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SPA HASTA
Spa & Therapy



RESERVATION

Daily 10:00 - 22:00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 B1F)

Tel. 02 2270 3277 / EXTENSION 3277

APPOINTMENT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예약시간 10분전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arrive 10 minutes prior to the scheduled time for the best service.

CANCELLATIONS

예약 변경 및 취소를 원하실 경우,

예정된 예약시간 3일전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If you wish to change or cancel a reservation,

Please call three days before the scheduled appointment.

ENJOY

저희 더 스파 하스타는 고객님께
아름답고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저희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We are here for your rest and relaxation. If there is anything

we can assist you with, please don’t hesitate to ask.

INCLUDE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  

All prices are including 10% VAT.

INFORMATION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았습니다.

테라피스트의 손길 하나, 하나에 의미를 담아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테라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Adding sincerity and love in therapies.

Each and every gesture of the therapist carries special meanings,

enabling you to realize the real values of true therapy.

“하스타” 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로 “손” 을 의미합니다.
“Hasta” is a Sanskrit word, it means “Hand”.



HASTASSAGE 

전세계 8가지 문화의 마사지 기법을 이용한 전신 수기 마사지로, 섬세하고
편안하면서도 리드미컬한 테크닉을 경험할 수 있는 전통스파 바디 케어 프로그램.
A body massage that uses eight different massage techniques; this traditional 
body care will help rejuvenate your body with detailed, comfortable and rhythmical 
techniques

하스타사지  1h 10min     KRW 173,000
- Welcome Touch / Legs / Back / Neck / Buttocks / Hands 

 
하스타사지  1h 40min     KRW 220,000
- Welcome Touch / Legs / Back / Neck / Buttocks / Hands / Abdomen for women / Decol-
lete / Head

DEEP  TISSUE  MUSCLE 
딥 티슈 머슬  1h 40min      KRW 220,000

깊고 넓은 압을 이용한 전신마사지로 근육 이완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케어.
A body massage that uses deep tissue techniques and extensive pressure. 
An effective care program that helps release muscles and stress.

24K GOLD AROMA STONE THERAPY
24K 골드 아로마 스톤 테라피  1h 40min     KRW 282,000

천연 현무암과 함께 하이-엔드 코스메틱인 24K Gold를 이용하여 깊고 부드러운
압의 테라피를 제공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정효과가 뛰어난 자연 에너지 테라피.
A natural energy therapy for alleviating pain of mind and body with deep & soft 
pressure using natural basalt and high-end cosmetic, 24K Gold.

- Welcome Touch / Full Body Stone Massage & Aroma Hastassage Massage / Head Mas-
sage

MUSCLE RELAX
머슬 릴렉스  50min     KRW 130,000

아로마 테라피를 이용한 집중관리로써, 등과 다리 근육이완에 특히 효과적인 프로그램.
This intensive care massage using the aroma therapy is effective for relieving mus-
cles in your back and legs.

KIDS GROWING-UP
키즈 그로잉-업  50min     KRW 106,000 

아이의 균형적 신체발달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 및 아이의 정서 안정에도 효과적인 
Top-to-toe 트리트먼트. ( 3세~10세까지 이용 가능.)
This top-to-toe treatment helps to create a well-balanced physical development of 
your children and is effective in bringing peace of mind.

Touch Program 터 - 치 

전세계 8가지 문화의 마사지 기법을 이용한 전신 수기 마사지로,
편안하면서도 리드미컬한 테크닉을 경험할 수 있는 전통스파 바디 프로그램.



EXTREME HYALURON
히아루론  70min     KRW 242,000

진피층에 수분 저장고를 구축하여 탈수현상과 건조함을 개선해주는 필러 대체요법.
It is an alternative to peeling system this exceptional treatment visibly refreshes the 
signs of aging and boosts the complexion’s water retention. 

 
MULTI EFFECT
멀티 이펙트 화이트닝  1h 20min    KRW 260,000 
화이트닝 시스템. 3중 활성 하이알루로닉애씨드 복합체가 피부 깊숙히 침투하여
안색정화. 미백효과 극대화 + 콜라겐 생성 & 주름까지 개선 
Multiple active hyaluronic acid for intensive moisture supply and whitening effects 
for a soft skin as well as a smooth and radiant complexion.

CUVEE PRESTIGE                                             
큐베 프레스티지  1h 40min     KRW 282,000

피부노화의 원인으로부터 피부를 적극 보호하고 노화를 차단하여 젊고 탄력있는
뚜렷한 얼굴 윤곽으로 리모델링 시켜주는 케어.
Facial contouring care creates a young, resilient, and clear facial line by actively 

protecting skin from causes of aging process and preventing skin from aging

- Welcome Touch / Head or Abdomen / Hands / Foot Reflexology / Legs

TIMELESS CAVIAR
타임리스 캐비어  70min     KRW 178,000

100% 천연 캐비어 추출물을 이용하여 항노화에 효과가 탁월하고 동시에
수분 보습과 피부 탄력에 효과가 뛰어난 프리미엄 페이셜 프로그램.
A perfect anti-aging skin solution for promoting the losing skin moisturizing power 
and skin elasticity and improving the wrinkles with 100% natural Caviar.

HASTA CELEBRITY PEELING
하스타 셀럽 필링  70min     KRW 242,000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필링으로 인정받고 있는 독일 제품을 이용한
트리트먼트로 특 1급 스파 및 병원에서 효과를 인정받은 필링 케어 프로그램.
A treatment that uses German accredited products as the safest peeling worldwide. 
Premium spas and hospitals consider this peeling to be effective and safe without 
any side effects.
- 필링효과 : 화이트닝 / 여드름 흉터 / 확장된 모공 / 기미 / 탄력 잃은 피부
            목 주름 / 눈가 주름 / 눈두덩 처짐

Anti-aging System
안티 - 에이징 페이셜

독일 클리닉 시스템을 이용한 안티에이징 페이셜은
젊음의 기운을 불어넣어 피부의 골든 타임으로
회복 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HASTA SIGNATURE
하스타 시그니처  2h 30min      KRW 310,000

더 스파 하스타 추천 “시그니처 풀 케어 프로그램” 풋 스파와 함께
하이-엔드 아로마를 이용한 바디 풀 케어와 24K 골드와 모로코 아르간 오일을 이용한 화이트
닝 페이셜 케어가 함께 이루어지는 하스타 시그니쳐 트리트먼트.
Our recommended signature full care program!
HASTA signature treatment features a foot massage and full body care using high-
end aroma (healing, de-stressing, slimming) as well as whitening facial care, using 
24k gold and Moroccan oil.

- Foot Spa (Legs Exfoliation) / Welcome Touch / Full Body Massage / Hasta Holistic Facial 

HASTA EQUILIBRIUM
하스타 이퀼리브리엄  3h 30min     KRW 442,000

완벽한 디톡스 관리로 진정한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스파 프로그램.
풋 스파와 바디 스크럽 후 하이-엔드 캐비어, 모로코 아르간 오일을 이용한
프리미엄 페이셜 케어와 풀 바디 케어의 네츄럴 럭셔리 트리트먼트.
A premium spa program that provides real relaxation and rest with perfect detox 
care. The natural luxury treatment, after foot spa and body scrub, that provide with 
premium facial and full body care using high-end Caviar and Morocco Argan oil.

- Foot Spa (Legs Exfoliation) / Welcome Touch / Body Scrub / Deep Tissue Muscle & Foot 
/ Hasta Holistic Facial relaxation in a luxury fashion.

CHILL - OUT  칠 아 웃 

INTENSIVE HEALING
인텐시브 힐링  1h 40min     KRW 220,000 

페이셜 관리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등 마사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피부 보습효과를 극대화 하는 프로그램. 
Intensive Healing is the moisture therapy to boost skin hydration with the back 
massage to stimulate circulation system.

BIZ CONDITIONING
비즈 컨디셔닝  1h 40min     KRW 242,000

바디 마사지와 페이셜 수분 마사지가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근육이완과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건조한 얼굴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스파 풀 케어 트리트먼트.
A spa full-care treatment with body and facial complex programs for muscle 
relaxation, stress relief and dry skin.

- Welcome Touch / Legs / Back / Neck / Buttocks / Hands & Arms / Mini Facial with 
lifting massage

CITY  TIME OUT 
씨티 타임아웃  2h       KRW 266,000

디-스트레스와 리후레쉬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깊고 부드러운 풀 바디 아로마 테라피와 풋 케어 트리트먼트.
The most effective treatment for stress relief and refreshment with deep and soft 
aroma body and foot care. 
- Welcome Touch / Foot Spa(Exfoliation) / Foot Reflexology / Legs / Back / Neck 



MOTHER TO BE TOUCH  마더 투 비
퓨어 오가닉 오일을 이용한 임산부 릴렉싱 프로그램.

MOTHER-TO-BE
마더-투-비  70min     KRW 182,000

새 생명을 잉태한 엄마를 위한 행복. 
최고의 퓨어 오가닉 오일을 사용하는 전신 바디 테라피로 임신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고 붓기를 해소하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트리트먼트.

A happy full-body massage for pregnant women. A treatment for relieving pain and 

edema caused by pregnancy using the highest pure organic oil.

- Welcome Touch / Side Lower Body / Back / Front Lower Body / Hand & Arm / Decollete 

& Shoulder or Head

MOTHER-TO-BE WITH MOISTURE
마더-투-비 with 모이스춰  1h 40min     KRW 262,000

임산부 페이셜 & 바디관리로 네추럴 퓨어 오가닉 아로마테라피와 함께
임신으로 인해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강한 보습을 주며 페이셜에 즉각적인 피부안정화에 
효과를 주는 임산부 전문 트리트먼트.

As a facial and body care for pregnant women, this treatment moisturizes dry and 
sensitive skin caused by pregnancy using natural pure organic aroma therapy; the 
facial treatment offers immediate skin relief.

- Welcome Touch / Back / Foot Reflexology / Full Legs / Hand & Arm / Decollete / Scalp / 
Moisture facial

Slimming Program 슬리밍
셀룰라이트 분해 뿐만 아니라 탄력저하,
슬림한 바디관리에 있어 효과적인 집중
바디 관리 시스템으로 산후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WHOLE BODY SLIMMING
슬리밍 전신관리  1h 40min     KRW 266,000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가 좋은 슬림 핏 바디오일을 이용한 전신마사지로
바디 탄력을 개선시켜 슬림한 바디라인으로 만들어주는 전신 슬리밍 프로그램.

A Full-Body Slimming Program that improves body elasticity and creates a slim 

body line, with detox body wrap and full-body massage applying Repagen body 

system and slim-fit body oil good for decomposing cellulite.

- Welcome Touch / Slimming Body Massage / Detox Body Wrap / Head Massage



더 스파 하스타 The Spa Hasta

287, Dongho-ro, Jung-gu, Seoul, Korea
서울시 중구 동호로 287

T : + 82 2 2270 3277    E : spahasta@ambate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