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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크몽드스파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리추얼(RITUAL)은 생크몽드만의 고유한 트리트먼트 입니다.
리추얼은 전세계 곳곳의 전통적인 트리트먼트(마사지 또는 스킨케어)의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마사지 테크닉과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희귀한 원료를 재융합하여 탄생된 시스템으로써
고객님들에게 지금까지 만날 수 없었던 유니크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생크몽드만의 아름다운 감동, 리추얼과 함께 하십시오.”

(생크몽드 파리 본사 전경)

생크몽드(Cinq mondes)는 5가지 세계(중국 베이징, 인도 방갈로르, 브라질 바히아, 일본 교토, 태국 인도네시아)를 의미하는 말로
로레알에서 12년을 근무하였던 장 루이 푸아루와 그의 아내가 나탈리가 만든 2001년 런칭한 프랑스 스파 브랜드입니다.
스파와 웰빙 그리고 여행에 매료된 장 루이 푸아루와 나탈리는 전 세계 최고의 뷰티 관련 의식들을 찾아 모험과도 같은 여행을 떠납니다.
이를 통한 발견이 생크몽드의 창립 원칙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적인 영감을 받고 있는 프랑스 파리 최고의
Cinq Mondes Spa가 세계 최고의 아름다움을 선사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 장 루이 푸아루 Jean-Louis Poiroux -

(장 루이 푸아루와 그의 아내 나탈리)

오늘날 생크몽드(Cinq mondes)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계의 문화와 특징을 바탕으로 장 루이 푸아루와 그의 아내 나탈리의 독특한 지적 교양과
감각적 호소력에 영감을 받은 트리트먼트와 프로패셔널 스파 코스메틱 제품의 스페셜 리스트이자 개척자로 스스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발리, 인도네시아의 리추얼
인도네시아에서 발리의 공주들이 17세기초부터 사용했던 피부를 정화하는 기법과 발리에서 서식하는 꽃들의 추출물로 만들어진 전통적인
레시피를 바탕으로 디자인 된 리추얼.
안색을 즉각적으로 밝게 해주는 LULUR(룰루르)와 같은 열대 꽃과 과일 추출물들이 피부를 깨끗하게 하여 피부색을 밝게 해 줌과 동시에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얼굴에 광채를 더해줍니다.

특유의 아로마로 온몸의 감각을 일깨워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 시켜 줄 뿐 아니라 발리 전통의 부드러운 타법이 피부의 토닝과 관절의 유연함을
전달합니다.

중요한 날의 최상의 컨디션을 통한 아름다운 광채를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 또는 일주일 내로 리추얼을 경험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토, 일본의 리추얼
일본에서 예로부터 사용된 도자기 같은 피부를 유지하는 천연 연고제와 Shiatsu(시아추) 지압에서 영감을 받은 케어 기법인
코비도 테크닉을 활용하여 디자인 된 안티-에이징 리추얼.
어진 성품으로 유명했던 코미오 황후가 애용하던 일본약전에 기반하여 재탄생된 리추얼은 부드러우면서도 석고상처럼 완벽했던 피부톤을 선사합니다.
생기를 되찾는데 필수인 에너지 포인트 자극과 구조화 된 페트리사지 (유날법) 동작을 결합하여 놀라운 천연 페이스 리프트 효과를 보여줍니다.

갱년기 여성 및 남성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리추얼 입니다.

베이징, 중국의 리추얼
균형과 장수를 가져오는 중국의 필수적 치유 테크닉을 간단한 reflexology 형태로 재해석한 데일리 리추얼.
중국 전통 의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리추얼.

테크닉의 기본은 건강한 육체와 정신에 필수적 요소인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놀라운 "침 없는 침술" 기법에 기초하여 핵심적인 혈자리와 에너지 포인트를
자극해 손과 발 또는 다리 뿐 아니라 바디 전체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특유의 아로마 블랜드로 깊은 휴식을 제공합니다.

다른 활동 전후에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리추얼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고객에도 적합한 트리트먼트 입니다.

FACIAL RITUAL
BALI RITUAL OF INDONESIA
발리 인도네시아의 리추얼

BALI FIVE FLOWER RITUAL – ILLUMINANCE FACIAL / 60min / \160,000
"발리 파이브 플라워스 리추얼" 일루미넌스 페이셜 60분
발리 뷰티 리추얼에서 영감을 받은 딥 클렌징 & Dermapuncture(더마펑츄어) 페이셜 트리트먼트
혈행을 자극하는 페이셜 케어와 천연과일성분의 딥 클렌징이 함께 이루어지는 케어로
피부의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독소를 제거하여 피부의 톤을 맑고 환하게 가꾸어 주며
잃어버렸던 광채를 되찾아 줍니다.

BALI FACIAL RITUAL USING GOODS

BODY RITUAL
BALI RITUAL OF INDONESIA
발리 인도네시아의 리추얼

RELAXING BALI NECK & BACK 30min \90,000
릴렉싱 발리 넥 앤 백 30분
고대 발리에서 부터 전해진 깊은 향과 핸들링으로 목과 등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릴렉싱 케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케어로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어 컨디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PAPAYA PUREE” BALI BODY POLISHING 30min \90,000
파파야바디 폴리싱 30분
발리 왕족과 귀족들이 즐기던 정화와 클렌징의 의식에서 영감을 받은
파파야 바디 스크럽 트리트먼트는 부드럽고 반짝이는 피부결을 선사합니다.

BALI BODY RECOVERING 60min / 90min _ \160,000 / \220,000
발리 바디 리커버링 60분 / 90분
발리 리추얼을 통한 몸의 안과 밖을 정화 시켜주는 트리트먼트, 트로피칼 너트 멜팅 바디 밤으로
살결을 되살아나게 하고 목과 등의 뭉친 피로를 풀어 내 몸의 컨디션을 회복시켜 줍니다.

FOOT RITUAL

BEIJING RITUAL OF CHINA
베이징 중국의 리추얼

REFRESHING / ENERGIZING FOOT CARE 30min/60min \80,000 / \140,000
에너지를 주는 가벼운 발 케어 30분/60분
발과 건강의 관계를 중시한 고대 중국의 전통 치유에서 영감을 받은 발 트리트먼트
중국 전통 식물로 만들어진 녹을듯한 크림을 사용하여 발의 피로를 풀어 줍니다.
에너자이징 트리트먼트는 풋배쓰와 스크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ALI BODY RITUAL USING GOODS

SIGNATURE
CINQ MONDES FOOT & FACIAL 90min \220,000
생크몽드 풋 & 페이셜 90분
REFTRESHING FOOR TREATMENT 30min 리프레싱 풋 트리트먼트 30분
BALI ILLUMINANCE FACIAL 60min 발리 일루미넌스 페이셜 60분

CINQ MONDES BODY POLISHING & FACIAL 90min \220,000
생크몽드 바디폴리싱 & 페이셜 90분
BALI BODY POLISHING TREATMENT 30min 발리 바디 폴리싱 트리트먼트 30분
BALI ILLUMINANCE FACIAL 60min 발리 일루미넌스 페이셜 60분

CINQ MONDES ROYAL DAY 180min \360,000
생크몽드 로열 데이 180분
BALI BODY POLISHING TREATMENT 30min 발리 바디 폴리싱 트리트먼트 30분
BALY BODY RECOVERING 90min 발리 바디 리커버링 90분
BALI ILLUMINANCE FACIAL분 60min 발리 일루미넌스 페이셜 60분

FACIAL RITUAL
KYOTO RITUAL OF JAPAN
교토 일본의 리추얼

“KO-BI-DO” LIFTING & PLUMPLING FACIAL 60min \180,000
"코비도" 리프팅 & 플럼핑 "젊음의 샘" 페이셜 60분
일본의 전통적인 코비도 기법을 이용한 페이셜 리프팅 트리트먼트
천연 식물원료의 독특한 포뮬라와 안티-에이징을 위한 테크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얼굴의 윤곽 살려주며 탄력있고 통통한 얼굴을 위한 피부재생 효과를 제공하는 홀리스틱 테라피입니다.

KYOTO FACIAL RITUAL USING GOODS

SPECIAL RITUAL
AROMA AND FLOWER BATH CEREMONY 20min \50,000
아로마와 플라워 배쓰 세레모니 20분
100년 전통의 배쓰와 세레모니와 함께 궁극의 휴식을 즐기고
개개인의 맞춰진 플라워와 컬러 테라피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트리트먼트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조화를 되찾기 위한 감각을 일깨워 줍니다.

AROMA & FLOWER BATH USING GOO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