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면의 고요함과 창조적 에너지를 강화하도록 만들어진 크리에이티브 파시빌리티 

리트리트와 함께 자아 발견과 표현에 더 깊이 빠져보세요. 테라피에는 지압과 

아로마테라피, 레이키 에너지 힐링 및 마사지의 조합을 포함합니다.

각 테라피는 여러분의 창의적인 경로에 따라 선택된 맞춤형 스틸니스 또는

스플래쉬 아로마테라피 블렌드를 사용합니다:



마음 챙김과 휴식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건강한 수면, 명료함 얻기, 마음의 평화 찾기와 같은 주제를 탐색해보세요

섭틀 플로우 엑티베이션

매일 60' 처방, 13:00부터 20:00까지 권장

심신의 조화를 위해 미묘한 곳의 에너지 뭉침을 풀고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는 딥 레이키 기반 테라

From

스틸니스



To

스플래쉬
영감과 자신감 넘치는 자기표현을 추구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진정한 목적을 찾고 자신을 더 잘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다이나믹 플로우 엑티베이션

매일 60' 처방, 09:00부터 13:00까지 권장

신체의 자가 치유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경락을 통한 체내 경혈

순환을 자극하여 신체를 재정렬하는 강력한 지압 기반 테라피

* 다이나믹 플로우 및 섭틀 플로우는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

1박당 2 웰니스 테라피, 1명당 총 120분으로 처방됩니다



리트리트 예약 안내

일반 웰니스 센터 안내

웰니스 센터는 매일 10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됩니다.

투숙객은 전체 숙박 기간 동안 1박당 2회 리트리트 트리트먼트(총 120분)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리트리트 트리트먼트는 원하는 트리트먼트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 3시간 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사전 예약한 리트리트 테라피에 대한 변경은 보장을 위해 최소 3시간 전에 해야 합니다

리트리트 테라피는 체크인 시간(14:00부터) 이후부터 가능하며, 퇴실 당일 오후 12:00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테라피 시간이 단축됩니다. 사전 통보 없이 15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경우 테라피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사전 통보 없이 예약에 오지 않는(노쇼) 경우, 당일 예약된 추가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사용하지 않은 스파 서비스는 교환, 환불 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트리트먼트는 일일 트리트먼트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목욕 가운(빌라에 비치된 일회용 속옷)을 착용하고 트리트먼트 10분 전에 도착하십시오

웰니스 센터는 건강하고 평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장려하는 흡연, 음주 및 전화 금지 구역입니다

만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스파 구역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도착 전 웰니스 예약은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wellness@tiawellnessresor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