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 SPA
클 라 리

스 파

통합의학 기반의 개인 맞춤형 스파 프로그램으로
최고급 럭셔리 스파 제품, 자격과 경력을 갖춘
테라피스트의 숙련된 스파 트리트먼트는
여러분의 인체 대사 및 순환기능을 돕고
완벽한 바디 밸런스 및 멘탈 웰니스를 추구합니다.
클라리 스파에서 진정한 '쉼'을 통해
몸과 마음에 활력을 얻고 궁극의 힐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BODY BLANCE
리메디얼

REMEDIAL

잘못된 자세로 인한 신체의 불균형을 관리하는 치유 테라피로 심부 근육의 통증 유발점을 찾아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딥 티슈 테크닉을 포함하고 있으며, 디톡스 효과가 있는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붓기를 완화시켜줍니다.
60 min / 90 min | 170,000 / 230,000

릴렉싱

RELAXING

불면증, 불안, 긴장, 번아웃 증후군 등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친
심신에 이완요법 및 릴렉싱 스파 테라피를 제공하여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완벽한 이완과 휴식 프로그램입니다.
60 min / 90 min | 180,000 / 240,000

엔도르핀

ENDORPHIN

천연 식물 엔도르핀( Vitex Agnus-Castus) 수딩 추출물의 엔도르핀 효능이 피부 세포에
활력을 주고 행복한 느낌과 피부 윤기와 광택을 높여줍니다.
4가지 천연 식물 힐링 Endorphin fruits massage jam을 고객의 컨디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빠른 컨디션을 회복하여 몸에 활력을 줍니다.
60 min / 90 min | 190,000 / 250,000

퍼스널 아로마테라피 PERSONAL AROMATHERAPY
개인의 컨디션과 증상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블렌딩 아로마 오일을 추천하여
관리가 진행되는 퍼스널 아로마 테라피 프로그램입니다.
10ml 아로마 오일 제공합니다.
60 min / 90 min | 190,000 / 250,000

뷰티 맘 BEAUTY MOM
임산부의 신체 변화로 인한 부종과 튼 살 예방을 도와주고 림프순환을 촉진하여 부종성
셀룰라이트를 예방합니다.
천연 자몽 향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며, 임산부에 안전하고 특화된 무자극성 프로그램입니다.
90분 관리 시에는 천연 유기농 제품을 이용한 미니 훼이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 min / 90 min | 180,000 / 240,000

프레쉬 레그

FRESH LEG

운동 후 다리 근육의 경직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여 주는 하체 집중 관리입니다.
골반에서 다리, 발반사 요법이 병행되어 한결 가벼운 다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60 min | 140,000

그로스 마사지 GROWTH MASSAGE
혈류를 통해 영양과 호르몬이 공급되는 성장판 주변을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테라피와 관절에
스트레칭을 하여 성장통을 완화하고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단, 부모 동반 시에만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60 min | 120,000

ADD ON
미니 페이셜

MINI FACIAL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30 min | 90,000

백 릴리프

BACK RELIEF

스트레스와 운동으로 인해 경직되기 가장 쉬운 목, 어깨, 등의 근육을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30 min | 90,000

헤드 & 넥 & 숄더

HEAD & NECK & SHOULDER

근육의 경직으로 인한 두피 근막과 목, 어깨의 근육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30 min | 90,000

FACE BLANCE
스킨 디톡스

SKIN DETOX

황사, 미세먼지, 중금속 등 외부 오염물질로 인한 피부 트러블과 모공 속 노폐물 등 피부 폴루션
문제에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어, 깨끗하고 건강한 젊은 피부를 선사합니다.
60 min | 160,000

수딩

SOOTHING

천연식물 빌베리 추출물을 이용한 관리로 외부 자극으로 인해 예민해진 피부를 즉각적으로
안정화 시켜주며 빌베리 향이 심신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60 min | 170,000

비욘드 에너지

BEYOND ENERGY

자외선 및 스트레스로 인한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유기농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페이셜
프로그램으로 밝고 투명한 피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의 이완에 도움을 주는 등 관리와
두피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는 두피케어로 몸과 마음에 활력을 줍니다.
90 min | 230,000

안티 셀 에이징

ANTI-CELL AGING

해조류에서 추출한 블루 그린 알개(AFA) 성분이 손상된 피부세포에 즉각적인 반응 결합을
일으켜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바꿔주어 피부 자체 AGE를 낮춰주는 프레스티지
안티-셀 에이징 프로그램이며, 정면 하체 관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0 min | 230,000

SIGNATURE WELLNESS
오션 힐링 OCEAN HEALING
POST GOLF
골프 후에 불균형한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완화시켜주는 스트레칭을
포함한 관리입니다.
바다 머드가 함유되어 있어 미네랄이 풍부하고 캄퍼, 사이프러스, 아르니카 추출물이 즉각적인
진정과 통증을 완화하는 머드팩을 긴장된 손목과 발목에 적용하여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페이셜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120 min | 320,000

DETOX DRAINAGE
해양치유자원인 해수, 솔트와 치유 머드를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다리의 부종과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솔트 스크럽과 오일 왁스를 이용하여 림프 드레나지로 체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따뜻한
클레이 머드팩으로 하체의 순환을 도와 한결 가벼운 다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페이셜은 붓기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림프 드레나지 테크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0 min | 320,000

클라리 솔루션 CLARI SOLUTION
프리미엄 유기농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여 개인의 컨디션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맞춤형 전신
아로마 테라피로 지친 심신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복을 도와줍니다. 페이셜은 피부에 탄력,
리프팅, 주름개선, 브라이트닝 효과 및 피부 항산화 작용과 빠른 세포 재생으로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안티-셀 에이징과 근막 매뉴얼 테크닉이 포함된 최고급 프로그램입니다.
150 min | 390,000

스파 이용 안내
운영 시간

트리트먼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라스트 오더는 20시입니다)

예약

원하시는 시간 선택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권해 드립니다.

체크인

설문지 및 프로그램 상담을 위해서 트리트먼트 예약 10분 전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예약 취소

스파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시려면, 기존 예약 시간으로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내 취소 및 당일 예약 취소 시 트리트먼트 비용이 전액 청구됩니다.

유의 사항

평소에 질환(알레르기, 고혈압, 저혈압, 심장질환, 수술 등)이 있거나
주의사항은 사전에 담당 직원과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임산부 산전관리 시 임신 중기인 18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에티켓

클라리 스파 공간은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평온함을 위해
트리트먼트 룸 안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제한

트리트먼트 시 16세 미만은 입장이 안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부모 동반 시 일부 프로그램은 가능하오니
스파 데스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