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얀트리 스파 - 이용 안내 규정
에티켓
반얀트리 스파는 고객의 평화로운 환경을 보장해 드리기 위해 소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히 대화하
시길 권장해드리며,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 기기의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성인과 동반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렵습니다.
이용 시간
스파 오픈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마지막 트리트먼트는 오후 9시에 종료됩니다.
티 타임
스파 트리트먼트를 받으시는 고객님께는 족욕과 다과를 즐길 수 있는 30분의 원기회복 시간이 제공됩니다.
(부분 마사지 및 핸드, 풋, 왁싱 트리트먼트 이용 시 제외)
체크인
여유로운 트리트먼트를 위해 예약 시간 최소 15분전에 도착해 스파 리셉션에서 체크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품
반얀트리 스파와 객실에는 귀중품 보관함이 비치되어 있지만, 스파에서는 주얼리 미착용을 권해 드립니다.
귀중품이나 현금 등을 분실 하실 경우 호텔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흡연과 음주
스파 내에서 흡연 및 음주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에 트리트먼트를 받기 원하시면, 사전 예약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결제
현금이나 주요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은 원화로 책정되어 있으며,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소 규정
취소 가능일 이후 예약 변경 또는 취소 시, 규정에 따라 위약금(상품가의 100%)이 부과됩니다.

상품
모든 상품

인원
1인 ~ 4인
5 인 이상

취소 및 변경 가능일
예약일 3일 전 까지
예약일 7일 전까지

반얀데이 패키지

1인 ~ 2인
3인 이상

예약일 3일 전 까지
예약일 7일 전까지

환불 방침
트리트먼트 패키지와 스파 회원권은 환불, 양도 또는 교환하실 수 없습니다.
상품권
스파 트리트먼트는 상품권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파 리셉션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지 사항
반얀트리 스파에서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스파 트리트먼트와 서비스 또는 설비 등은 오직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고객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문적인 치료법이 아닙니다.
반얀트리 스파, 지주 회사, 제휴사, 산하 회사, 대표자, 대리인, 직원 및 공급사는 어떠한 책임이나 손해도 감수하지 않으며
스파 트리트먼트, 서비스 및/또는 시설과 관련해 발생하는 수임료를 포함한 모든 부채, 청구, 비용, 손상 및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고객님께서 그 부분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