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atment Menu

국내 최정상급 스파 브랜드 더 트리니티 스파와 프랑스 록시땅 스파가 만났습니다.
프랑스 드롬 지방에서 온 작약부터 코르시카에서 온 이모르뗄,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시어버터까지...
더 트리니티 스파의 전문가들의 손끝으로 전하는 더 트리니티 스파 by 록시땅의 트리트먼트는
프랑스 남부의 땅과 전통에서 온 아름다움의 비밀을 당신에게 선사합니다.

SIGNATURE TREATMENT
시그니처 트리트먼트

Relaxing Aromachologie Treatment
릴랙싱 아로마콜로지 트리트먼트

KRW 160,000 / 230,000
60mins / 90mins
››
스웨디쉬와 발리식 기법 Swedish and Balinese
스웨디쉬와 발리식 기법의 테크닉이 조화되어 피로를 해소해주고
긴장을 완화해 주며 라벤더, 티트리, 제라늄 에센셜 오일이 릴랙싱의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Swedish and Balinese techniques come together with relaxing essential oils to
stimulate circulation, ease tensions and ensure complete relaxation.

Immortelle Secret of Youth (Anti-aging)
이모르뗄 시크릿 오브 유스

KRW 190,000 60mins
탄력 및 주름 개선 Firming & Lifting
주름과 탄력으로 고민하시는 분을 위한 트리트먼트로 불멸의 꽃, 이모르뗄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과 페이스 리프팅 & 퍼밍 테크닉의 조합으로 피부가 건강한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Lifting and firming face treatment combined with stimulation of acupressure points
to comb at fine lines and restore youthful eyes.

세금 & 봉사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The rate is in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FACIAL TREATMENT
페이셜 트리트먼트

Immortelle Secret of Youth (Anti-aging)
이모르뗄 시크릿 오브 유스

KRW 190,000 60mins
탄력 및 주름 개선 Firming & Lifting
주름과 탄력으로 고민하시는 분을 위한 트리트먼트로 불멸의 꽃, 이모르뗄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과 페이스 리프팅 & 퍼밍 테크닉의 조합으로 피부가 건강한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Lifting and firming face treatment combined with stimulation of acupressure points
to comb at fine lines and restore youthful eyes.

Shea Nourishing Comfort
시어 너리싱 컴포트

KRW 170,000 60mins
피부 활력 및 수분 공급 Repairing & Hydration
부르키나 파소의 여인들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하는 최상의 시어 버터를
활용한 트리트먼트로 건조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균형을 잡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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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ect Collagen Facial
퍼펙트 콜라겐 페이셜

KRW 190,000 / 210,000
60mins / 80mins
피부 미백 및 활력 Whitening & Repairing
피부 컨디션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트먼트로 콜라겐과 히알루론산,
비타민 등이 변형 없이 피부에 도달하여 미백과 주름 감소, 영양공급, 피부 활력에 도움을 줍니다.

By absorbing untransformed collagen / hyaluronic acid/vitamin, the spa treatment improves
the skin for whitening, wrinkle reduction, skin nutrition and skin vaitality.

세금 & 봉사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The rate is in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BODY TREATMENT
바디 트리트먼트

Revitalizing Aromachologie Treatment
리바이탈라이징 아로마콜로지 트리트먼트

KRW 160,000 / 230,000
60mins / 90mins
몸의 균형을 맞춰 건강한 바디 컨디션으로 회복 시키도록 도움을 줍니다.

Traditional Thai techniques applying deep palm strokes on the back with delicate stretching - the
perfect combination to promote deep relaxation while improving flexibility and balance.

Deep Tissue Intense Relief
딥 티슈 인텐스 릴리프

KRW 160,000 / 230,000
60mins / 90mins
스웨디쉬와 하와이안 로미로미 기법 Swedish and Hawaiian lomi lomi
경쾌한 매뉴얼 테크닉을 통해 건강하고 균형있는 바디 컨디션으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Treatment focused on the deeper layer of the muscle featuring medium to firm
pressure and forearm treatment sequence to release tensions in the body.

Shea Fabulous Face & Body Treatment
시어 패뷸러스 페이스 & 바디트리트먼트 (임산부 전용 트리트먼트 포함)

KRW 260,000 100mins
스웨디쉬와 발리식 기법 Swedish and Balinese
록시땅의 대표적인 원료인 시어 버터를 이용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행복감과 평온함을 선사 합니다.

Holistic treatment treating the whole body and face for an experience of perfect serenity.

세금 & 봉사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The rate is in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눈가 피부 활력 및 탄력 관리 Rejuvenating & Lifting
눈가의 주름과 다크 서클로 고민하시는 분을 위한 눈가 집중 트리트먼트로 눈가의 활력과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Agonize over fine lines, bags from eyes and puffiness, giving an instant radiance boost.

스웨디쉬와 발리식 기법 Swedish and Balinese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가 가중되는 어깨와 등의 피로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Specifically targets the back, shoulder and back of the neck to release tensions and stress.

풋 트리트먼트

발의 피로감을 해소하여 가볍고 산뜻한 컨디션으로 가꾸어 줍니다.

A foot reflexology treatment concentrating on the pressure points of the feet to help
rejuvenate tired, painful muscles from your soles to the tips of your toes.

세금 & 봉사료 포함된 금액입니다. The rate is inclusive of tax and service char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