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최선의 서비스로 방문해주신 모든 고객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예약문의 ( 031 - 965 - 5999 )

스킨케어 프로그램 및 요금

구 분 케어프로그램 금액(원) 케어설명 소요시간

Face

베이직케어 40,000
개인의 피부타입에 맞는 맞춤식 관리로 PH밸런스와 피부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부를 촉촉하고 맑게 개선하는 관리입니다.
50분

로멘틱케어 50,000 충분한 수분공급과 미백, 탄력효과를 동시에, 피부가 환해지고 탄력있는 피부로 만들어 드립니다. 90분

V-Line 60,000
흐트러진 얼굴의 윤곽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얼굴의 붓기와 불필요한 군살로 얼굴의 축적된 뭉친근육과 틀어진 턱선과 얼굴라인을 갸름하고 

날렵한 V라인으로 윤곽을 잡아주는 얼굴 축소관리입니다.

90분

클라이오 30,000
피부가 약해서 붉어지거나 예민해진 피부, 온도변화나 자극에 민감한 피부에 적절한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활성화시켜 피부의 면역력과 재생력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피부로 개선해주는 관리입니다. 

50분

Body

등 50,000
등, 어깨결림, 두통 등의 경직으로 피로한 신체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통증을 완화시주는 

관리입니다.
40분

복부 40,000
복부의 지방을 분해하고, 장기들의 순환을 도와줌으로써 소화불량이나 변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면 불 필요한 살들을 축소 및 탄력있게 해주면서 변비를 개선 시켜주는 관리입니다.
30분

발 40,000
막혀있는 림프선을 마사지 해주면서 혈액순환과 더불어 독소 배출을 시켜주므로 막혀 있던 

림프의 원활한 흐름과 발, 발목, 무릎, 종아리 등의 붓기를 빼주어 날씬한 아리로 만들어 드리는 

관리입니다.

30분

하체 60,000
하체의 불균형 및 순환 장애로 인한 하체부종완화 및 셀룰라이트 축소, 종아리 근육이완과 

지방분해를 통해 사이즈 감소 및 매끈한 라인을 충족시켜드리는 관리입니다.
60분

상체 60,000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키고 순환과 관리를 통해 상체에 불필요한 지방을 분해해주고, 

팔, 등, 복부를 자극시켜 독소배출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탄력있는 상체라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60분

전신 120,000
전체적으로 바디 발란스를 맞추고 순환관리를 통해 셀룰라이트 축소 및 지방분해 효과로 

아름다운 실루엣으로 만들어 드리고, 수기관리로 뭉친 근육과 독소를 배농시켜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를 만들어 드리는 관리입니다. 하체, 등, 복부, 가슴

120분

Face 

&

Body

스페셜A 100,000

몸의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과 

체지방분해를 돕는 관리입니다.

등, 얼굴, 복부 90분

스페셜B 80,000 등, 얼굴 90분

스페셜C 60,000 얼굴, 복부 80분

전신 150,000
몸안에 지방이 과잉 축적되어있는 현상으로 체중감량과 체지방 감소를 동시에 관리해 전신의 

발란스를 맞추어 균형잡힌 몸매로 바꾸어 드립니다.
18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