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트먼트 & 리추얼 / TREATMENTS AND RITUALS

소중한 휴식을 위한 마사지 / MASSAGES FOR HIM AND HER
1. 웰빙 미드모스트 / WELLBEING MIDMOST
60 / 90min
90 / 115€
지 친 근육을 천천히 지 압하는 웰 빙 마사지 입니다 . 긴장 을 이 완시키고 몸과 마음 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A slow massage, applied with firm and increasing pressure, designed to relieve built up tension,
provide relaxation and an agreedable sensation of wellbeing.
2. 미도므스트 테라피 / TERAPEUTIC MIDMOST
60 / 90min
90 / 115€
테라피스트의 특별한 지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근육 손상 치료 마사지입니다. 자연스러운 몸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Recommended for the treatment of joint and muscular injuries, this massage consists of precise
manipulations by the therapist, which focus on relieving tension and restoring the body’s natural
balance.

1. 비타민 C / VITAMIN C
60min
고농축 비타민C 6%를 사용하여 피부에 활력을 더해줄 얼굴 마사지입니다.

95€

Powerful treatment ideal for skin lacking vitality. It contains a concentrate of pure vitamin C 6%
which neutralizes the negative action. Exclusive facial massage.
2. 안티에이징 / ANTI-AGING
60min
콜라겐과 앨라스틴을 사용하여 피부 세포 활성화를 촉진하는 안티에이징 마사지입니다.

95€

Treatment for cellular regeneration by activating the synthesis of collagen and elastin. Prevents
Premature aging, reduces, fills and smooths fine lines.
3. 얼굴 트리트먼트 / FACIAL TREATMENT
60min
95€
스킨 타입을 고려한 다각도 트리트먼트입니다. 페이셜 클렌징, 보습, 머리 및 어깨 마사지가
포함됩니다.

3. ESENCIAS MIDMOST / MIDMOST ESSENCES
60 / 90min
90 / 115€
미드모스트 에센셜 오일과 함께하는 휴식을 즐겨보세요.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는 은은한 아로마
마사지입니다.
A relaxing massage with essential oils. The relaxing, toning and decongestant properties of essentials
oils selected to match your mood to hydrate and nourish the skin.

Different facial treatments, customized to your skin type. Includes facial cleansing, hydration and
facial, head and shoulders massage. A relaxing experience that will change the expression on your
face.

65€

4. 초콜렛 리추얼 / CHOCOLATE RITUAL
90min
135€
심신의 안정을 극대화할 초콜렛 마사지입니다. 온 몸을 감싸는 초콜렛의 향을 즐기세요. 피부 보습과
근육을 이완할 웰빙 마사지입니다.

An ancient massage technique that focuses on specific reflex points on the feet resulting in relaxation
and are establishment of the body’s overall balance.

Unique proposal to care and pamper the skin of our body and relax your spirit. Enjoy our unique
body wrap of chocolate and red pepper, a deep skin moisturizing treatment, followed by a
massage of chocolate that provides maximum comfort.

4. 발 마사지 / FOOT REFLEXOLOGY
45min
몸 전체의 긴장을 이완해줄 발 마사지입니다. 혈액 순환을 돕고 몸의 균형을 바로 세웁니다.

5. 림프 마사지 / LYMPHATIC DRAINAGE
45min
노폐물을 배출하고 붓기를 없애주는 림프 마사지입니다.

65€

Soft massage to drain the lymphatic vessels, helping to increase the removal of skin blockages and oil

자세한 정보 및 예약을 위해 외선 번호 6001 혹은 리셉션에 문의해주세요
For further information and reservation please dial 6001

5. 로즈 페탈 리투얼 / CORPORAL RITUAL ROSES PETALS
90min
125€
샴페인과 장미 꽃잎을 사용한 각질 필링 트리트먼트입니다. 한 층 더 밝아지는 피부톤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A body exfoliation with champagne and rose petals for a unique experience. Relaxing experience
that will release your tensions and change the expression on your face.
*2시간 미만 전 예약 취소의 경우 요금의 50%가 부담됩니다.
50% of the service will be charged on all cancellations made with less than 2 hours in adv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