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idental Passage

Himalayan Ayurvedic Head Massage

아시아의 레몬글라스와 유럽의 라벤더 그리고 스웨덴
마사지의 기술이 블랜드 되어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근육의 이완과 스트레스의
완화시킵니다.

고대 아유르베다 테라피에 영감을 받아 머리와 목
부근의 회복과 전체적인 릴렉스와 깊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에너지 흐름의 균형회복에 중점을 둔
마사지.

180 minutes 6,800 THB

60 minutes

2,900 THB

Body Exfoliation

HARNN Body Therapy

Samui Coconut Body Exfoliation
Samui Aromatic Massage

90 minutes 4,500 THB

코코넛 껍질을 이용한 지혈점 마사지를 통해 근육의
이완. HARNN의 버진코코넛 오일을 이용한 타이
마사지 기법을 이용한 바디 마사지.

Oriental Rose Aromatic Body Massage

with Coenzyme Q10
60 minutes 3,200 THB
90 minutes 4,500 THB

전통 반사요법과 엄지 지압법을 이용한 전신마사지.
전통 로즈향 마사지 오일을 이용하여 특히 목과
어깨의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Baan Thai Spa by HARNN
HARNN 은 우리의 문화유산에 자부심을 지닙니다.
아유르베다, 중국식 지압 요법 그리고 샤미즈
마사지에 이르는 전통 테라피에서 영감을 얻은 Baan
Thai Spa by HARNN은 당신의 오감을 자극하고
인체와 심신의 자연적인 균형의 회복을 극대화 하는
특별한 스파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Siamese Aromatic Body Massage
60 minutes 3,200 THB
90 minutes 4,500 THB

전통 타이와 아로마 마사지를 조화시켜 손바닥압과
스트레칭을 통해 근윤의 이완과 유연함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45 minutes2,900 THB

사무이 코코넛 입자를 이용한 각질제거, 부드러운
코코넛 밀크와 안다만 해의 곱게 간 천일염을 이용한
부드러운 모이스쳐 스크럽.

Oriental Rose Skin Purifying
Body Exfoliation with Coenzyme Q10

45 minutes 2,900 THB

에션셜 천연 보타니컬 추출물, 시어버터와 코엔자임
Q10 이 함유된 전통 로즈 스킨 퓨리파잉 바디
스크럽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건강을 개선하게 도와
줍니다.

Siamese Jasmine Body Exfoliation
45 minutes

자스민 라이스와 옥수수로부터 추출한 천연 각질제거
기능을 함유한 샤미즈 자스민 바디 스크럽으로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효과적입니다.

Eurasian Purifier Body Exfoliation
45 minutes

Siamese Heritage Body Massage

2,500 THB

2,500 THB

60 minutes 3,900 THB

천연 에션셜 오일로부터 풍부한 비타민 E와 식물
성문으로 건조하고 피부자극을 개선해 줍니다.

스트레칭 기법과 손가락, 손바닥, 팔꿈치와 무릎을
이용하여 다양한 트리거포인트(압통점) 전통
타이마사지를 활용. 체내의 에너지 상승을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Oriental Deep Cleansing Body Exfoliation

Tropical Samui Passage

Oriental Element Jade Body Massage

피부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곱게 갈린 천일염을
이용하여 바디를 딥 클랜징하여 정화. 레몬글라스와
카프린 라임에서 추출한 에션셜 오일이 천연 소독제
역할을 제공합니다.

로컬 코코넛을 주 성분으로 심신의 이완을 위한
따뜻한 허브목욕과, 코코넛 입자로 마사지하듯
진행되는 바디 스크럽. 코코넛 껍질을 이용한 경락
마사지로 근육의 긴장과 스트레스 완화. 차갑게
압축한 코코넛 오일을 이용한 샤미즈 아로마
마사지로 마무리하여 생기와 에너지 회복에 효과적
입니다.

옥을 이용하여 마음의 평안에 회복을 도움. 오리엔탈
바디 마사지로 시작해 옥을 이용한 페이셜 리츄얼로
마무리합니다.

HARNN Signature Packages
*모든 테라피는 프리트리트먼트 컨설테이션, 아로마

족욕과 스크럽 으로 시작해 허브티와 간단한 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80 minutes 7,800 THB

Chinese Rose Passage
180 minutes 7,800 THB

전통 로즈향 각질제거로 피부를 섬세하게 한 후 전통
로즈향 마사지를 통해 혈액 순환과 에너지 흐름의
균형을 회복. 한 시간의 업리프팅 페이셜 마사지는
디톡스와 자연스러운 광채 효과를 제공합니다.

Siamese Passage

180 minutes 6,800 THB

전통적인 샤미즈 마사지 기법을 이용해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림프계 및 혈액 순환 상승에 도움. 손
경락 트리트먼트를 통해 몸에 활기를 채워줌.
퓨리파잉 페이셜 마사지로 자연스러운 피부광채로
회복하게 도와줍니다.

90 minutes 4,500 THB

Eurasian Detoxifying Body Massage
60 minutes 3,200 THB

림프계 순환 부족으로 인한 부종과 윤기없는 피부
조직이 고민인 경우 추천. 가벼운 중간단계
마사지입니다.

Eurasian Energizing Body Massage
60 minutes
90 minutes

3,200 THB
4,500 THB

전통 스웨덴 마사지에서 영감을 받아, 미끄러짐,
주무름, 마찰, 진동, 타진의 5가지 마사지 치료기법을
통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에센셜 오일과 전통 경락의 조화로 경혈을 지나
체내의 기(氣)를 자극하여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이완을 도와줍니다.

2,500 THB

Body Mask & Wrap
Sun Soothing Body Mask
45 minutes

2,900 THB

알로에 베라의 쿨링 효과를 이용하여 선탠 자국,
달아오르거나 자극이 닿은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됩니다.

Firming Body Mask
45 minutes

2,900 THB

Liporeductyl®(HPAI)는 셀룰라이트 제거에
임상적으로 입증된 제품으로 코코넛 오일과 스위트
알몬드 오일을 견고한 바디 랩을 이용해 피부의
네츄럴 수분감을 되찾음과 동시에 셀룰라이트 제거해
줍니다.

Eurasian De-Stress Massage
60 minutes 2,900 THB

만성요통과 피부통증을 개선해주는 스페셜 딥티슈
마사지. HARNN 마사지 크림을 이용해 등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Oriental Herbal Passage
150 minutes 6,400 THB

45 minutes

Oriental Foot Massage
60 minutes

2,900 THB

엄지, 손가락, 손바닥의 지압으로 지혈점을 찾아
건강한 장기와 전체적인 웰빙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Detoxifying Body Mask
45 minutes

2,900 THB

구아라나 추출물에서 미백 촉진, HP 디톡스,
미백개선 바디 마스크가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Thai Herbal Compress
마사지에 추가선택 가능
30 minutes

1,900 THB

볼 안에 약초성분 함유된 에션셜 오일이 피부에
흡수하고 열기를 통해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HARNN Facial Ritual
Honey & Cucumber Facial
햇빛에 타거나 민감한 피부
2,400 THB 60 minutes

Inspire Bath

850 THB 30 mins

만다린 오렌지 추출물을 넣어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스팀욕

Renew Bath

850 THB 30 mins

민감하거나 햇빛에 타서 각질제거가 어려운 분에게
추천. 가벼운 피부 클랜즈, 페이셜 마사지 그리고
오이팩이 자연스런 균형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섬세하고 자극적인 효과를 위해 오가닉 타이 허브,
오랜지 그리고 파촐리를 감각적으로 혼합한 목욕.

Finishing Touches

HARNN Heritage Clarifying Facial
일반/기름진 피부
60 minutes
2,900 THB

HARNN Heritage Hydrating Facial

Express Manicure
Approx 45 mins

950 THB (Single)

OPI 제품을 사용. 전문 미용사의 네일 관리.
매니큐어 색깔 선택

일반/건조한 피부
60 minutes
2,900 THB

French Manicure

치료 트리트먼트를 통해 완전한 휴식을 선사.
페이셜 스킨을 재활성화 시키고 수분을 공급하여
촉촉한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짧거나 적당한 길이의 네일에 잘 어울리고 프렌치
매니큐어.

Approx 60 mins

HARNN Heritage Uplifting Facial
건조하고 노화된 피부
60 minutes
3,200 THB

For reservation, please dial extension 29 within
the resort.

Classic Pedicure
Approx 60 mins

1,200 THB (Single)

InterContinental Samui Baan Taling Ngam
Resort
295 Moo 3 Taling Ngam Beach
Koh Samui, Surat Thani 84140 Thailand
Tel : 66.77429100
Fax : 66.77423220
Email : spa@ickohsamui.com
Website : http://samui.intercontinental.com
Operating Hours : 10.00am. -09.00pm.

1,200 THB (Single)

OPI 제품 사용. 전문 미용사의 큐티클, 클립, 모양
정리, 퍼프 후 발톱 관리. 매니큐어 색깔 선택.

피부를 다시 젊어 지게 하는 업리프팅 마사지와
수분 페이셜 마스크가 얼굴 근육의 팽팽함을 유지.
페이션 트리트먼트의 효과가 오래가고 얼굴에
광채에 도움을 줍니다.

HARNN Specialties

French Pedicure
Approx 60 mins

Traveling Weary Away Therapy
4,200 THB

따뜻한 욕조에 바다소금을 풀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며 아로마 바디 마사지가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함을 보충. 허브콤프레스가 깊은 휴식과 근육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HARNN Lifestyle Design

4,900 THB

개인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 최상의 컨디션을 찾게
해 줍니다. HARNN Body Therapy 2개 중에
선택: HARNN Facial Ritual (피부관리) 또는
HARNN Body Pampering (신체관리).

1,400 THB (Single)

스타일리쉬한 프렌치 패디큐어. 발톱끝에 흰색 바른
후 핑크 코트로 마무리.

Balcony Pedicure

120 minutes

*가격 또는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타이 바트로
표시되었으며, 10% 서비스차지가 적용됩니다. 또한
스파 시술이나 서비스/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수수료(보상금 기준)을 포함한 정부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Baan Thai Spa by HARNN

딥 클랜징, 오존 페이셜 스팀, 부드러운 각질제거와
균형적인 페이셜 마스크가 피부의 수분을 다시
채우고 얼굴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유지해 줍니다.

120 minutes

** 민감성 피부나 약을 복용중인 경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0 mins

1,800 THB (Single)

Baan Thai Spa만의 특별한 전통. 스파 의자에 앉아
웅장한 오션뷰를 감상하며 즐기는 클래식한
패디큐어.

Baan Thai Signature Mani-Pedi

120 mins
2,700 THB (Single)
(60 mins manicure + 60 mins pedicure)

Bann Thai Spa의 시그니처 매니큐어와 패디큐어.
매력적인 클래식 네일 관리와 핸드, 풋랩 포함.

Salon Treatment

Pre-natal Pampering Body Massage
60 minutes

3,200 THB

버진 코코넛 오일 과 가벼운 지압 마사지 기법으로
튼살을 제거하고 피부에 수분감을 더하여 바디
스크래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Kid’s Special Treat

(Minimum 12 years old)
45 minutes

*헤어관리 및 메이크업은 2일전 사전 예약 바람

Hair Care

Bridal Hairstyle
Bridesmaid Hairstyle

Beauty
1,900 THB

부드럽고 아이들에게 맞춰진 HARNN 버진 코코넛
오일이 피부자극을 줄임. 가벼운 마사지가 당신의
자녀에게 육체적, 정신적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Balneo Experiences
Romance Bath

850 THB 30 mins

건조한 피부에 수분감과 촉촉함을 주는 릴렉싱 로즈
밀크 목욕

Bride Full Make-Up
Bridal Party Full Make-Up

3,250 THB (Single)
2,500 THB(Single)

3,500 THB (Single)
2,500 THB (Single)

WAXING

웜왁스는 신체 곳곳에 제거하고 싶은 모발의 제모에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모든 왁스 관리는 LYCON(라이콘) 제품을 사용&포함 합니다.
Eye-Brows
Upper Lip & Chin
Full Arms
Underarms
Half Legs, Full Legs
Bikini Lines
Brazilian Hollywood

600 THB
600 THB
1,000 THB
800 THB
1,500 / 1,800 THB
1,500 THB
2,000 THB

samui.intercontinental.com
www.harn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