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THEDERM 

Treatment Menu 

 
 

 

 

 

 

 

 

 

 

 

프랑스에서 시작된 40년 전통 인스티튜트 에스테덤은 탁월한 스킨 케어 효능으로 세계 유명 스파에서  

사랑 받는 프리미엄 에스테틱 브랜드입니다. 프랑스 에스테덤 본사 노하우를 전수 받은 스파 전문가들이  

고객의 컨디션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고급 맞춤형 트리트먼트를 제안합니다. 

 

Founded in France, the 40-years-old Institut Esthederm is a premium aesthetic brand that is loved by world-

renowned spas with its superior skin-care benefits. Spa experts who have been handed down the know-how from 

Esthederm headquarter in France. We propose advanced treatments that fit your skin condition and lifestyle. 

 

 



 
 

SIGNATURE TREATMENT 

시그니처 트리트먼트 
 

시그니처 트리트먼트는 고객님의 피부 고민에 맞는 페이셜 케어와 릴렉싱 효과가 탁월한 바디 케어가 더해진  

전신 관리 트리트먼트입니다. 피부 고민이나 바디 컨디션에 따라 맞춤형 트리트먼트를 제안해드립니다. 

 
페이셜 케어 종류 

• 셀룰러워터 페이셜 (항산화 & 보습 케어) 

• 에스테 화이트 페이셜 (브라이트닝 케어) 

• 인텐시브 히알루로닉 페이셜 (보습 & 링클 케어) 

• 리프트 & 리페어 페이셜 (탄력 & 리프팅 케어) 

 
ESTHEDERM RECOVERING TREATMENT 

에스테덤 리커버링 트리트먼트 
 

KRW 340,000 / 120 min  

(Facial 60min + Body 60min) 

 
피부 생기와 유연함을 되살아나게 하는 영양 공급 릴렉싱 마사지 오일로 

지친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회복시켜주는 페이스, 바디 전신 관리 프로그램 

 

BAYHILL RECOVERING TREATMENT 

베이힐 리커버링 트리트먼트 
 

KRW 270,000 / 100 min  

(Facial 30min + Body 70min) 

 
얼굴과 전신의 근육을 증점적으로 풀어 회복시켜 주는 관리 프로그램 

 

NARNIA RELAXING TREATMENT 

나니아 릴렉싱 트리트먼트 
 

KRW 270,000 / 100 min  

(Facial 60min + Neck&Back 40min) 

 
얼굴부터 뒷목, 어깨 근육을 중점적으로 풀어 릴렉싱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FACIAL TREATMENT 

페이셜 트리트먼트 
 

CELLULAR WATER FACIAL  

셀룰러워터 페이셜 (항산화 & 보습 케어) 
 

KRW 190,000 / 70 min 
브랜드 고유의 셀룰러워터로 피부에 항산화 에너지와 수분을 공급해 주는 트리트먼트 

 

에스테덤의 생체수 모방 기술로 탄생하여 피부 속 수분과 가장 유사한 셀룰러워터를 만끽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 입니다. 항산화 에너지 워터를 충전하여 피부를 젊고 건강한 상태로 케어해줍니다. 

 

ESTHE WHITE FACIAL  

에스터 화이트 페이셜 (브라이트닝 케어) 
 

KRW 190,000 / 70 min 
피부톤을 환하고 균일하게 가꿔주고 피부결까지 개선하는 브라이트닝 트리트먼트 

 

색소침착을 개선하는 하이포그엔탈린 특허가 처방되어 있어 피부톤을 맑고 고르게 할 뿐만 아니라,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마린 EPS, 셀룰러워터와 타임 컨트롤 특허가 피부 재생을 빠르게 도와  

피부 본연의 광채와 건강한 피부톤으로 되돌려줍니다. 

 

INTENSIVE HYALURONIC FACIAL 

인텐시브 히알루로니 페이셜 (보습 & 링클 케어) 
 

KRW 190,000 / 70 min 
풍성한 수분감으로 생기 있고 젊은 피부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집중 관리 프로그램 

 

3가지 형태의 히알루론산 조합으로 만들어진 에스테덤의 독자적인 테크놀로지가 피부 깊숙이 

강력한 수분 공급뿐만 아니라 중분자 히알루로닉이 피부의 볼륨을 촘촘하게 채워주어 

입체감 있는 얼굴로 케어해 드리는 트리트먼트 입니다. 

 

LIFT & REPAIR FACIAL 

리프트 & 리페어 페이셜 (탄력 & 리프팅 케어) 
 

KRW 210,000 / 70 min 
주름과 탄력 리프팅을 동시에 케어하는 에스테덤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피부 표면에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주며 피부 속 코어에 깊이 작용하여 주름을 개선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케어 해드리는 트리트먼트 입니다. 



 
 

BODY TREATMENT 

바디 트리트먼트 
 

UNIVERSAL RECOVERING BODY 

유니버셜 리커버링 바디 케어 
 

KRW 190,000 / 70 min  
 

재생과 노화방지에 도움을 주는 고영양 릴렉싱 마사지 오일로  

스트레스와 피로로 지친 몸과 마음의 컨디션을  

회복시켜주는 전신 관리 프로그램 

 

GLAUSCINE SLIMMING & RELAXING BODY CARE 

글로신 슬리밍 & 릴렉싱 바디 케어 
 

KRW 210,000 / 70 min  
 

안티-셀룰라이트 복합체가 피부에 강력한 개선 효과를 주어 

흐트러진 바디 라인을 매끄럽게 관리해 주는 

슬리밍 & 릴렉싱 관리 프로그램 

 

 

 

SPCIAL TREATMENT 

스페셜 트리트먼트 
 

 

TREATMENT FOR PREGNANT WOMEN 

임산부 전용 트리트먼트 
 

KRW 270,000 / 100 min  

(Facial 40min + Body 60min) 
 

임신 중 몸의 변화에 대한 부조화와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부종 완화를 도와줄 수 있는 트리트먼트 (임신 16주 이상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