연인, 동료, 가족과 함께 선물같은 추억과
시간을 선사할 콘래드 스파만의 커플 프로그램입니다.
It is a program where you can experience
relaxation and share memories with friends,
lovers, colleagues, and family at Conrad Spa.

COU P LE S PA
PACKAGE

SPA FR IE NDS
PACKAGE

2hours

2hours

Weekday \ 660,000 (for 2)
Weekend \ 726,000 (for 2)

Weekday \ 660,000 (for 2)
Weekend \ 726,000 (for 2)

편안한 분위기의 하모니 커플룸에서 두 분이 함께 즐길 수

콘래드 서울의 시그니처 바디와 페이셜 트리트먼트를

있도록 준비된 트리트먼트입니다.

두 분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Our couples’ spa package is designed for both of you

This package is prepared for both of you to enjoy

to enjoy in our ‘Harmony’ treatment room.

Conrad Signature Body and Face in a couple room

Enjoy a complete romantic and relaxing atmosphere.

or individual room.

Luxuriate yourself in a double bed treatment room.
. Conrad Signature Body Massage 60mins
. Conrad Signature Body Massage 90mins

. Essential Rose / Deep Cleanse Facial 60mins

. Mini Facial 30mins

* 모든 할인 혜택은 단품 상품에 한하며, CONRAD JOURNEY, SPA PACKAGE, PROMOTION, MINI TREATS, ADD-ONS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All discount benefits are available for one treatment only. JOURNEY, SPA PACKAGE, PROMOTIONS, MINI TREATS, and ADD-ONS are not applicable and cannot be used in conjunction with this offer.
* 60분 이상의 모든 관리는 예약된 정시에 시작 시, 콘래드 시그니처 풋 바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For customers attending on time for treatments 60 minutes or more, a complimentary Conrad Signature Foot Bath service is provided.

STONE THERAPY

H OT STO N E
FU LL B ODY T H E RA PY

1.5hours
Weekday \ 286,000
Weekend \ 308,000

피로와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스톤의 온열과
아로마 테라피가 조화를 이룬 테크닉으로 몸과 마음에 깊은 안정과 휴식을
선사합니다.
뭉친 근육으로 인한 근육통 이완에 효과적이며 스톤을 이용해 얼굴부터 발끝까지
에너지와 혈액순환, 부종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For those modern-day people who suffer from fatigue and stress,
help is here. A relaxing combination of aromatherapy and heated
stone therapy presents deep relaxation for your body and mind.
Sit back as the aromatherapy enables those aching body muscles to
relax, while the heated stones enhance your blood circulation to
energize your body.
* Stone Full Body Massage – Revive Gel Application

* 60분 이상의 모든 관리는 예약된 정시에 시작 시, 콘래드 시그니처 풋 바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For customers attending on time for treatments 60 minutes or more, a complimentary Conrad Signature Foot Bath service is provided.

BODY MASSAGE

CON R AD S I G N AT U RE
BO DY MAS S AG E

THE ULTIMATE
AR O MATHE R APY
E X P E R IE NCE

1hour / *1.5hours
Weekday \ 198,000 / 280,000
Weekend \ 209,000 / 297,000

SHIATSU

1hour / *1.5hours
*1.5hours
Weekday \ 280,000
Weekend \ 297,000

오직 콘래드 서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Weekday \ 209,000 / 286,000
Weekend \ 220,000 / 308,000

차크라를 자극하는 건식 테크닉과 오일을 이용한 딥 티슈

순한 식물성 아로마 오일에 부드럽고 섬세한 테크닉으로

컨디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아로마 오일에

테크닉의 조합으로 충분한 이완과 몸속 에너지를 회복시켜

바디 피부를 정화시켜 궁극의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콘래드 서울만의 독자적인 테크닉으로 몸과 마음의 깊은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안식과 재충전을 선사합니다.
Conrad Spa’s exclusive massage technique utilizes

This highly respected traditional therapy combines

organic oils for soothing muscles to help you feel

Aromatherapy Associates’ expertise enables together

dry massage to stimulate the chakras with deep-tissue

more relaxed and restore your natural vitality.

selecting the therapeutic aromatic oil most suited to

massage techniques using oils for restoring your

your emotional and physical needs for the deep

mental and physical energy levels, resulting in a lasting

relaxation of your body and mind, alike, by releasing

relaxed state of mind.

-

tension to leave you deeply relaxed and recharged.
Back – Legs – Abdomen* - Arms – Decollete* - Scalp

Eye and lip make-up are removed prior to the

-

treatment.
Back - Legs* - Scalp - Decollete* - Legs
Back – Legs – Scalp – Face* / Arms* - Decollete* Abdomen* - Legs

* 60분 이상의 모든 관리는 예약된 정시에 시작 시, 콘래드 시그니처 풋 바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For customers attending on time for treatments 60 minutes or more, a complimentary Conrad Signature Foot Bath service is provided.

POST PREGNANCY
&TREATMENT

ULTI M ATE RO S E PO ST
PR EGNAN CY T RE AT M E N T

1hour / *1.5hours
Weekday \ 198,000 / 275,000
Weekend \ 209,000 / 297,000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와 긴장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고,
순환을 도와 로즈 오일로 튼 살을 예방해주고 피부 탄력을 향상시켜줍니다.
The regenerative properties of rose oil are harnessed to gently dissolve
stress and release tension the tightness or aches in muscles caused
by hormonal changes due to pregnancy. This deeply restorative and
nourishing treatment helps stimulate circulation, prevent stretch marks,
and improve skin suppleness and elasticity.
Back – Legs – Abdomen – Arms - Face* - Decollete* - scalp

* 임신 16주 이상 관리 가능합니다.
* The treatment is available for mothers in week 16 or more of their pregnancy. Treatments are recommend once a week.
* 60분 이상의 모든 관리는 예약된 정시에 시작 시, 콘래드 시그니처 풋 바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For customers attending on time for treatments 60 minutes or more, a complimentary Conrad Signature Foot Bath service is provided.

FACIAL TREATMENT

ES S EN TI AL RO S E
FAC I AL

AGE R E PAIR
FAC IAL

1hour

1.5hours

Weekday \ 198,000
Weekend \ 209,000

Weekday \ 286,000
Weekend \ 308,000

로즈워터 성분으로 피부를 효과적으로 진정시켜주고,

스트레스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활력을 공급해 피부 컨디션에 따라 페이스 오일을 선택해

보호하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안티에이징 페이셜 트리트먼트로

피부 깊숙 부족한 영양과 수분을 채워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더욱 탄탄하고 윤택하게 가꾸어 드립니다.

피부로 가꾸어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This highly effective anti-aging skincare treatment
Regenerative oils are chosen to match your skin type

protects and moisturizes skin from damage caused

to soften, hydrate and provide deep nourishment.

by stress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outcome is

This treatment boosts your circulation and promotes

a more vibrant and youthful looking complexion.

cell renewal and regeneration. The result is not only
a smoother and more radiant complexion, but also

-

a more relaxed state of mind.
Rose Cleansing – Polishing Essential Enzyme Peel –
-

Anti-Aging Fine Line Decollete, Neck & Shoulder
Massage – Face Massage – Rose Mask – Hydrating

Rose Cleansing – Rose Exfoliating – Decollete, Neck

Firming Eye massage - Anti- Ageing Overnight Repair

& Shoulder Massage – Facial Massage – Rose Mask –

Mask - Arms & Scalp

Arms & Scalp

* Recommended for Mature Skin, losing suppleness and firmness.

* Typical Guest: Normal to Combination skin. Please inform about any

Concerned with fine lines and wrinkles.

Acne or Problem Skin conditions.

* 60분 이상의 모든 관리는 예약된 정시에 시작 시, 콘래드 시그니처 풋 바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For customers attending on time for treatments 60 minutes or more, a complimentary Conrad Signature Foot Bath service is provided.

INTRACEUTICALS
FACIAL TREATMENT

I NT R A OX YG E N
FAC I AL TR E AT M E N T

1hour
Weekday \ 198,000
Weekend \ 209,000

REJ U V EN AT E 보습

O PUL E N CE 미백

V ITA M IN C+3 색소침착

피부 사이사이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비타민 C가 색소

비타민 트리트먼트는 색소침착된

않도록 보호해주고 채워주며 턱 선의

생성을 억제해주며 피부에 보습과

피부를 개선하여 얼굴을 더욱 환하고

탄력은 높여주고 잔주름은 완화시켜

화이트닝 효과를 동시에 선사해 탄력

빛이 나게 합니다.

생기 있는 동안 피부로 완성시켜줍니다.

넘치는 투명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This targeted vitamin treatment

Protect and moisturize between
인트라슈티컬스 인퓨젼 시스템과 3-step 히알루론층의 완벽한
수분 공급, 혹은 피부 타입에 맞는 4가지 형태의 프로페셔널
앰플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The Intra-Cultural Infusion System and 3-step

the skin layers, while increasing
the elasticity of the stretched
jawline. This relieves fine wrinkles
and perfects the skin in all its
natural vitality.

Vitamin C extracted from natural
plants safely treats the cause of
uneven skin tones while deeply
hydrating the skin, revealing a
newfound uminosity and radiance.
Your skin will emerge balanced
and glowing with vitality.

provides avphoto protective
effect against damage by free
radicals, thereby brightening your
face andvimproving pigmentation.

Hyaluronic Layer for complete hydration with 4 types
of professional ampoules to suit your skin type are
supplied as a comprehensive program of treatments.

CO LLAG EN + 리프팅

A N TIOXIDA N T+ 독소배출

V ITA M IN A + 피부정화

-

주름 생성을 줄이고 피부 볼륨과

피부의 독소 배출 작용을 도와 피부의

트러블성 피부의 모공 발현을 개선하여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주어 눈에 띄는

푸석함을 개선하여 안색을 고르게

피부를 정화시켜 부드럽고 매끈한

리프팅과 타이트닝 효과를 선사합니다.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The appearance of fine lines and

This detox treatment is designed

Cleanse and brighten problematic

wrinkles is reduced with this

to release toxins to help improve

skin with this treatment designed

collagen treatment, improving

the texture and clarity of your skin,

specifically to address the

skin volume and texture while

resulting in a more even

appearance of pores, helping to

providing noticeable lifting and

complexion.

make the skin smoother overall.

Cleansing – Oxygen Single Serum Treatment

tightening effects.

* 60분 이상의 모든 관리는 예약된 정시에 시작 시, 콘래드 시그니처 풋 바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For customers attending on time for treatments 60 minutes or more, a complimentary Conrad Signature Foot Bath service is provided.

C LA R I TY 트러블케어

ATOXE L E N E 주름개선

트러블과 붉은 피부에 효과적인 관리로

천연 보톡스 성분이 주름 개선 및 꺼진

1.5hour

박테리아 억제, 과다 피지 분비 조절에

부위에 볼륨을 선사하고 얼굴 윤곽을

Weekday \ 286,000
Weekend \ 308,000

도움을 주며 붉은기를 진정시키는데

또렷하게 해줍니다. 한 달 관리 후,

매우 탁월하여 피부를 투명하고

탁월한 탄력 개선과 급격한 주름 감소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REJUVENATE, OPULENCE , VITAMIN C+3,

Soothing botanicals naturally

The Atoxelene Serum is designed

COLLAGEN+, ANTIOXIDANT+, VITAMIN A+ 중 1개의
세럼과 CLARITY 또는 ATOXELENE 중 스페셜 앰플을

reduce bacteria to calm

specifically to reduce fine lines,

inflammation and redness. Helps

enhance facial contours, and

선택해 듀얼세럼으로 집중적인 트리트먼트를 제공합니다.

control excessive cellular build-up

immediately plump the skin. The

and oil production while clarifying

skin instantly looks smoother and

and refining the skin.

feels tighter and firmer.

I NT R A P R E M I U M
FAC I AL T R E AT M E N T

Select one serum from REJUVENATE, OPULENCE,
VITAMIN C+3, COLLAGEN+, ANTIOXIDANT+, or
VITAMINA+, and a special ampoule from CLARITY or
ATOXELENE to provide intensive treatment as a dual
serum.
Cleansing – Oxygen Dual Serum Treatment - Decollete
Massage

* 60분 이상의 모든 관리는 예약된 정시에 시작 시, 콘래드 시그니처 풋 바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For customers attending on time for treatments 60 minutes or more, a complimentary Conrad Signature Foot Bath service is provided.

MINI TREATS

PER FECT B AC K

BACK R E L IE F

J ET LAG CURE

1hour

30min.

30min.

Weekday \ 198,000
Weekend \ 209,000

Weekday \ 117,000
Weekend \ 122,000

Weekday \ 117,000
Weekend \ 122,000

뭉친어깨와 등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프로그램

어깨와 허리의 긴장감을 시원하게 해소시켜주는 릴렉싱

피곤하고 무거운 느낌의 다리에 온전한 휴식을 선사해주는

입니다. 데콜테와 두피관리가 포함됩니다.

트리트먼트입니다.

리프레싱 트리트먼트입니다.

This program focuses on your back and shoulder.

A deeply relaxing treatment to relieve all feelings of

Presenting a refreshing treatment to revitalize tired

Includes decollete and scalp care.

tension on back.

and weary legs.

* 모든 할인 혜택은 60분 이상의 단품 관리에 한하며, CONRAD JOURNEY, SPA PACKAGE, PROMOTION, MINI TREATMENTS, ADD-ONS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All discount benefits are available for individual treatment of more than 60 minutes. CONRAD JOURNEY, SPA PACKAGE, PROMOTION, MINITREATMENTS, ADD-ONS are not applicable.

ADD ON

MI N I FACA I L

HE AD & SHO UL DE R

B ATH HYDROTHERAPY

AN TI- AG IN G B ODY SCRUB

30min.

30min.

30min. \ 99,000

1hour

Weekday \ 104,500
Weekend \ 110,000

Weekday \ 104,500
Weekend \ 110,000

스트레스 또는 건조한 환경으로 지친 피부에

스트레스로 인해 경직되어 있는 목, 어깨,

에어가 분사되는 자쿠지에서 오감을 자극해

자극없는 바디 스크럽으로 피부를 정화시키고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페이셜

두피의 긴장감을 풀어주고 헤어 브러싱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신의 순환을

비시 샤워로 피부에 깊은 영양감과 보습을

트리트먼트입니다. 관리 시작 전 아이 & 립
메이크업을 지운 상태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피 순환을 도와줍니다.

도와줍니다. 마사지를 받기 전에 이용하시면

공급해 피부 결을 매끄럽고 아름답게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 관리의 효과를

가꾸어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Massaging the head, neck and shoulders

Weekday \ 187,000
Weekend \ 198,000

극대화해 줍니다.
This non-irritating body scrub cleanses

Give your skin a moisturizing treat.

releases tension and reduces stress

Available only after guests remove

by helping you relax.

Stimulate the five senses with our

your body to leave your skin looking

eye and lip make-up, our mini-facial

Skilled hair brushing improves

innovative hydrotherapy. Sprayed with

radiantly beautiful and feeling

cleans and protects from daily stresses

circulation throughout the scalp.

air into the bathtub, watch as the water

wonderfully smooth. Then, a Vichy

becomes light and milky to relax the

Shower is utilized to complete cleansing

mind and promote refreshing body

while increasing blood circulation,

circulation. Recommended before

hydrating your body, reducing stress

massage treatments to maximize

and improving skin elasticity.

and dry skin environments.
Shoulder – Scalp
Cleansing – Eye Massage – Facial Mask

whole body circulation.
Body Exfoliation and Removal –
Vichy Shower – Private Shower –
Body Moisturizing

* 모든 할인 혜택은 60분 이상의 단품 관리에 한하며, CONRAD JOURNEY, SPA PACKAGE, PROMOTION, MINI TREATMENTS, ADD-ONS 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All discount benefits are available for individual treatment of more than 60 minutes. CONRAD JOURNEY, SPA PACKAGE, PROMOTION, MINITREATMENTS, ADD-ONS are not applicable.
* ADD-ONS 프로그램은 60분 이상의 프로그램에 추가 가능합니다.
* ADD-ONS Program is only available for treatments over 60 minutes.

R OOM R EL A XAT I O N

SINGLE BED

DOUBLE BED

30min. / 1hour

30min. / 1hour

Weekday \ 33,000 / 77,000
Weekend \ 44,000 / 88,000

Weekday \ 66,000 / 154,000
Weekend \ 88,000 / 176,000

60분 이상의 관리 후, 관리 룸에서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Room Relaxation program is recommended for those who prefer to
relax after treatments in the comfort of their own room.

* ADD-ONS 프로그램은 60분 이상의 프로그램에 추가 가능합니다.
* ADD-ONS Program is only available for treatments over 60 minutes.

MEN’S TREATMENT

CO NR AD S I G N AT U RE
BODY MAS S AG E

SHIATSU

PERF ECT B ACK

1hour / *1.5hours

1hour / *1.5hours

1hour

Weekday \ 198,000 / 280,000
Weekend \ 209,000 / 297,000

Weekday \ 209,000 / 286,000
Weekend \ 220,000 / 308,000

Weekday \ 198,000
Weekend \ 209,000

콘래드 스파만의 섬세한 마사지 테크닉과 유기농 오일을

차크라를 자극하는 건식 마사지와 오일을 이용한 딥티슈

뭉친어깨와 등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이용해 근육을 이완시 편안함을 선사하고 심신의 활력과

마사지 테크닉의 조합으로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에너지를

프로그램입니다. 데콜테와 두피관리가 포함됩니다.

생기를 전달합니다.

회복시켜 전신의 깊은 휴식을 제공합니다.
This program focuses on your back and shoulder.

Conrad Spa’s exclusive massage technique utilizes

This highly respected traditional therapy combines

organic oils for soothing muscles to help you feel

dry massage to stimulate the chakras with deep-tissue

more relaxed and restore your natural vitality.

massage techniques using oils for restoring your
mental and physical energy levels, resulting in a

-

lasting relaxed state of mind.

Back – Legs – Abdomen* - Arms – Decollete* - Scalp

Back - Legs* - Scalp - Decollete* - Legs

* 60분 이상의 모든 관리는 예약된 정시에 시작 시, 콘래드 시그니처 풋 바스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For customers attending on time for treatments 60 minutes or more, a complimentary Conrad Signature Foot Bath service is provided.

Includes decollete and scalp care.

콘래드 스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함께 콘래드 스파는 항상 진화합니다.
언제나 고급스러운 시설과 섬세한 테크닉으로 새로운 트리트먼트를 개발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With innovative treatments and products that combine the holistic insights of the East with the latest techniques
and technologies. Go ahead. Lavish a little luxury on yourself.

스파 도착 고객 카드 작성 및 관리 상담 시간을 고려하여 예약시간보다 15분 여유 있게 도착하여 주십시오.

ARRIVALS Being on time for your appointment is greatly appreciated, both in consideration of our

예약된 시간부터 트리트먼트 시간이 카운트되기 때문에 관리 시간보다 늦은 도착 시 상황에 따라 족욕 서비스가

other guests and in order for you to receive your full service. Please arrive 15 minutes in advance of

제외되거나, 관리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your appointment to allow time to change into your robe, complete our Guest Pre-Treatment Form
and relax before your service. In the case of late arrivals, the foot service will be excluded or the

예약 취소 예약하신 서비스나 패키지 내용을 변경하실 경우는 반드시 평일 24시간 / 주말 및 공휴일 48시간 전까지
미리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이후 취소 시 예약하신 관리 금액의 50%, 예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방문하지 않으실

treatment time may be shortened.
CANCELLATIONS If you need to make a cancellation or date change for any individual treatment,

경우에는 예약하신 관리 금액의 100%가 취소 수수료가 청구 됩니다.

multiple service or spa package, we request a minimum of 24 hours notice for weekday sessions or

리트먼트 고객 카드 반드시 서비스를 받으시기 전에 ‘고객 카드’ 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hours notice for weekend sessions. For cancellations occurring after these designated periods,

고객님의 웰빙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작은 위험 요소라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 입니다. 예약하신

a 50% charge for late cancellations or 100% charge for no-show appointments will be made.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 신체적인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한 질문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 보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GUEST PRE-TREATMENT FORM Before your service, you may be required to complete a Guest

작성하신 개인 정보는 콘래드 서울의 정보 보안 정책에 의해 철저히 관리됩니다.

Form to safeguard your well-being and comfort, and to allow us to safely deliver our services by
minimizing any risk of injury. Please read our Explanatory Information Sheet to obtain further details

고객 편의 사항 저희 콘래드 스파의 서비스를 받으시기 전 반드시 치료 중인 신체 상태나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on why the questions are included and how the conditions on the Pre-Treatment Form are relevant

알려주십시오. 신체 상태에 따라 스파 트리트먼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알레르기 및 질병, 예민성

to the services we provide. CONRAD SPA assures and maintains guest confidentiality to the strictest

피부, 또는 임신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standards.

지불 방식 신용 카드, 선불 카드, 또는 현금, 룸 차지로 요금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FOR YOUR COMFORT We request that you disclose any medical conditions and/or prescription

나이 제한 스파 트리트먼트를 받지 않는 고객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16세 이하의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부모 혹은 보호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16세 이하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한은
콘래드 스파 서울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medications, as some services may be limited. Please advise our professional staff of any allergies,
disease or sensitivities or if you are pregnant.
METHOD OF PAYMENT We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debit cards, cash and room charge.
AGE REQUIREMENT Children under the age of 16 are not allowed in the spa unless they are

상품권 구입하신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권 이용 약관을 확인 하십시오.
. 콘래드 스파에서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시 스파 입장이 불가할 수
있으며, 당일 취소 수수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물품의 분실은 호텔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중품은 반드시 개인 금고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직원과 상의하십시오.
. 인터넷으로 스파 관리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스파 예약은 전화 혹은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 상품권을 소지하신 경우, 예약 시 상품권 번호를 미리 알려주십시오. 지불은 서비스를 받으신 후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재 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신 16주 이내의 임산부는 콘래드 스파의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을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임산부 관리는
16주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충분한 휴식을 위해 라운지를 포함한 스파에서는 개인의 핸드폰이나 모든 통신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ceiving services. Children under the age of 16 may need a signed waiver and/or be accompanied
by a parent or adult guardian for services. Age restrictions for those under age 16 receiving services
will be at the management’s discretion.
GIFT CERTIFICATES Gift certificates are not refundable. Please review all terms and conditions.
. For the comfort of all of our clients, CONRAD SPA is a smoke-free environment and alcohol is
prohibited.
. We regret that we cannot be responsible for the loss or damage of personal articles. We recommend
that you leave your valuables at home or in your hotel room. Selected locations provide safety
deposit boxes for your convenience. Please contact the spa for more information.
. Selected services are not available to book online; please contact Conrad Spa. To secure your
appointment, we will request a gift certificate number. However, you can pay for services on the
day of your appointment with cash, credit card or gift certificate.
. We do not perform any treatments during the first trimester 16 weeks of pregnancy. After 16 weeks,
pregnancy management is available.
. All areas of the spa, including locker and lounges areas, are cell phone and other personal
communications device free zo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