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story of FORESTA

포레스타 주요 연혁

2008. 02

국내 최초 아베다 최상 등급 살롱,
포레스타 아베다 라이프스타일 살롱 오픈

2010. 03

포레스타 압구정점 오픈

2010. 04

포레스타 반얀트리점 오픈

2011. 10

포레스타 갤러리아포레점 오픈

2014. 11

포레스타 스프링 춘천점 오픈

2015. 11

포레스타 중국 베이징점 오픈

2016. 09 ~

포레스타 스프링 죽전점
포레스타 미국 비버리힐즈 지점 오픈 준비 중

2008
2008년 2월,
포레스타 1호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0-8번지

아시아 최초, 국내 유일의
아베다 최상 등급 라이프스타일 살롱,
포레스타 1호점 GRAND OPENING
강남구 도산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단독주택에
국내 유일이자 아시아 최초의 아베다(AVEDA) 라이프스타일 살롱,
포레스타 1호점이 오픈하였습니다.
포레스타의 첫 지점은 일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두피전용 스파 라운지와
아로마 향이 가득한 헤어 & 메이크업 시술 공간,
풍부한 시술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적 감각을 표현하는
네일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중 아베다 컬러바(트렌디한 염색 컬러) 서비스는
아베다 살롱만의 특별 서비스로
색채의 아름다움을 통한 기분 좋은 행복을 선물하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The Beauty-Full Place,
아름다운 가치들이 가득한 공간
이국적인 정원과 내추럴한 실내 인테리어가 특징인 포레스타의 첫 지점은
이탈리아어로 ‘숲’이라는 뜻의 포레스타(Foresta)와 잘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오리엔탈 풍의 동양적인 아름다움과 자연주의 컨셉이 조화를 이뤄
마치 숲 속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포레스타 1호점에서는
헤어, 메이크업, 네일 케어, 웨딩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각각의 시술 공간을 포레스타가 추구하는 3대 가치인
원천(Fons), 행복(Dicha), 정상(Akra)이라는 컨셉으로 꾸며
공간마다 전혀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지향하는
야외 휴식 공간 카페 The Arbor!
많은 분들의 휴식 공간이 되어주었던 포레스타 1호점의 앞마당은
백 년 된 모과 나무와 감나무가 자리잡은
100평 규모의 이국적인 정원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카페 The Arbor는 전문 셰프와 바리스타가 상주하는
레스토랑 겸 카페로 커피와 베이커리, 파스타 등을 판매하였으며
도심 속 진정한 휴식 공간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은 공간입니다.

2008년 주요 활동

- Mercedes BENZ 업무 제휴 체결
- BMW 고객 대상 뷰티클래스 개최
-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루나 디 미엘레’ 웨딩 컬렉션 협력
- My wedding – CHANTECAILLE & FORESTA 뷰티클래스 개최
- Mercedes BENZ 뷰티클래스 ‘Ladies Day’ 디렉팅

2009년 주요 활동

- Esquire X AVEDA GLOOMING CLASS 기획
- Instyle – ‘The H Cosmetic Fair’ 뷰티클래스 기획
- Ralph Lauren –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파티 협력
- AVEDA & ARENA 뷰티클래스 기획
- 디자이너 진태옥 ‘The white shirt ’쇼 헤어&메이크업
- 돌체앤가바나 트렁크쇼 헤어& 메이크업
- 스티븐승마클럽 파티 ‘스티븐의 날’ 개최 협력
- FORESTA 웨딩파티 개최
- 김영석 한복 패션쇼 ‘오방색, 천지만물의 조화’ 헤어&메이크업
- 정재명 대표 AVEDA KOREA Trend Styling Director 선정
- 뉴델리 한인축제 김영석 한복 패션쇼 헤어&메이크업

2010

포레스타 압구정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42-20번지

2010년 3월,

포레스타의 두 번째 지점,
포레스타 압구정점 GRAND OPENING!

신사동과 압구정동 인근에 자리 잡은
포레스타의 두 번째 지점, 포레스타 압구정점은
건물 3층부터 5층까지 사용하는 복층 구조가 특징적인
고객 편의를 위한 포레스타의 새로운 공간입니다.
나무 소재를 포인트로 한 인테리어가 특징인 이곳은
층고가 높아 장시간의 시술에도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며,
자연친화적인 공간 연출로
마치 울창한 숲 속에 머무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편리를 최우선으로 한
원스톱 뷰티 서비스의 시작
포레스타 압구정점은 헤어 시술 공간은 물론,
아로마 향이 가득한 스킨 관리실과 네일케어존, 메이크업존 등
뷰티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경험할 수 있는 토탈 뷰티 공간입니다.
고객의 편리를 최우선으로 한 고객 맞춤형 공간 구성과
울창한 숲을 연상시키는 내부 인테리어가
바쁜 일상에 지친 고객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드립니다.

아베다 최고 등급 살롱에서 만나는
고품격 서비스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가득한 이곳, 포레스타 압구정점에서는
고객 여러분들께 휴식과 만족을 제공해드립니다.
스타일 변신을 위한 헤어와 메이크업 시술 뿐 아니라
웨딩 데이를 맞이한 신랑, 신부를 위한 헤어와 메이크업,
네일, 스킨 관리 서비스 등 뷰티와 관련된 고품격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가꾸어드립니다.

2010
포레스타 반얀트리점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5-5 반얀트리 클럽앤스파

2010년 4월,

노블레스 멤버십 클럽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 단독 입점한
포레스타 반얀트리점

서울 장충동 남산 입구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한국의 노블레스 문화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는 멤버십 클럽으로,
오직 상위 1%를 위한 하이엔드 소셜 커뮤니티입니다.
이곳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내에 단독 입점한
포레스타의 3호점, 포레스타 반얀트리점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일품인 곳으로,
반얀트리 회원을 위한 특별 할인 및 회원 맞춤형 서비스도 상시 제공합니다.
또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를 함께하며
노블레스 멤버십 클럽 문화를 즐기는 회원 여러분들의 하루를
더욱 특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드립니다.

2010년 주요 활동

- 2010 F/W Seoul Fashion Week 설윤형 컬렉션 헤어&메이크업
- 정재명 대표 M.net <Top Hair Star> 심사위원 위촉 및 자문
- Rick Owen Launching Fashion show 헤어&메이크업
- Allure ‘Green Day’ Fashion show 헤어&메이크업
- Noble asset & Glampalm 뷰티클래스 디렉팅
-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Grand Opening Party 패션쇼
: 암살라, 콜롬보 헤어& 메이크업
- Marc Jacobs 2010 FW Trunk show 헤어&메이크업
- Benz My B&C Class 고객초청 뷰티클래스 ‘beauty-full day’ 디렉팅
- M.net <슈퍼스타 K2> 방송 촬영을 위한 헤어&메이크업
- International Trend Hair show in Hongkong , Taiwan 헤어&메이크업
- 일본 교토이용미용전수학교 결연
- G20 정상 회의 김영석 한복쇼 헤어 & 메이크업
- 이화여자대학교 뷰티클래스 디렉팅
- 2011 SS Seoul Fashion Week 도리 파리스 헤어&메이크업
- 2011 SS Seoul Fashion Week 재희 신 헤어&메이크업

2011
포레스타 갤러리아 포레점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85-696 B2층

2011년 10월,

포레스타 4호점,
성수동의 랜드마크 갤러리아 포레에 오픈!

포레스타 4호점 포레스타 갤러리아 포레점은
강북의 랜드마크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지하 2층에 위치합니다.
토탈 뷰티 살롱이라는 포레스타의 특징을
가장 잘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포레스타 갤러리아 포레점은
헤어와 메이크업, 헤드 스파, 바버샵, 스킨 스파, 네일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숲에서 만나는 진정한 휴식 공간,
포레스타 갤러리아 포레점!
아름답게 조성된 도심 속 시민공원 ‘서울숲’의 초입에 위치한
고품격 주상복합아파트 갤러리아 포레는
세계적인 건축가 장 누엘이 디자인하여 주목 받은 강북의 랜드마크로,
유명 연예인과 정재계 인사들이 거주하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숲을 마치 내 집 앞 정원처럼 누릴 수 있는 이곳
갤러리아 포레 지하 2층에 자리잡은 포레스타 4호점은
실 평수 240평에 달하는 공간의 유기적인 구성과 조화가 눈에 띄는 곳으로
진정한 도심 속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포레스타의 새로운 공간입니다.

가족단위의 고객,
남성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뷰티 공간

포레스타 갤러리아 포레점은
숲과 연결되어 있는 위치적 특성과 쾌적한 내부 시설로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고객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성 고객들을 위한 스페셜 공간인 바버샵을 함께 운영하여
트렌드에 민감한 남성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뷰티에 관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트랜디한 살롱입니다.

2011년 주요 활동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래티넘 카드 제휴 체결
- SBS <생방송 좋은 아침> 촬영 및 방영
- SBS <기적의 오디션> 참가 스타일링 담당 및 헤어&메이크업
- 2012FW HUGO BOSS 패션쇼 헤어&메이크업
- 한국관광홍보대사 중국배우 장정초 내한 헤어&메이크업
- BULGARI 주얼리쇼 헤어&메이크업
- Jaeger – Le Coultre show 헤어&메이크업
- AVEDA FY12 Salon Spa Conference : 2012 Korea Hair Trend 발표
- 중국 은련카드 <한국 쇼핑 페스티벌> 협력
- 2011 FW MARC JACOBS Show 헤어&메이크업
- 2011 FW Ralph Lauren Show 헤어&메이크업
- 2012SS Seoul Fashion Week 헤어&메이크업
: Jehee Sheen, Beyond closet, Andy&debb

2012년 주요 활동

- 쉐라톤 워커힐 호텔 발렌타인 · 화이트데이 패키지 프로모션 기획
- 롯데 VVIP 카드, 아멕스 카드 제휴 체결
- 아모리스 웨딩쇼 헤어&메이크업
- 김영석 한복 쇼 헤어&메이크업
- DEMAIN 45주년 기념쇼 헤어&메이크업
- 정재명 대표 Story on <이승연과 100인의 여자> 출연
- Ralph Lauren 프레스 행사 헤어&메이크업
- KBS <여유만만> 방송 촬영
- 은련카드 제휴 및 특약 체결
- 2012FW Seoul Fashion Week 헤어&메이크업
: Beyond closet, KAAL E-SUKTAE

2013년 주요 활동

- 삼성카드 가맹점 체결 및 업무 제휴
- 디자이너 조성경 20주년 기념 화보 헤어&메이크업
- 평창 스페셜 올림픽 오프닝 공연 헤어&메이크업
- Wedding club member’s party 헤어&메이크업
- 매거진 <BAZAAR> 뷰티클래스 개최
- 코스메틱 브랜드 <VDL> 뷰티클래스 개최
- 2013 FW Seoul Fashion week 헤어&메이크업
: Beyond closet, KAAL E-SUKTAE, Jehee sheen
- 포레스타 1st , 2nd 뷰티클래스 개최
- 매거진 <에스콰이어> 라이프스타일 클래스 개최
- 조성경 디자이너 플래시몹 패션쇼 헤어&메이크업
-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웨딩페어 웨딩쇼 기획
-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 웨딩페어 웨딩쇼 기획
- 박근혜 대통령 동행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in 베트남’ 헤어&메이크업
- 2013/2014 Chanel cruise collection 헤어&메이크업
- ELCA Korea 핑크리본 캠페인 한복 패션쇼 헤어&메이크업
- 대한민국 한복 페스티벌 in 울산 헤어&메이크업
- AMORIS Romantic Escape 웨딩쇼 헤어&메이크업
- Cutting Edge Fashion with W Hotel & Ceci 헤어&메이크업
- 2014 SS Seoul Fashion week 헤어&메이크업
: Beyond closet, Jehee sheen

2014

2014년 11월,

또 하나의 포레스타,
포레스타 스프링 춘천점 GRAND OPENING!

포레스타 스프링 춘천점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588-4

포레스타 스프링 춘천점은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문을 연 포레스타의 다섯 번째 지점입니다.
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 전체가 포레스타의 컨셉에 맞춰 구상되었으며,
각 층별로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1층에는 카페 시설과 함께
아베다의 전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고객 대기존이 있으며,
2층부터 4층까지는 헤어와 네일, 두피 케어와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고객 시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춘천에서 처음 선보이는
고품격 토탈 뷰티 살롱

포레스타 스프링 춘천점을 만날 수 있는 춘천시 온의동은
춘천시 최초로 주상복합단지가 조성된 춘천 최대의 랜드마크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만나는 포레스타 스프링 춘천점은
지금껏 춘천에서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최고급 살롱의 진가를 선보이며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봄 햇살과 같은 싱그러움을 담은
포레스타의 세컨드 브랜드, 포레스타 스프링!

이탈리아어로 ‘큰 숲’이라는 뜻의 포레스타(Foresta)는
숲이 지닌 생명력과 무한한 에너지를 지향하며
숲과 같은 휴식공간을 제공해왔습니다.
여기에 ‘봄’을 뜻하는 ‘스프링(Spring)’을 더해 탄생한 이름
‘포레스타 스프링(Foresta Spring)’은
봄에 움트는 새 생명의 힘찬 기개를 담은 포레스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2014년 주요 활동

- 리츠칼튼 Wedding Club Member’s Party 협력
- 2014 FW Seoul Fashion week 헤어& 메이크업
: Beyond closet, Jehee sheen
- 매거진 <더 웨딩> 백옥수 한복 화보 촬영 헤어&메이크업
- 2014/2015 FW 조성경 디자이너 Katiacho(카티아조) 컬렉션 헤어&메이크업
- 쉐라톤 디큐브 호텔 ‘스윗시즌 웨딩파티’ 메이크업 클래스
- 제1회 코리아승마페스티벌(The Kef) 페나코바 스포츠 패션쇼 헤어&메이크업
- 한양여자대학교 면접용 셀프 헤어스타일링 강의
- 디마쥬루체 뤼미에르 웨딩 앨범 촬영 헤어&메이크업
- 아모리스 예비 신부를 위한 헤어&메이크업 뷰티클래스 기획
- 2014 FW 랑방스포츠 론칭 패션쇼 헤어&메이크업
- 2015 SS Seoul Fashion week 헤어&메이크업
: Beyond closet, Jehee Sheen, Re.D
- 2015 SS 레베카밍코프 내한 패션쇼 헤어&메이크업
- 2015 SS 파비아나 필리피 시즌 패션쇼 헤어&메이크업
- VIP 고객 대상 샤넬 (CHANEL) 주얼리쇼 헤어& 메이크업

2015년 주요 활동

- 아우디 & 매거진 <레옹> ‘BE A COVER MAN’ 파티 협력
- AVEDA & 매거진 <마리끌레르>
‘Save water for better future’ 캠페인 화보 헤어&메이크업
- 2015 FW Seoul Fashion week 헤어&메이크업
: beyond closet, Jehee sheen, NOHKE
- 배우 공승연 <비욘드 – 히말라야 맑은 크림> CF 촬영 헤어&메이크업
- ECLAT BY IMPERIAL 론칭 파티 협력
- 코스메틱 브랜드 ‘달팡’ 세일즈 컨퍼런스 헤어&메이크업
- 배우 박예진 드라마 <라스트> 헤어&메이크업 디렉팅
- 방송인 김성주 롯데제과 ‘말랑카우’ CF 촬영 헤어&메이크업
- 배우 황신혜 & 모델 이진이 ‘원더시스터’ 룩북 헤어&메이크업
- 광복 70주년 한복특별전 : 김영석 한복 패션쇼 헤어&메이크업
- 반얀트리 호텔 & 매거진 <HEREN> ‘HEREN society’ 헤어&메이크업 시연
- 2015 불가리 주얼리쇼 헤어&메이크업

2015
포레스타 중국 베이징 지점
北京市东城区香河园路一号院当代MOMA连廊T1-2006号商铺(20层)

2015년 11월,

포레스타의 첫 해외 지점,
중국 베이징에 오픈!

포레스타 중국 베이징 지점은 포레스타의 첫 해외 지점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디자이너들이 직접 중국으로 넘어가
한국의 최신 스타일과 기술을 선보이는 곳입니다.
포레스타는 그 동안 뷰티 산업은 물론이고
패션과 예술,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이를 통해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뷰티 서비스의 진수를 중국 현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둥즈먼(東直門)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당대 MOMA(当代ΜΟΜA)에 입점한
포레스타 중국 베이징 지점

포레스타 베이징 지점은 둥즈먼(東直門)의 랜드마크라 불리는
당대MOMA(当代ΜΟΜA) 내에 자리 잡았습니다.
당대MOMA는 문화와 예술, 교육 시설이 어우러진 초호화 주상복합단지로,
뷰티 산업 뿐 아니라 중국의 다양한 문화 산업과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지역적 강점을 지닌 곳입니다.

고객 편리를 최우선으로 한
프라이빗 시설과 서비스

포레스타 중국 베이징 지점의 내부 인테리어 역시
한국의 다른 지점들과 동일하게 숲 속 같은 편안함을 컨셉으로 합니다.
또한 중국 내 최상의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최고급 시설과 설비 또한 포레스타 중국 베이징 지점의 자랑입니다.
2층에는 고객의 편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프라이빗 시술존도 따로 마련되어
단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주요 활동

- 매거진<W>&아베다(AVEDA) ‘Love your color’ 화보 헤어&메이크업
- 코스메틱 브랜드 ‘버츠비’ 신제품 론칭 관련 스타일링 클래스 기획
- 걸그룹 포텐(4TEN) 신곡 컨셉 기획 및 M/V, 자켓 촬영 헤어&메이크업
- 아베다(AVEDA) 신제품 ‘인바티 맨(Invati men)’ 런칭 행사 협력
- 한국문화관광교류주간 in Beijing, ‘한지의상패션쇼’ 헤어&메이크업
- 가수 박혜경 MBC <사람이 좋다> 촬영 헤어&메이크업
- 주영훈&이윤미 부부 : 매거진 <우먼센스> 화보 촬영 헤어&메이크업
- 한중문화교류 페스티벌 in Beijing 2016 미인선발대회 헤어&메이크업
- 중국 충칭 KBEE2016 코리아브랜드 한류 상품 박람회 참여
- 정재명 대표 상해TV <韩国印象 : 한국인상> 촬영
- 정재명 대표 YTN사이언스 <청년창업런웨이> 강연

포레스타는…

포레스타는 직원들의 가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며,
회사와 직원이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브랜드입니다.
개인은 회사를 통해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회사는 개인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꿈꿉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나무를 함께 가꾸어
생명력이 넘치는 울창한 숲을 이루어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