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ment Menu

SIGNATURE TREATMENT 시그니쳐 트리트먼트
Immortell Divine Journey to Perfection
이모르뗄 디바인 투 퍼펙션

Face & Body 120min / KRW 320,000
Head to Toe 150min / KRW 400,000

보떼에르 스파 바이 록시땅만의 특별한 트리트먼트로서 얼굴과 바디 또는 두피까지 접목되는 프리미엄 트리트먼트입니다.
오가닉 이모르뗄 에센셜 오일과 머들 에센셜 오일의 조합이 리프팅 트리트먼트의 전문적 기법과 융합되어 피부 속 깊은 곳에서부터
활력을 되찾아 얼굴 윤곽은 물론 탄탄한 탄력을 잡아주어 젊음으로 빛나는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The BEAUTERE SPA by LOCCITANE Signature treatment combines a premium anti-aging treatment to rejuvenate
the whole face and body or Head to Toe.
Organic Immortelle essential oil and Myrtle are fused with an expert lifting treatment sequence,
to relax deep wrinkles, smooth fine lines and firm the face contour, leaving the skin glowing with youth.

세금 & 봉사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The

rate is inclusive of tax ans service charge.

FACIAL TREATMENT 페이셜 트리트먼트
Immortell Divine Secret
이모르뗄 디바인 시크릿

60min / KRW 200,000
90min / KRW 272,000

얼굴과 목, 데콜테를 오가는 촘촘한 컨투어 트리트먼트 기법으로 젊음을 위한 생기와 윤곽을 되돌려줍니다.
이모르뗄 에센셜 오일과 머틀 에센셜 오일이 피부 깊은 곳에 머무르며 더욱 탄탄한 탄력을 선사합니다.

Ultimate rejuvenating facial aging deep wrinkles and skin-slackening for the face, neck & decollete,
leaving the skin younger and the face contour firmer.

Ultimate Organic Illuminating
얼티메이트 오가닉 일루미네이팅

60min / KRW 200,000
90min / KRW 272,000

보떼에르 스파만의 테크닉과 노하우 그리고 강력한 오가닉 항산화성분으로 감추어졌던 피부 본연의 광채와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프리미엄 트리트먼트입니다.

Premium treatment that revives the natural glow and beauty of the skin with techniques and powerful
organic antioxidants containing the know-how of BEAUTERE SPA.

Shea Nourishing Comfort
시어 너리싱 컴포트

60min / KRW 168,000
90min / KRW 240,000

부르키나 파소의 여인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하는 최상의 시어버터를 활용한 트리트먼트로 건조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균형을 잡아줍니다.

Nourishing facial to repair and restore balance. Suitable for dry and sensitive skin.

Recharge and Refresh
리차지 앤 리프레시

60min / KRW 168,000
90min / KRW 240,000

일상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안색이 칙칙하고 피곤해 지친 당신의 피부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A special facial for vitality and radiance are designed for dull, suffocating, and tired skin from the effects
of daily stressors.
세금 & 봉사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The

rate is in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BODY TREATMENT 바디 트리트먼트
Relaxing Aromachologie Treatment
릴렉싱 아로마콜로지 트리트먼트

60min / KRW 168,000
90min / KRW 240,000

부드러운 에센셜 오일을 이용하여 몸과 마음에 잔재되어 있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일상의 피로를 없애줍니다.

Expert massage techniques come together to stimulate circulation and help ease tensions & relieve stress.

Slimming Aromachologie Treatment
슬리밍 아로마콜로지 트리트먼트

60min / KRW 168,000
90min / KRW 240,000

경쾌한 매뉴얼 테크닉을 통해 전신의 순환을 촉진하고 부기를 제거하여 슬림하고 균형 잡힌 바디 라인으로 가꾸어줍니다.

This treatment helps boosting circulation and promotes elimination of toxins & excess water.

Deep Tissue Aromachologie Treatment
딥 티슈 아로마콜로지 트리트먼트

60min / KRW 160,000
90min / KRW 240,000

강하고 힘 있는 터치를 통해 긴장되고 뭉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어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Using strong touch technique with a lot more pressure, this treatment is perfect not only for relieving tensions but
also to relieve any kind of pain.

Cocoon Aromachologie Treatment(for pregnant women)
코쿤 아로마콜로지 트리트먼트(임산부 트리트먼트 포함)

60min / KRW 160,000
90min / KRW 240,000

고객의 몸에 맞춘 섬세한 터치와 오가닉 항산화 성분으로 마인드 힐링과 탄력 있는 피부를 선사해 드립니다.

Treatment that restores mind healing and skin firmness by delivering powerful organic antioxidants deep into the
skin with delicate touches tailored to the customer’s body.

세금 & 봉사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The

rate is in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HAIR & SCALP TREATMENT 두피 트리트먼트
Anti Hair Loss Treatment
안티 헤어 로스 트리트먼트

60min / KRW 168,000
90min / KRW 2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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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r loss management treatment helps circulate the whole body and brings firmness of the scalp
and lifting effect of the face line.

Clean & Neat Treatment
클린 & 니트 트리트먼트

60min / KRW 168,000
90min / KRW 240,000

두피의 면역력 상승과 함께 민감한 증상들을 완화시켜 건강한 두피로 회복시켜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

Soothing scalp treatment that calms, removes dandruff, soothes itchy scalps, and boosts immunity.

Strong Detox Treatment
스트롱 디톡스 트리트먼트

60min / KRW 160,000
90min / KRW 240,000

정체된 노폐물 배출과 피지 분비 조절 및 정화작용을 통해 두피 컨디션을 개선해 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

Detox treatment that improves scalp condition by removing waste, regulating sebum secretion
and purifying scalp.

Stress Relieve Treatment
스트레스 릴리프 트리트먼트

60min / KRW 160,000
90min / KRW 240,000

어깨, 목 근육 통증을 완화하고 경직된 두피의 순환을 도와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Stress relief treatment that relaxes the muscles of the stiff shoulders, neck and scalp due to stress
and relieves mental and physical fatigue.
세금 & 봉사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The

rate is in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Reservations
보떼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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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Reservations
BEAUTERE Spa’s treatment is operated on a reservation basis and does not carry out in the guest's room.

Pre-arrival
If you arrive 5 minutes before the appointment time, you can get more detailed treatment consultation to
the right choice. Late arrival will be shortened your treatment time for the next reservation customer or
canceled.

Cancellation Policy
If you need to cancel or reschedule, please let us know at least 8 hours before your scheduled time.
A 100% charge will be incurred for any treatment not cancelled or changed in advance.
So please contact us in advance. We recognize the time of our clients and staff is valuable and have
implemented this policy to ensure you receive the best service possible.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