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 h e  n A I L  B A r
네 일  바

A sophisticated and contemporary escape for state-of-the-art 
hand, foot and nail grooming, relax in stylish surroundings and allow 
yourself to be perfectly beautif ied and wonderfully pampered. 

Book your treatment solo for a bit of me-time, or bring your friends 
and turn grooming into a luxurious social occasion, complete with 
celebratory refreshments.

아름다운 손과 발 네일 관리를 위한 최신식 시설을 갖춘 세련되고 스타일리쉬한 네일 

바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며 고품격 네일 서비스를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힐링 시간을 가지거나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이나 디저트를 즐기며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으며, 프라이빗한 소셜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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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ocial 
소 셜 

There’s never enough time to catch up with friends, so bring up to 
four girlfriends into the nail bar and share your favorite moment of 
the week with them. 

While you celebrate your friendships with champagne toasts and 
delicious treats, our therapists will be transforming your hands, 
feet and nails, leaving you looking fantastic, feeling loved and in the 
highest of spirits.

We can accommodate maximum of four people per appointment.

오랜 시간 함께 한 친구들과 샴페인이나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며 손과 발 네일 케어를 

받아보세요. 언제 만나도 반가운 친구들과 그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네일 

케어를 받는다면, 바쁜 일상 중에 쌓인 피로를 풀어줄 뿐 아니라 친구들과 오래 기억에 

남을 즐거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네일 케어는 사전 예약 시 최대 네 명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Beautiful Nail
뷰 티 풀  네 일 

present your hard working hands and feet for a therapeutic 
beautif ication that will leave them shining with health and style. 
A combination of scrub and cuticle work, mask and massage will 
restore their energy and beauty, while leaving you feeling holistically 
rejuvenated in turn. Choose from classic manicures and pedicures, 
Shellac treatments, nail art and paraffin wax masks, then browse our 
library of the latest brands and colors of polish.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our hand, feet and nail treatments, 
please contact the spa desk.

바쁜 일상 중에 지친 당신의 손과 발을 건강하고 스타일리시하게 가꿔 드립니다. 각질 

및 큐티클 제거, 팩과 마사지로 구성된 테라피 뷰티 트리트먼트는 손과 발에 생기와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클래식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셸락(젤) 트리트먼트, 네일 

아트와 파라핀 왁스 팩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 후 최신 브랜드 매니큐어 목록에서 

원하시는 브랜드와 컬러를 선택하세요.

*손과 발 네일 트리트먼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파 데스크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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