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NOPET BEAUTY

스파 관리 프로그램 가격표 
*2주 간격을 권장해 드립니다.

베이직 스파 [탄산/아로마 스파] *기본 목욕요금에 아래 요금이 추가됩니다.

프리미엄 팩 [허브팩/머드팩/실크팩] *기본 목욕요금에 아래 요금이 추가됩니다.

月 스파케어 * 3개월 이내 사용,

月 스타일 케어 * 3개월 이내 사용, *스타일 변경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파 프로그램 [ 4회 ] 요금

~5kg이하

* 베이직 스파 2회 + 프리미엄 팩 2회
* 매회 이용시 목욕 + 부분미용 + 위생미용 포함 

200,000

5.1kg~8kg 220,000

8.1kg~12kg 240,000

스타일 프로그램 [ 4회 ] 요금

~5kg이하

* 가위컷 1회 + 부분컷 1회 + 프리미엄 팩 2회
* 매회 이용시 기본미용  

230,000

5.1kg~8kg 250,000

8.1kg~12kg 270,000

스파 케어 [ 1회 ] 추가요금

~5kg이하
[탄산]
퍼피덤케어
로즈마리/라벤더/자스민 택1

[아로마]
아인솝 아로마 솔트타임
라벤더/레몬/청대 택1

10.000

5.1kg~8kg 15,000

8.1kg~12kg 20,000

프리미엄 팩 케어 [ 1회 위생미용 포함 ] 추가요금

~5kg이하
[허브팩]
독샤워 아유베르다
허브팩

[머드팩]
펫 에스테 
머드팩

[실크팩]
호쿠도 에너비스 
실크팩

30,000

5.1kg~8kg 35,000

8.1kg~12kg 40,000



SONOPET BEAUTY

소노펫 뷰티 가격표

중형견 [ 슈나우져,웰시코기,코카스파니엘,셔틀랜드쉽독]

· 라인컷 / 원하는 미용스타일로 기르기 위해 몸의 기본 라인만 잡아주는 미용 (부분가위컷 미포함) ex.코카라인, 슈나라인

특수견 [비숑프리제,꼬똥드툴레아,베들링턴테리어]

· 비숑 스포팅,가위컷은 하이바 비용 포함
· 타 견종 하이바컷 추가비용 발생

목욕 부분+목욕 기계컷 기계컷 스포팅 가위컷
위생포함

발등클리핑
간단얼굴정리

얼굴클리핑 포함 얼굴가위컷 라인컷

~4kg 35,000 40,000 45,000 50,000 70,000 85,000

4.1kg~6kg 45,000 50,000 55,000 60,000 80,000 95,000

6.1kg~8kg 55,000 60,000 65,000 70,000 90,000 105,000

8.1kg~10kg 65,000 70,000 75,000 80,000 100,000 115,000

10kg 이상~ ~kg 당 5,000원 추가비용 (8.1kg~10kg 기준)

목욕 부분+목욕 기계컷 기계컷 스포팅 가위컷
위생포함

발등클리핑
간단얼굴정리

얼굴클리핑 포함 얼굴가위컷

~4kg 35,000 45,000 50,000 60,000 80,000 100,000

4.1kg~6kg 45,000 55,000 60,000 70,000 90,000 110,000

6.1kg~8kg 55,000 65,000 70,000 80,000 100,000 120,000

8.1kg~10kg 65,000 75,000 80,000 90,000 110,000 130,000

10kg 이상~ ~kg 당 5,000원 추가비용 (8.1kg~10kg 기준)

공통사항 얼굴 디자인 컷 추가비용 10,000

· 기계컷 기본 길이 3mm · 하이바, 브로컬리, 테디베어, 베이비컷
· 5mm~6mm 기계컷 추가비용 5,000원   귀툭튀, 베들링턴,캔디컷, 무스타슈
· 1cm 기계컷 추가비용 10,000원
· 엉킴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 10,000부터~ 몸 디자인 컷 추가비용 10,000
· 목욕/부분+목욕 기장 3cm이상 추가비용 5,000부터~ · 다리 장화컷, 양말, 발목방울, 



SONOPET BEAUTY

소노펫 뷰티 가격표

소형견 [ 말티즈,시츄,요크셔테리어,치와와]

소형견 [포메라이언]

· 라인컷 / 지저분한 긴 털 정리, 길이조절 불가능

목욕 부분+목욕 기계컷 기계컷 스포팅 가위컷
위생포함

발등클리핑
간단얼굴정리

얼굴클리핑 포함 얼굴가위컷

~4kg 30,000 35,000 40,000 45,000 65,000 80,000

4.1kg~6kg 35,000 40,000 45,000 50,000 70,000 85,000

6.1kg~8kg 40,000 45,000 50,000 55,000 75,000 90,000

8.1kg~10kg 45,000 50,000 60,000 65,000 100,000 115,000

10kg 이상~ ~kg 당 5,000원 추가비용 (8.1kg~10kg 기준)

목욕 부분+목욕 라인컷 기계컷 스포팅 가위컷
위생포함

발등클리핑
간단얼굴정리

위생미용
기장정리

얼굴가위컷

~4kg 35,000 40,000 45,000 45,000 60,000 80,000

4.1kg~6kg 45,000 50,000 55,000 55,000 70,000 90,000

6.1kg~8kg 55,000 60,000 65,000 65,000 80,000 100,000

8.1kg~10kg 65,000 70,000 75,000 75,000 90,000 110,000

10kg 이상~ ~kg 당 5,000원 추가비용 (8.1kg~10kg 기준)

공통사항 얼굴 디자인 컷 추가비용 10,000

· 기계컷 기본 길이 3mm · 하이바, 브로컬리, 테디베어, 베이비컷
· 5mm~6mm 기계컷 추가비용 5,000원   귀툭튀, 베들링턴,캔디컷, 무스타슈
· 1cm 기계컷 추가비용 10,000원
· 엉킴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 10,000부터~ 몸 디자인 컷 추가비용 10,000
· 목욕/부분+목욕 기장 3cm이상 추가비용 5,000부터~ · 다리 장화컷, 양말, 발목방울, 



SONOPET BEAUTY

소노펫 뷰티 가격표

푸들 [ 토이푸들,미니어쳐푸들 ]

· 비숑 외 타 견종 하이바컷 추가비용 발생

대형견 [스탠다드푸들,리트리버,올드잉글리쉬쉽독]

· 대형견 디자인컷 상담 필수
· 기재되어있는 요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욕 부분+목욕 기계컷 스포팅 가위컷
위생포함

발등클리핑
간단얼굴정리

얼굴클리핑 포함

~4kg 30,000 35,000 45,000 70,000 85,000

4.1kg~6kg 35,000 40,000 50,000 80,000 95,000

6.1kg~8kg 40,000 45,000 55,000 90,000 105,000

8.1kg~10kg 45,000 50,000 60,000 100,000 115,000

10kg 이상~ ~kg 당 5,000원 추가비용 (8.1kg~10kg 기준)

목욕 기계컷 가위컷
위생미용 포함 크라운 포함

~10kg 100,000 150,000 200,000

10kg 이상~
~kg 당 추가비용 (8.1kg~10kg 기준)

7,000 10,000 15,000

공통사항 얼굴 디자인 컷 추가비용 10,000

· 기계컷 기본 길이 3mm · 하이바, 브로컬리, 테디베어, 베이비컷
· 5mm~6mm 기계컷 추가비용 5,000원   귀툭튀, 베들링턴,캔디컷, 무스타슈
· 1cm 기계컷 추가비용 10,000원
· 엉킴 상태에 따라 추가비용 10,000부터~ 몸 디자인 컷 추가비용 10,000
· 목욕/부분+목욕 기장 3cm이상 추가비용 5,000부터~ · 다리 장화컷, 양말, 발목방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