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n care / 페이셜케어
60분 | 120,000원

MOISTURE SKIN TREATMENT
수분보습케어

7가지 이상의 슈퍼푸드 복합체가 건조하고 지친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하여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 시켜주는 프로그램

Moisture ingredients of more than sevensuperfood complexes instantlyreplenish dry and tired skin with
moisture for a long time.

75분 | 205,000원

BOUNCE SKIN TREATMENT
탄력 프리미엄 케어

12가지 이상의 슈퍼푸드 복합체가 강력한 윤기를 부여하고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쥴라이 프리미엄 프로그램

This is a Jullai’s premium program which infuses skin with irresistible glow and adds firmness with more than
twelvesuperfood complexes.

Body care / 바디케어
50분 | 110,000원

BODY RELAXING TREATMENT
상체 / 하체케어 (선택가능)
경직된 근육을 자극하여 림프 순환과 독소 배출을 돕는 상체 집중 관리

Intensive care program for the upper body that drains toxins by stimulating stiff muscles and accelerating
lymphatic circulation.
피로와 노폐물로 인한 부종 관리 및 탄력있고 매끈한 다리 라인을 위한 하체 집중 관리

Intensive care program for the lower body that creates firmer and slimmer legs as well as reducing edema
caused by fatigue and wastes from the body

BODY TOUCH TREATMENT

75분 | 140,000원 / 105분 | 205,000원

전신케어
쥴라이의 대표적인 바디 프로그램으로 편안하게 근육을 이완시켜 전신의 유연성을 도모하여
건강한 바디 컨디션으로 회복시켜주는 트리트먼트, 근육의 긴장도 피로도에 따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바디 프로그램

This Jullai’s flagship body program designed to relaxing muscles to enhance flexibility of the whole body and
restores the body to a health condition. This program offered for the selection of time duration depending
on the level of tension and fatigue in muscles.

Special care / 스페셜케어
75분 | 155,000원

SLIM AND FIRM TREATMENT
바디 핏 케어
혈액순환과 피부 탄력을 돕고 울퉁불퉁한 바디라인을 관리하는 바디 핏 프로그램

A slimming program that creates slimmer body line by reducing bumpiness in shape and improving skin
firmness by stimulating blood circulation

FLEXIBLE MOTHER TO BE TREATMENT

50분 | 130,000원(상체/하체) / 75분 | 170,000원

임산부케어
임신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 붓기를 제거하여 몸과 마음이 지친 임산부에게 부드러운 관리로 피로를 풀어주는 릴렉싱 프로그램

A relaxing program that relieves the fatigue of pregnant women with soft massage by alleviating the pain
caused by pregnancy and reducing swelling to restore both the body and mi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