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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코스

STEP. 1

STEP. 2

STEP. 3

이것만은 꼭!

운영정보

대표번호 +82-02-762-5743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47, 설화수 북촌 플래그십 스토어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74지번주소 :

홈페이지 https://www.sulwhasoo.com/kr/ko/flagship/bukchon/
운영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 운영시간 : 매일, AM 10:00 - PM 8:00
- 휴무일 : 매월 첫 번째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당일

운영시간

입장료 무료

주차시설 주차불가, 인근 공영 주차장 이용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출구, 도보 10분

도산대로에 이어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인 설화수의 집은 1930년대 지어진 한옥과 
1960년대 지어진 양옥을 이어 한국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을 동시대적 해석으로 빚어낸 
설화수의 미학을 담아낸 공간입니다. 

설화수의 집은 전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옥의 기둥과 서까래, 양옥의 기존 
구조물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양옥 입구의 대리석과 벽 타일 등 당시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소재들은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진화해온 가치 있는 시간들이 공간 곳곳에 펼쳐져 있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진화해온 가치 있는 시간들이 공간 곳곳에 펼쳐져 있는 
설화수의 집에서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설화수 북촌 플래그십 스토어

추천 코스

STEP. 1

STEP. 2

STEP. 3

체험 프로그램

INTENSE GINSENG JOURNEY
(인텐스 진생 저니)

설화수의 베스트셀러인 자음생 라인을 활용한 탄력, 자생 프로그램으로 매일 쌓이는 
크고 작은 피부 손상을 케어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백옥보석 마사저로 페이셜 트리트먼트와 얼굴부터 목까지 뭉친 부위 긴장을 풀어주는 
설화수만의 섬세한 터치를 느껴보세요.

100분 / 300,000원

WHITE GINSENG & JADE BRIGHTENING TREATMENT
(화이트 진생 앤 제이드 브라이트닝 트리트먼트)

브라이트닝에 효과가 있는 백삼 성분의 자정라인과 연옥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하여 
피부의 칙칙함을 개선하고 피부를 밝히는 미백 안티에이징 트리트먼트 입니다.

80분 / 210,000원

설화수
스파

MIX & MATCH / FACIAL + BODY CARE
(믹스 & 매치 / 페이셜 + 바디 케어)

도산공원을 바라보는 트리트먼트 룸에서 바쁜 일상에서의 재충전을 선사합니다. 
설화수 밸런스 스파의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대로 MIX & MATCH (페이셜 & 바디) 또는 
단독으로 트리트먼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믹스 & 매치 프로그램은 페이셜 택 1 (바이탈리티 or 카밍), 
바디 택 1 (백 & 숄더 or 풋 & 레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70분 / 150,000원

FOOT & HAND MOISTURE CARE
(풋 & 핸드 모이스처 케어)

거칠어진 손과 발에 온열감을 주어 편안함을 선사하고, 촉촉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트리트먼트입니다.

20분 50,000원

설화수
밸런스

이것만은 꼭!

운영정보

대표번호 +82-02-541-9270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18, 설화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0지번주소 :

홈페이지 https://www.sulwhasoo.com/kr/ko/flagship/dosan/
운영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부띠끄
- 운영시간 : 매일, AM 10:00 - PM 7:00
- 휴무일 : 매주 첫 번째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당일

설화수 스파, 발란스 스파
- 운영시간 : 매일, AM 10:00 - PM 8:00
- 휴무일 : 매월 첫 번째 월요일, 1월1일, 설/추석 당일 휴무 (※ 예약 필수)

운영시간

입장료
부띠끄 : 무료
스파 : 50,000원~ 750,000원 (프로그램별로 상이함)

주차시설 발렛 : 매장 이용 시간동안 무료 (승용차만 가능)

지하철
-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5번출구, 도보 10분
- 3호선 압구정역 4번출구, 도보 15분

2016년 오픈한 설화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는 
'랜턴'으로 등불이 어둠을 밝혀 길을 안내하듯 아시아 '미(美)'의 지혜를 담아 
아름다움을 비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층으로 구성된 플래그십 스토어는 압구정로데오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1996년부터의 브랜드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름다움을 비추는 설화수 도산에서 시간이 흘러도 아름답게 빛나는 
AAgeless 뷰티를 경험해 보세요.

설화수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
한국의 건강한 아름다움

길었던 팬데믹 상황이 끝이 조금씩 끝이 보이는 요즘, 많은 국가에서 해외 입국객에 대한 자가격리 규제가 
완화되어 여행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서울의 하늘 길이 열리며, 전 세계에서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서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뉴스레터에서는 한국의 대표 뷰티 브랜드 중 하나인 ‘설화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적인 전통 재료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화장품인 설화수는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입니다. 서울의 핫플레스로 꼽히는 압구정과 북촌에 위치하고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코로나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 하고 도산공원, 조계사 등 다양한 관광지까지 함께 경험해 보세요.코로나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 하고 도산공원, 조계사 등 다양한 관광지까지 함께 경험해 보세요.

삼월호

2022서울관광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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