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을 위한 최상의 스파

에비앙 천연 미네랄은 자연의 기적입니다. 에비앙 스파는 Lac Leman의 호숫가에 위치한 에비앙 리조트에서 숙박을 즐기는
유럽인들을 통하여 현지인과 유명인사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부터 명성을 이어온 에비앙 스파가 한국
최초로 시그니엘 서울에서 선보이고자 합니다. 에비앙 탄생의 특별한 4개의 테마를 각각의 여정으로 선보입니다. 세레스트의
탄생은 하늘로부터 온 특별한 자연의 선물인 물로 시작되며, 가장 대표적 자연 현상인 비와 눈이 알프스 산맥의 천연 필터를
통해 여과 되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탄생한 에비앙 천연 미네랄 워터는 유례없는 미네랄 발란스를 담고 있습니다. 에비앙
천연 미네랄 워터는 라이프에너지의 가장 큰 활력을 주는 원천입니다. 이 소중한 물은 15년 동안 축적되어 미네랄 작용으로
탄생된 에비앙 만의 테마로 놀랍고 특별합니다. 에비앙만의 특별한 4가지 테마에 의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스파
트리트먼트들은 프랑스의 세련미와 아시아 치료요법이 결합된 트리트먼트입니다. 특별한 트리트먼트를 통해 충분한 휴식과
이완을 선사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세레스트 체험
알프스 산맥 위, 구름에서 내리는 물이 땅으로 이동하는 공기중의 수하의 과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트리트먼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미네랄 체험
알프스 산맥 대기에서 만들어진 물이, 땅까지 침투되는 과정을 바탕으로 몸의 해독작용을 돕고 균형을 맞춰주는
트리트먼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셔스 체험
알프스 산맥으로부터 만들어져 땅속 깊숙이 15년 이상 저장된 물이 땅 위로 솟아 오르는 과정을 바탕으로 안티 에이징에
초점을 맞춘 트리트먼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탈라이징 체험
에비앙의 특별하고 진귀하게 생성된 물이 신체의 모든 부위에 활발하게 에너지를 충전하듯 상쾌하고 건강한 트리트먼트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세레스트 체험

아흐모니 수브리머
60분

245,000 KRW

바디에 깊은 릴렉싱 효과를 주며 심신안정을 도와주는 특별한 트리트먼트입니다. 다양한 고대의 테크닉들을 통해 몸의 균형을
조화롭게 만들어주며 뭉친 근육의 이완을 통해 활력과 생기를 되찾게 도와줍니다.

에낄리브 허 (풋 트리트먼트)
60분

189,000 KRW

긴장을 이완시켜 심신안정과 근육 통증,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발 반사 트리트먼트 입니다.

디비느 세헤니떼 (상반신 트리트먼트)
45분

189,000 KRW

짧은 시간 목과 어깨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여행 후의 피로감을 풀어주는데 효과적인 상체 바디 트리트먼트 입니다.

르 세레스트
180분

561,000 KRW

알프스 산맥으로부터 온 에비앙 천연 미네랄 워터를 모티브로 고안되어 스트레스 완화와 릴렉싱에 집중된 트리트먼트 입니다. 바디
트리트먼트는 온기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통한 심신안정을 위해 밤 형태의 크림을 사용하여 피부 속 깊숙이 보습력과 회복력을 높여
줍니다. 얼굴 스크럽과 마스크 후 식물성 추출물과 비타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이용하여 피부의 유연함과 편안함으로 놀라운
심신안정의 순간을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헤어 트리트먼트는 몸의 긴장을 완화시켜 건강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미네랄 체험

허수흐수 미네할르
45분

189,000 KRW

바디 스크럽을 통해 각질제거와 독소배출을 촉진시켜 피부의 유연함을 되돌려 드립니다.

퓨어 갈레
75분

242,000 KRW

에비앙만의 특별한 스톤 파우더로 뭉친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 진정한 웰빙을 느낄 수 있는 핫 스톤과 콜드 스톤을 이용한 바디
트리트먼트 입니다.

수흐스 퐁데멍딸르 (하이드레이트 페이셜)
60분

245,000 KRW

현대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피부로 만들어 주는 트리트먼트로, 림프순환을 촉진시켜주는 테크닉을 통해 얼굴에 독소를 제거 할
뿐만 아니라 에비앙 워터의 순수함으로 피부 깊숙이 수분감을 채워 주어 피부 정화를 돕고 피부의 보습을 완벽하게
복귀시켜드립니다.

르 미네할르
100분

290,000 KRW

자연에서 얻어진 풍부한 마그네슘 성분의 파우더를 이용한 (non-oil) 개별 맞춤식 바디 트리트먼트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 통증을 완화 시키고 몸의 균형을 맞춰드립니다.

프레셔스 체험

에크허 프헤슈 (안티에이징 페이셜)
90분

270,000 KRW

얼굴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주는 특별한 테크닉을 통해, 최상의 안티에이징 효과를 제공하는 집중 트리트먼트 입니다.

뤼셰스 디이클라 (브라이트닝 페이셜)
45분

189,000 KRW

탄력 뿐만 아니라 얼굴의 환한 안색개선을 돕는 특별한 테크닉으로 이루어진 페이셜 트리트먼트 입니다. 관리 후 순수 알프스 산맥
에비앙 워터로 다시 한 번 피부 속 세포까지 깨어나도록 도와 주며, 맑고 투명한 피부톤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인 소크헤 프헤슈
60분

245,000 KRW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세포의 기능들을 특수한 테크닉과 에델바이스와 식물성 추출물들을 결합한 제품을 통해 피부를 매우
부드럽고 생기 있게 만들어 주는 안티에이징 바디 트리트먼트 입니다.

르 프헤슈
180분

561,000 KRW

순수한 알프스 에비앙 워터와 비타민E를 통해 피부를 회복하고 보호합니다. 에델바이스 추출물이 함유된 크림, 드라이 오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효과를 더해 주고 바디라인을 다시 찾아드리는 테크닉이 최상의 안티에이징을 도와 줍니다. 레몬밤 추출물
입욕으로 소중한 순간을 마무리하여 몸의 아름다움과 광채를 강화시키고, 어린 피부로 되돌려 드리는 트리트먼트 입니다.

바이탈라이징 체험

비쟈죠 르미에흐 (리프팅 페이셜)
60분

245,000KRW

피부 속 깊숙이 생기를 불어 넣어 피부 세포의 재생주기를 빠르게 돕고 얼굴라인의 탄력효과를 촉진 시켜주는 리프팅 집중
트리트먼트입니다.

디나미죵
45분

189,000 KRW

에너지를 불어넣는 특별한 식물성 오일과 테크닉으로 이루어진 바디 트리트먼트로, 심신을 자극하여 에너지를 되찾아 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콤플리스 듀 커흐
60분

245,000KRW

셀룰라이트를 가장 매끄러운 피부라인으로 만들어 주는 바디 슬리밍 트리트먼트입니다. 바디라인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주는
특수한 테크닉으로 슬리밍 효과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몸을 가볍게 만들어 주고,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르 비탈리죵
90분

270,000 KRW

심신에 새로운 활력과 광채를 부여하고 시어버터가 풍부한 퍼밍오일이 지친 피부의 기능을 재활성화 시켜 줍니다. 상쾌한 바디
스크럽이 포함된 리드미컬한 바디 & 페이셜 트리트먼트 입니다.

어센틱 체험

텐더 터치 포 마더 투 비
60분

245,000 KRW

90분

320,000 KRW

소중한 아기와의 만남을 준비하시는 임산부 고객님들을 위해, 가볍고 부드러운 바디 트리트먼트로 충분한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트리트먼트입니다.

아시안 터치
60분

245,000 KRW

90분

320,000 KRW

타이와 시아츄 테크닉이 결합되어, 몸 속 음과 양의 조화를 회복하고 활력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주고 맑은 정신과 활기를 되찾아드립니다.

힐링 스컬프 터치
60분

189,000 KRW

강력한 힐링 두피 트리트먼트는 기분 좋은 자연의 소리와 함께 진행 되어 심신의 안정과 상쾌한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프레스티지어스 저니
6시간

990,000 KRW

긴 여정 후 오래도록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특별하게 디자인된 테크닉으로 오감을 자극하여 당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 워터 입욕 20분 / 바디 스크럽 트리트먼트 40분 / 발 반사 트리트먼트 60분 / 식사와 휴식 60분 / 릴렉싱 패키지 트리트먼트 180분

에비앙스파 서울 리추얼 (1st : PAYOT)
130분

490,000 KRW

바디 트리트먼트, 페이스 트리트먼트 중 선택하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맞춤 트리트먼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디 트리트먼트 60분
페이스 트리트먼트 60분

에비앙스파 시그니처 리추얼 (2nd : Chantecaille)
130분

660,000 KRW

풍성한 장미, 로즈 제라늄, 달맞이 꽃 등 피부에 최상의 보습력을 부여해주는 성분들로 피부 깊숙이 영양분과 수분을 채워드리는 바디
& 페이셜 트리트먼트입니다. 얼굴 윤곽을 살려드리고 밝게 빛나는 피부톤을 되찾아 드리는 얼굴 트리트먼트와 딥티슈 테크닉으로
혈액 순환 촉진을 도와, 바디에 에너지와 매끄러움을 부여하는 힐링 바디 트리트먼트입니다.

에비앙 센서리 저니
30분

5,000,000 KRW

감각과 생기를 되찾고 재충전을 위한 최상의 휴식을 선사하는 여정으로 안내합니다.
가장 특별하고 기억에 남게 될 호화로운 에비앙만의 상징적인 이 트리트먼트는, 풍부한 미네랄과 순수 에비앙 워터만을 채운 입욕을
통해 몸과 마음은 해방되고 모든 긴장감들은 사라집니다. 오감을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몸과 마음에 활력을 충분히 재충전시켜
주는 에비앙 서울만의 특별한 경험입니다.

샹테카이 페이셜 & 바디

샹테카이 시그니처 바디 트리트먼트
60분

320,000 KRW

90분

420,000 KRW

풍성한 장미, 로즈 제라늄, 달맞이 꽃등 피부에 최상의 보습력을 부여해 주는 성분들로만 구성하여 피부의 건조함을 개선하고
바디에 에너지와 매끄러움을 부여하는 힐링 트리트먼트 입니다.

샹테카이 시그니처 페이셜 케어 60분(수분 또는 지성 트러블 케어)
60분

340,000 KRW

시그니처 플라워 페이셜은 피부 깊숙이 영양분과 수분을 채워 얼굴 윤곽을 살려드리고 밝게 빛나는 피부톤을 되찾아 줍니다.

바이오 리프팅 페이셜 케어
90분

500,000 KRW

바이오 리프팅 페이셜 트리트먼트는 피부의 볼륨을 탱탱하고, 피부 조직을 촘촘하게 채워주어, 얼굴의 입체감을 완벽하게 재현
시켜드리는 트리트먼트 입니다.

나노 골드 에너자이징 케어
90분

540,000 KRW

나노 골드 에너지 라인의 혁신적이며 강력한 힐링 효과를 통해 피부를 스트레스로부터 재충전시켜주고, 어린 피부로 돌려드리는
안티에이징 페이셜 프로그램입니다.

스파예약

고객님의 선호하는 날짜와 시간을 위해 미리 스파 예약을 추천 드립니다.

스파방문

저희 스파 시설을 충분히 즐기며 긴장을 완화 시키실 수 있도록 트리트먼트 예약 30분 전에 미리 방문
바랍니다. 혹여 늦으실 경우 다음 고객 예약으로 고객님의 트리트먼트 시간이 단축되므로 양해 부탁
드립니다.

상품권

상품권의 경우 환불, 양도, 현금과의 교환이 불가 하오니, 모든 기한과 조건을 검토 부탁 드립니다.

예약변경 및 취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파 예약 취소 및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용일 기준 24시간 전에 알려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취소하지 않는 경우 100%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에티켓

스파는 휴식 공간으로서 고객님과 다른 분들의 트리트먼트 집중을 위해 스파 내부에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 소지 및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 드립니다.

연령제한

16세 미만의 고객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에 한해 스파 이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스파
컨시어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

임산부 또는 수술 이력이나 질환이 있는 고객께서는 스파 서비스 예약 전 의료진에게 먼저 상담
받으시길 바라며, 임신 초기 3개월까지는 트리는먼트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1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