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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TREATMENTS

Crushed Cabernet Scrub and Treatment Exfoliating, Contouring
꼬달리의 포도씨 가루, 벌꿀, 포도씨 오일을 포함한 까베르네 크러쉬드 스크럽과 6가지 

식물유래 에센셜 오일의 컨투어링 컨센트레이트를 사용하여 바디에 건강한 탄력과 

윤기를 선사합니다.

Divine Body Massage Relaxing
바디와 손상된 헤어에 즉각적인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주는 디바인 오일. 디바인 오일의 

풍성한 로즈, 바닐라, 체다 그리고 화이트 머스크 향과 비노테라피스트의 부드러운 

손길을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활력을 되찾게 도와드립니다. 포도씨의 폴리페놀이 

피부와 헤어를 더욱 건강하게 해주며, 충분한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드립니다.

Back, Neck & Shoulder Treatment Relaxing
디바인 오일을 사용하여 꼬달리의 비노테라피스트가 부드러운 손길로 지치고 

뭉쳐있는 목, 어깨, 등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짧은 시간에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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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ALS

Premier Cru Premium Total Care
꼬달리의 최고가 프리미에 크뤼 라인을 이용하여 피부에 탄력을 더해주고, 안색을 광채나고 빛나게 

개선시켜 주는 프리미엄 토탈 케어 트리트먼트로, 풍부한 영양과 보습감을 피부에 전달, 건강한 윤기를 

주며 피부를 부드럽게 개선시켜 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Resveratrol [Lift] Lifting, Firming
피부에 탄력이 부족하고 탄탄함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더욱 이상적인 트리트먼트. 꼬달리의 

레스베라트롤 라인은 피부를 건강하고 탄탄해 보이도록 가꾸어 주며, 비노테라피스트가 사용하는 

특별한 롤러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을 더욱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해줍니다. 꼬달리의 특허 성분 

레스베라트롤의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세요. 

Vinoperfect Radiance, Anti-Dark spots
지치고 피곤한 일상에서 어두워진 피부에 빛나는 윤기와 안색 정화의 효과를 주고 싶으신 분께 

추천드리는 페이셜 트리트먼트. 꼬달리의 특허 성분인 비니페린을 깊숙이 흡수시키는 핫 & 콜드 스톤 

마사지를 통해 피부 결을 정돈해주고, 자연스러우면서 윤기나는 밝은 피부 톤을 만들어 드립니다. 

이어지는 글리콜릭 필 마스크는 피부에 건강한 윤기가 더욱 오래 지속되도록 해주어 한층 젊어진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Vinosource Moisturizing, Soothing
신선한 포도에서 추출한 그레이프 워터의 놀라운 수딩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트리트먼트.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에 최적화된 트리트먼트로 피부는 한층 건강해지고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포도에서 추출한 

비노레뷰르와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피부 결은 더욱 건강해지고 생기 있는 안색을 되찾게 되는 수딩 및 

보습 트리트먼트입니다.

Vinopure Purifying, Anti-blemish
과다한 피지 분비로 인한 번들거림과 모공, 유분이 고민인 피부를 위한 스페셜 트리트먼트. 포도씨 

폴리페놀, 살리실릭산이 함유되어 있는 꼬달리의 비노쀠르 제품들로 과다한 피지를 정돈하여 유수분 

발란스를 맞춰 산뜻하고 깨끗한 피부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크라이요 어플리케이터를 통해 피부 순환과 

진정에 효과를 더해주며 퓨리파잉 마스크로 피지를 흡착하여 모공을 정화해 드립니다. 비노쀠르의 6

가지 식물 유래 에센셜 오일의 상쾌한 향으로 활기를 되찾아 보세요.

Beauty Elixir Energizing, Rebalancing
꼬달리 대표 제품인 뷰티 엘릭시르와 꼬달리만의 독자적 조화로 구성된 트리트먼트로 피부 결이 

부드럽게 정돈되며 리프레싱과 토닝효과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가볍게 피부 세안 후 뷰티 

엘릭시르만의 특별한 터치로 피부 균형을 되찾고, 에너지 넘치고 활기를 되찾게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가 환해지고 생기있는 피부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Express D-vine Instant Radiance Boost
30분의 트리트먼트 시간 동안 피부 톤을 밝아 보이게 해 주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페이셜 트리트먼트. 

안색 정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딥 클렌징과 고객 각자의 니즈에 맞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안색을 밝아 

보이게 해 주고 피로를 풀어드립니다. 피부에 생기와 화사함을 되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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