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M 인증기업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 기업입니다.

※ 본 책자에 소개된 제품은 방문 판매 전용 제품입니다.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종사자 모두는 무자료 난매업소 및 미등록 사업자를 국세청 등 당국에 고발하겠습니다. 60. 25-Dec-2013

서울(합정) 02-322-4326    서울(사당) 02-587-9492    경기(수원) 031-251-4521    대전/충청 042-253-9414    

부산/경남  051-441-7750  대구/경북 053-256-6163  광주/호남 062-232-7221   강원 033-642-1381   제주 064-722-7831

제품 구입 상담 및 문의

대표전화 031-722-7000 고객상담실 080-022-5013     

http:// bl.coreana.com     상담가능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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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의 뷰티레시피 中

CELEBRITY’S   VIEW







INNER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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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구입문의  080-022-501337

뷰티 카운셀러로 일을 하기 전에는 직

설적인 성격이었다는 이지현 지부장은 

일을 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여 이야

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루에

1시간은 화법 책을 꼼꼼히 독파하고 

거울을 보며 연습하는 것은 동료들에

게만 공개하는 그녀만의 카운셀링 비

법이다. 

당신에게만 공개하는 뷰티 카운셀러 

시크릿 노트!
코리아나 뷰티 카운셀러를 더욱 아름답게 이끄는 젊은
에너지의 비법이 궁금하다면 이 페이지를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고객 감동 노하우부터 그녀들의 시크릿 뷰티팁까지. 평소에는 쉽게
전해 들을 수 없었던 그녀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지금 공개된다.

깨끗한 손에 빛나는 네일 아트는 그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상 투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감은 ‘완벽함’에서 부터 

비롯된다는 그녀의 철칙 아래 주말은 

온전히 뷰티를 위해 투자한다. 유명한 

뷰티샵과 마사지샵은 꼭 방문해본다는 

이지현 지부장. 직접 서비스를 겪어보아

야 최고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그녀는 뷰티를 위해 관리를 받는 시간에도 

꼼꼼히 뷰티샵의 서비스를 점검하고 

체크한다.

천지혜 지부장은 뷰티 카운셀러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침형 인간’으로 만들었다. 평소에 

아침잠이 많은 그녀였지만 일을 하면

서부터 아침 6시 기상 후 간단한 스트

레칭과 완벽한 메이크업은 이제 그녀의 

습관이 되었다. 긍정적인 습관을 키우고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 지금 그녀의 

철칙이다. 

고객 별 맞춤형 관리는 물론, 고객의 

생일까지 놓치지 않는 천지혜 지부장.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고객들은 감동

하며 다시 그녀를 찾는다고 한다. 평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친밀

감을 유지하기 위해 기념일만큼은 꼭 

챙긴다는 그녀의 수첩은 고객들의 기

념일로 빼곡하다. 

고객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라!

주말에는
뷰티에만
투자하라!

Lee ji-hyun

Chun ji-hae

그녀의 시크릿 뷰티팁

코리아나 파우더리 스파로 하루의 피로를 
풀고 꼼꼼한 바디케어로 완벽함을 지키세요!

역삼 뷰티센터 이지현 수석지부장

Tip

고객감동에
모든 것을
쏟아라!

부지런한
습관을 키워라!

그녀의 시크릿 뷰티팁

자인 에센셜 페이스 오일과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의 촉촉한 만남!

합정 뷰티센터 천지혜 지부장 

Tip

BEAUTY COUNSEL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