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리야 스파
바디 마사지
캄 마사지 (Calm Massage)
영양 아로마 마사지는 태국 북부의 푸른 계곡의 자연스런 경사 흐름 모양에서 착안된
것입니다. 고요한 손놀림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솔잎, 올리브와 등화유의 향긋한
향과 풍경소리 리듬이 어우러진 조화로 오감을 자극하여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온열 바다조개 마사지 (Hot Seashell Massage)
잘 훈련된 저희 테라피스트는 온열 바다조개를 이용 뭉친 근육을 풀어줍니다. 태국
남부지방의 전통적인 공연인 ‘훌루 바히’에서 따온 특수한 마사지 테크닉으로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감각을 일깨워줍니다. 아울러 상쾌한 물결 소리와 활기찬 파도의
음향효과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대나무 마사지 (Bamboo Massage)
태국 이싼 지방의 전통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테라피스트는 섬세하고 정교한
손놀림으로 갓 자른 대나무를 이용하여 누르면서 활력이 넘치는 마사지를 하고 이
마사지로 당신의 몸과 피부는 춤을 추는 것 처럼 생기를 느끼게 됩니다.
가격

70 분

바트 2,500++

90 분

바트 2,800 ++

120 분

바트 3,200 ++

140 분

바트 3,800 ++

(풋 바스와 풋 스크럽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LIT 방콕 호텔의 키리야 스파의 비용은 태국 바트로 청구가 되며 10% 서비스 비용과 7%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태국 마사지 (Thai Massage)
지압의 원리로 몸의 신경을 자극하고 스트레칭 테크닉으로 수동적 요가 자세를
불러일으킵니다. 태국 마사지는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자극해주고 몸과
마음과 정신의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오일를 사용하지 않은 이 마사지는 활기차고 힘찬
마사지를 좋아하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입니다.
가격

70 분

바트 2,000++

90 분

바트 2,400 ++

120 분

바트 2,800 ++

140 분

바트 3,000 ++

스트레스 푸는 발 마사지 (Stress Relief Foot Massage)
3 단계 트리트먼트로 진행이 되며 우선 허브로 발을 세정하고 반사요법을사용하여
전신을 자연적인 발란스 상태로 돌아가게 하면서 건강한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 트리트먼트의 마지막 단계는 타마린펄프와 팜슈가를 섞은 랩으로 감싸 발을
부드럽게 하고 건강한 발로 만들어 줍니다.
가격

30 분

바트 750++

60 분

바트 1,200 ++

(풋 바스와 풋 스크럽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LIT 방콕 호텔의 키리야 스파의 비용은 태국 바트로 청구가 되며 10% 서비스 비용과 7%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바디스크럽
벌꿀과 허브로 피부 원기회복 (Honey & Herbs Skin Refresh)
태국 북부 지방의 고대 란나 문화의 지혜처럼 산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산들바람과
계곡의 꽃향기의 치유능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터메릭 강황, 서늘한 플라이 뿌리,
레몬그라스와 리치열매 꿀을 섞어서 각질을 제거하여 전신에서 향기와 빛을
나게합니다.

7 종류 곡물 스크럽 (7 Grains Scrub)
태국 북동 지방의 생기가 넘치는 거대한 황금빛 들판의 기운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키리야 스파 만의 독창적인 테크닉으로 7 가지 곡물, 상쾌한 느낌을 주는 크림과 꿀을
섞어 바디 스크럽을 하면 건조하고 손상된 피부를 벗겨내어 마술처럼 전신이 최상의
상태로 이르게 됩니다.

코코넛 피부 원기 회복 (Coconut Skin Refresh)
태국 남부 지방의 훈훈한 열대 기후처럼 섬세하게 코코넛 밀크, 검은 깨, 엷은 갈색이
도는 코코넛 과육, 루트 휭거를 섞어서 전신을 스크럽하여 회춘한 것처럼 건조한 피부를
부드럽고 영양을 듬뿍받아 촉촉하게 합니다.
가격

50 분

바트 1,8 00++

바디 랩
벌꿀과 파파야 랩 (Honey & Ripe Papaya Wrap)
태국의 이국적인 천연 과일 추출액과 향긋한 꿀을 섞어 랩하여 손상된 피부 조직을
부드럽고 매끈한 피부 상태로 돌려드립니다.
가격

30 분

바트 1,5 00++

(풋 바스와 풋 스크럽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LIT 방콕 호텔의 키리야 스파의 비용은 태국 바트로 청구가 되며 10% 서비스 비용과 7%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키리야 패키지 종류
북방 엘레강스 (The North Elegance)
벌꿀과 허브로 피부 원기회복

50 분 (바트 1,800 ++)

온열지압

50 분 (바트 1,800 ++)

캄 마사지

70분 (바트 2,500 ++)

총 금액

바트 5,200++

180 분

여명 효능 (The Dawn Influence)
7 종류 곡물 스크럽

50 분 (바트 1,800 ++)

벌꿀과 파파야 랩

30분 (바트 1,500 ++)

대나무 마사지

70 분 (바트 2,500 ++)

총 금액

바트 4,500++

160 분

남해의 비밀 (South Sea Secret)
코코넛으로 피부 원기 회복

50분 (바트 1,800 ++)

온열 바다조개 마사지

70분 (바트 2,500 ++)

총 금액

바트 3,600++

130 분

중부의 고요 (Central Serenity)
태국 마사지

70 분 (바트 2,000 ++)

스트레스 푸는 발 마사지

60 분 (바트 1,200 ++)

총 금액

바트 3,000++

140 분

(풋 바스와 풋 스크럽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LIT 방콕 호텔의 키리야 스파의 비용은 태국 바트로 청구가 되며 10% 서비스 비용과 7%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키리야 얼굴 마사지 (Kiriya Facial)
얼굴 피부는 매우 섬세하므로 키리야에서는 고객과 스파의 리셉션니스트가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 고객님의 개별적인 피부 타입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추천해드립니다. 트리트먼트는
클린징, 토닝, 엑스폴리에이팅, 마사지와 마스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키리야 스파는
천연 원료를 사용하기에 순하고 효과적이며 고객님 특유의 피부에 맞게 개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가격

60 분

바트 1,8 00++

AKA 찜질 트리트먼트
AKA 찜질 트리트먼트는 테라피스트가 “머홈” 이라는부드럽고 유연한 동시에 뜨거운 열을 잘
흡수하는 태국의 전통적인 인디고 면을 이용하여, 이 면직물 천에 치유용 약초를 넣어 감싼
후에 전신을 따뜻하게 찜질과 지압을 하면 근육통을 개선하고 긴장 완화를 하여 혈액 순환이
원할하게 해 줍니다.
가격

50 분

바트 1,8 00++

입욕 종류 (Bathing Ritual)
버블 바스 (Bubble Bath)
입욕하는 동안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과 은은한 천연향으로 아픈 근육과 관절의 진통을
완화하여 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해 줍니다.
촉촉한 피부로 만들어 주는 우유 입욕 (Skin Nourishing Milk Bath)
우유의 프로틴 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게 해 주고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플로랄 바스 (Floral Bath)
무수한 열대 꽃잎을 물에 띄워서 에센셜 오일을 부어서 향을 우려내어 입욕을 통하여 전신에
상쾌함과 활력을 재생해 줍니다.
허발 바스 (Herbal Bath)
이국적인 향의 허발 바스에 입욕하여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가격

25 분

바트 8 00++

LIT 방콕 호텔의 키리야 스파의 비용은 태국 바트로 청구가 되며 10% 서비스 비용과 7%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영업시간
키리야 스파는 오전 10 시부터 밤 10 시까지 영업합니다.
- 60분짜리 써비스 선택시 마지막 영업시간은 저녁9시부터 가능하나
- 60분이상 써비스 선택시 마지막 영업시간은 저녁 7 시 부터 진행이 됩니다.
스파 도착 시간
키리야 스파에서 최상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위해서 약속시간 보다 조금 먼저 도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파장에 도착하시면 스파 로비에 대기하고 있는 직원이 에스코트하여 트리트먼트 룸으로 모셔드립니다.
고요하고 편안한 환경 유지
모든 고객님들이 조용한 환경에서 키리아스파를 즐길수 있도록 소음을 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휴대폰과 기타 일체의 전자 제품등은 방에 두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사항
만일 고객님이 고혈압, 심장 질환, 알레르기가 있거나 임신중이거나 혹은 기타 의료적 문제가 있다면
스파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기 전에 고객님의 의사와 미리 상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파
테라피스트에게도 고객님의 의료적 혹은 신체적 상황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취하는 다른
고객님들을 위해서 스파장안에서는 (법적으로) 흡연이나 알코홀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약 취소
예약 취소나 약속 시간 변경을 원하실 경우 적어도 약속 시간 6 시간 전에 통보하셔야 하며 약속시간
변경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약 취소가 약속시간 4 시간 이전에 통보가 된 경우에는 50% 요금 부과가 됩니다.
예약 이후에 오시지 않는 경우에는 100%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요금 지불
모든 요금에는 10%의 서비스 비용과 7%의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 요금 지불은 현금/크레디트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비자/마스터/JCB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호텔 투숙객은 스파 비용 청구서에 사인하여 룸차지에 같이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LIT 방콕 호텔의 키리야 스파의 비용은 태국 바트로 청구가 되며 10% 서비스 비용과 7%부가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