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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다 비타민 씨 솔루션 
빛나는 새해처럼, 화사한 피부를 지키는 법

라비다 비타민 씨 솔루션 앰플



인리치 솔루션



수분과 영양, 탄력을 위한 전방위적 솔루션

휴대폰의 갤러리를 열고, 그 안에 셀피(Selfie: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가 몇 장이나 있는지  

살펴보자. 어플을 켜도 카메라 속 세월이 느껴지는 내 모습에 셀피를 찍을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수분과 영양, 탄력까지 올라운드 케어가 필요할 때다.   

40대, 순식간에 달라지는 피부에 브레이크를! 

뉴욕시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40세를 고비로 외모에 자신감이 떨어져 제 손으로 셀카를 찍는 일이  

줄어든다고 한다. 탄력 없는 볼, 칙칙해진 피부 등 일일이 꼽지 않아도 휴대폰 액정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과 다름을 단번에 알아채기 때문. 이 모든 변화는 피부 아래에서 순식간에 일어난다. 가을 낙엽처럼  

수분을 잃은 피부는 건조하고, 콜라겐의 감소까지 더해져 피부를 탄력 있게 지탱하는 힘마저 사라진다. 더군 

다나 피부의 턴오버주기가 40일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각질층이 두껍게 쌓이니 피부는 거칠어지고 피부는  

점점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40대 이후의 스킨케어는 30대의 그것과는 달라야 한다. 보습 관리는 기본, 피부에 에너지를 불어

넣고 피부 컨디션을 유지시켜 줄 스페셜 케어가 필수다. 수분과 영양, 탄력까지 공평하게 실력을 발휘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찾아볼 것. 특히 나이트 루틴의 크림이 중요한데, 낮과 같은 것이라도 밤에는 조금 더  

꼼꼼히 흡수시키며 꼼꼼히 피부를 관리해보자.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 C와 E를 꾸준히 섭취 

하는 생활 습관도 피부의 변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ALLROUND ENRICH



피부를 착 감싸는 밀도 높은 영양감

라비다 인리치 솔루션 크림

수분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는 필라그린과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을 케어하는데 도움을 주어  

오랫동안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 주는 매력적인 텍스처의 크림. 삼백초 추출물과 화이트 

트러플 성분이 피부 전체에 매끈한 탄력과 생기를 선사하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 칙칙 

해진 피부를 유연하고 맑게 관리해 준다.

3

인리치 솔루션

부드럽게 스며들어 속깊은 보습과 탄력을

라비다 인리치 솔루션 세럼

저분자 캐비어 콜라겐, 마린엘라스틴, 트리펩타이드로 구성된 더마 네트워킹 콤플렉스가  

탄탄한 피부로 가꿔 주는 고영양 세럼. 베리어 리커버리 L22가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 건강하고  

생기 가득한 피부로 가다듬는다. 마치 오일을 바른 듯 피부결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풍부하게 

채워 주는 특별한 텍스처가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윤기 있게 빛나는 피부로 케어해 준다.

2
연약한 눈가 피부를 힘있고, 촉촉하게

라비다 인리치 솔루션 아이크림

마치 달걀 속껍질처럼 얇고, 운동량도 어마어마한 눈가 피부에는 다른 부위보다 세심한 처방이

필요하다. 라비다 인리치 솔루션 아이크림은 구주물푸레나무껍질 추출물로 눈가 피부를 환하게  

밝히고, 악티게닌과 알란토인, 판테놀이 건조하고 민감해지기 쉬운 눈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감싸 안는다. 

1

[주름개선 기능성]

40ml / 130,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50ml / 120,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25ml / 95,000원

수분도 영양도 탄력도 놓칠 수 없을 때, 라비다 인리치 솔루션

2020년의 문을 여는 라비다의 뉴페이스, 라비다 인리치 솔루션 라인은 탄력과 함께 농밀한 영양까지 전방위적 

케어가 가능하다. 라비다만의 독자 성분들로 피부 속은 제대로 채우고 겉은 풍성하게 감싸는 인리치 케어를  

실현하는 것. 코리아나 독자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 삼백초 성분은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  

땅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화이트 트러플 성분은 건강한 피부를 위한 이상적인 영양 보습에 도움을  

준다. 여기에 라비다의 고유한 파워셀TM이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해 튼튼하고 건강한 피부의 바탕을 가꿔 준다.  

주름과 수분 부족, 윤기 저하 등 쓰나미처럼 밀려든 피부 변화에 당황하지 말고, 라비다 인리치 솔루션 라인 

으로 전방위적으로 피부를 케어해보자.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 
[주름개선ㆍ미백 기능성] 

80ml / 95,000원

라비다 119 캠페인



세상에 퍼지는 파워셀 에센스 에스의 선한 영향력

기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액수보다는 방법과 동기에 집중해 쉽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퍼네이션’이 주목 받는 요즘, 8년째 이어온 라비다의 119 캠페인은 퍼네이션의  

아름다운 성공 사례로 꼽힌다. 

에센스 그 이상의 아름다움,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

얼음물을 뒤집어써서 루게릭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체험하고 후원금을 모으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시작으로, 걸을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가 걷기 불편한 아이들의 수술 및 재활 

치료비로 쓰이는 빅워크, 게임에서 노출되는 광고 비용으로 실제 나무를 심어 주는 트리플 

래닛 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부를 이끌어 내는 퍼네이션(Fun+Donation)이 지구를 아름 

답게 물들이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2012년부터 시작된 라비다의 119 캠페인은 퍼네이션 

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 전부터 착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 한(1)병을 구입하면 일정 금액이 IVI 국제백신연구소에 기부 

되어, 전염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어린이 한(1)명을 구(9)하는 이 캠페인은 파워셀 에센스  

에스의 놀라운 효능으로 피부까지 건강해지므로 세상과 피부를 밝히는 아름다운 퍼네이션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파워셀 에센스 에스의 기부금은 콜레라 백신은 물론, 메르스 등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질병에 대응하는 예방 백신 개발에도 사용되고 있다. 생명을  

구하는 파워셀 에센스 에스로 인류의 역사를 바꿀 의미 있는 행동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

LAVIDA 119 FUNATION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해 줄 백신 기부  

 IVI 국제백신연구소의 새로운 백신 개발 지원  

 파워셀TM과 mi-RNA 레귤레이터로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피부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의 가치



모이스처 솔루션

건조 주의보 발령, 꿀잠으로 대피하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 하루 종일 난방을 하면 실내 공기는 당연히 건조해진다. 가습기

로는 턱없이 부족한 피부 속 수분!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슬리핑 팩과 함께 꿀잠 잔 듯  

찰랑찰랑 채워보자.

DEEP SLEEP THERAPY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슬리핑 팩 100ml / 70,000원

푹 자고 일어난 듯 생기 있고 촉촉한 피부

밤 사이 매끈매끈해지는 피부결

포근한 향으로 편안한 수면 시간 

촉촉하게 피부를 감싸는 젤 텍스처

푹 자고 일어난 듯 맑고 생기 있는 피부로,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슬리핑 팩

하루의 이상적인 수면시간은 6~8시간, 특히 반짝반짝 생기가 도는 피부를 가지려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오후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이와 같이 피부의 턴오버 또한 활발해지므로 건조로 인해 각질층이 두터워지는 겨울 피부엔  

세심한 나이트 케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긴긴 겨울 밤 피부를 편안히 잠재우고 싶다면 자는 동안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주는 수면 팩을 활용해볼 것.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슬리핑 팩은 양질의 수면 시 분비 

되는 멜라토닌 성분이 꿀잠을 자고 일어난 듯 생기 있게 피부를 가꿔 주고, 모이스트 필링 콤플 

렉스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 푸석한 피부를 매끈하게 케어해 준다. 편안한 수면에 도움을  

주는 포근한 플로랄 시트러스 우디 타입의 릴렉싱 향 역시 이 슬리핑 팩을 밤새 피부에 얹어 

두어야 하는 이유다.





생기 진



자연의 이치에 맞게 피부를 다스린다

자연은 끊임 없는 순환을 통해 만물에 무한한 생기를 부여한다. 피부도 이런 

자연을 꼭 닮아, 생기를 갈망한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깊은 영양, 자인 생기 진 

풍부한 햇살과 수분을 공급하면 비옥한 땅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피부에 양분을 더하면  

그 순환은 더욱 힘을 얻는다. 놀라운 밀착력으로 깊은 영양을 선사하는 자인 생기 진은  

이전보다 한층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 준다. 천정팔진단™이 피부 근원의 힘을 복돋는데  

도움을 주고, 황금홍삼과 용안열매추출물이 피부에 에너지를 부여해 주기 때문. 채우고  

흐르는 자연의 이치를 따른 자인 생기 진과 함께 혹독한 겨울도 힘차게 이겨내 보자.

ORDER OF NATURE

1

2

3

황금홍삼의 기운이 깃든 농밀한 에센스의 힘

자인 생기 진 에센스

익수단의 추가 처방으로 잃어버린 생기를 더하고 피부에 집중적으로 속깊은  

영양을 공급해 주는 앰플 에센스. 피부가 물을 가득 머금은 듯 쫀쫀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케어해 준다.

[주름개선 기능성] 50ml / 150,000원

잃어버린 윤기와 탄력을 채워 본연의 아름다움으로

자인 생기 진 크림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얼굴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다면 선결 순환탄력환의 

잠재력을 경험해보자. 쫀득하면서도 탄력 넘치는 텍스처가 흐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 준다. 

[주름개선 기능성] 50ml / 150,000원

강인한 생명력의 장뇌삼이 탄력 넘치고 또렷한 눈매로

자인 생기 진 아이크림

깊어진 눈가를 매끈하게 케어해 주는 크리미한 텍스처의 아이 스페셜리스트. 

용기 내의 백자순환봉으로 집중적인 눈가 마사지까지 가능하다. 

[주름개선 기능성] 20ml / 120,000원



웰에이징 솔루션



건강 에너지가 방전될 때, 발효 태반으로 활력 충전!

웰빙라이프 발효 태반 V 앰플 

매서운 추위가 반복되면서 건강 에너지가 떨어져 방전될 때, 빠르고 간편 

하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묘안이 있다. 바로 웰빙라이프 발효 태반 V 앰플. 

제주산 발효 말태반에 9종의 고함량 비타민을 더해 태초의 에너지로 턴 업! 

칼바람과 매서운 추위에 시달리면서 몸의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는 겨울. 시즌 행사

처럼 찾아오는 감기와 함께 갑자기 피로해지며 몸에 힘이 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 방문한 병원에서는 특별한 질병이 없다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이럴 때 우리는 ‘원기가 떨어졌다’, ‘에너지가 방전되었다’ 

고 한다. 급격히 떨어지는 원기를 빠르게, 그러면서도 충분하게 충전하고 싶을 때는  

그만큼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 웰빙라이프 발효 태반 V 앰플은 제주산 발효 말 

태반과 9종의 고함량 비타민으로 부족해진 원기를 충분하게 충전해 준다. 마시기도 

수월한 앰플 1병으로 겨울 건강 원기는 완충! 

웰빙라이프 발효 태반 V 앰플    
20ml x 30병 (1개월 분) / 250,000원



웰에이징 솔루션

웰빙라이프 데일리 홍삼 진액 플러스
10g x 30포 (1개월 분) / 120,000원



2020년, 고농축 홍삼 진액으로 든든한 건강 계획을!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세우는 계획과 다짐들. 작심삼일의 허무한 계획 대신 실천 가능 

하고 든든한 건강 계획을 세워보자. 더욱 진득해진 홍삼 진액으로 진짜 건강을 약속하는 

웰빙라이프 데일리 홍삼 진액 플러스.

웰빙라이프 데일리 홍삼 진액 플러스

새해 건강 계획도, 명절 후유증도 웰빙라이프 데일리 홍삼 진액 플러스로! 

‘계획이 다 있었다’는데 결국 실패하고 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 

이었거나 번거로워서 실천할 수 없어서일 것이다. 새벽에 일어나 1시간 이상 트레이닝 한다거나 

건강즙을 만들어 먹겠다는 것 등은 너무도 훌륭한 계획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 올해 

에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자. 1일 1포로 간편하게 섭취하며 꽉 찬 영양으로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 웰빙라이프 데일리 홍삼 진액 플러스라면 새해의 첫 건강 계획으로 든든하다. 홍삼농축액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 23mg/g)에 영지버섯농축액, 로얄젤리 등 선별된 필수  

부원료를 추가하여 쓴 맛은 줄이고 부드러운 맛을 살려 편안한 목넘김에 초점을 맞췄다.  

스틱형 파우치로 간편성까지 갖추었으니 이제 새해의 건강 계획은 물론이고, 곧 다가올 명절  

피로와 후유증도 두렵지 않다.  

  국내산 6년근 홍삼

  고함량 고농축 홍삼농축액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 23mg/g)

  선별된  필수 부원료 함유 (영지버섯농축액, 로얄젤리) 

  쓴 맛은 DOWN 부드러운 맛은 UP

  스틱형 파우치로 간편하게

  한 포당(10g)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의 합 18mg/g 함유

2020년 건강 계획을 완성시켜 줄 ‘고농축’ 데일리 홍삼 진액 플러스 



 코리아나 제휴카드 멤버십 등급은 전년도 제휴카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연초에 선정됩니다.

   코리아나 제휴카드는   ①코리아나 화장품 신한카드 Lady, ②코리아나 화장품 GS칼텍스 신한카드 빅플러스

 ③코리아나 롯데카드 아임 원더풀, ④코리아나 하나멤버스 1Q 카드 Daily BC를 포함합니다.

 *라비다 DC 플러스 롯데카드는 신규 발급이 중지됐습니다.

   제휴카드 총 결제금액이 100만원 미만의 고객은 멤버십이 아닌 일반 등급에 해당하며, 구매 금액의 1.5%가 적립됩니다.

코리아나 제휴카드 멤버십 제도를 소개합니다

코리아나

 참여 기간  2020.01.01 ~ 2020.01.14 (2주 간)

 참여 방법   코리아나 온라인 뷰티센터(www.beautycenter.co.kr)에서 회원가입 후  

본 이벤트 게시물에 제품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세요.

 당첨 공지    2020.01.16(목)

 당첨 대상  추첨을 통해 10분께 라비다 인리치 솔루션 크림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나 온라인 뷰티센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첫! 신제품 체험 이벤트

FAMILY 등급 VIP 등급 VVIP 등급

멤버십 등급 기준
전년도 결제금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전년도 결제금액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전년도 결제금액  

500만원 이상

코리아나 제휴카드 멤버십 혜택

마일리지 적립

문화공연 관람

제품 주문

이벤트 참여

FAMILY 등급

마일리지 적립 3%

문화공연 무료 관람 기회 제공

신제품 체험 이벤트 참여 기회 제공

마일리지 제품 구매 기회 제공

마일리지 적립 4%

VIP 등급

마일리지 적립 5%

VVIP 등급

코리아나 온라인 뷰티센터(www.beautycenter.co.kr)에서 해당 이벤트에 참여한 
 VIP·VVIP 등급 고객 중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 제공됩니다. (연 1회 관람 가능)

제휴카드 멤버십 고객과 마일리지를 소유한 모든 고객은 코리아나 온라인 뷰티센터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 멤버십 고객은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신제품 체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혜택 1

혜택 2

혜택 3

혜택 4



내 피부를 위한 더 나은 뷰티 공간, Better than 코리아나 뷰티센터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고 싶다면 가까운 코리아나 뷰티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스마트 피부 측정기를 
통해 피부 상태를 확인 후, 방문 고객을 위한 맞춤 상담을 진행합니다. 제품 구입과 함께 피부 케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에서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도 뷰티센터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뷰티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가까운 뷰티센터를 찾아보세요.

 잠실점 02-3431-6521

 신논현역1호점 02-532-4607

 미아점 02-2243-0315

 관양점 031-426-9560

 부평점 032-503-0194

 원주반곡점 033-747-6892

 원주무실점 033-735-7377

 구미원평점 054-453-9153

 안동2호점 010-3302-1361

 진해점 055-542-2705

 진주2호점 055-752-0333

 창원점 055-289-8210

 삼산점 052-257-7364

 대구대봉점 053-427-7779

 대구수성점 053-741-2058

 울산중구점 052-265-5185

코리아나 뷰티센터 
삼산점

 천안신부점 041-557-8990

 동구점 052-251-6650

 동교미래프라자1호점 010-8009-7054

 전주1호점 063-273-5577

 역삼메이플타워1호점 010-7139-0430

 역삼메이플타워2호점 02-6338-0502

무료 피부 측정 

전문적인 상담

제품 구입에 따른 피부 케어 서비스  

홈케어 제품 구매

차 한잔의 여유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만남의 공간

Better than 코리아나 뷰티센터스마트 피부 측정기 도입

코리아나 뷰티센터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피부 

측정기로, 피부 표면을 3D 이미지화하여 피부 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분, 유분, 모공, 주름, 탄력, 색소 침착, 피부톤, 

피부온도까지 총 8가지의 피부 상태를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코리아나 뷰티센터 예약 안내

제품 구매에 따른 케어 서비스와 피부 측정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뷰티센터를 확인하여 전화 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황금홍삼의 진한 기운이 활력 넘치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고영양  

앰플 에센스 기획

자인 생기 진 에센스 기획 150,000원
생기 진 에센스 [주름개선 기능성] 50ml / 150,000원

 생기 진 수면팩 [주름개선 기능성] 100ml

수분 통로로 전해지는 풍부한 수분감이 오랫동안 촉촉한 피부를 

선사하는 기초 2종 기획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2종 기획 100,000원
모이스처 솔루션 토너(촉촉한 타입) 200ml / 48,000원 

모이스처 솔루션 에멀션 120ml / 52,000원

 파워셀 에센스 에스 [주름개선·미백 기능성] 10ml 
  모이스처 솔루션 세럼 8ml 

  모이스처 솔루션 크림 10ml 

부드럽고 편안한 터치감과 향으로 품격 있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남성 기초 2종 기획

라비다 옴므 2종 기획 90,000원
옴므 스킨 150ml / 40,000원 

옴므 멀티솔루션 [주름개선 기능성] 100ml / 50,000원

 옴므 스킨 33ml 
 옴므 멀티솔루션 [주름개선 기능성] 33ml

캐비어 콜라겐 추출 성분 88%가 함유된 리프팅 세럼과 실 콜라겐TM이 함유된  

리프팅 크림이 탄력을 선사하는 세럼 & 크림 기획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세럼 크림 기획 176,000원
콜라겐 솔루션 세럼 [주름개선 기능성] 40ml / 88,000원 

콜라겐 솔루션 크림 [주름개선 기능성] 50ml / 88,000원

 콜라겐 솔루션 세럼 [주름개선 기능성] 40ml

천정팔진단TM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생기를 채워주는 한방 기초 2종 기획

 

자인 생기 2종 기획 129,000원
생기 수 150ml / 64,000원 ┃ 생기 유액 125ml / 65,000원

 생기 결 젠틀 클렌징 폼 30ml / 생기 연 에센스 5ml 
  생기 연 크림 5ml / 생기 진 수면팩 [주름개선 기능성] 30ml

NEW

밀도 높은 영양감이 피부를 착 감싸주어 풍부한 윤기와 매끈한 탄력을  

선사하는 고영양 크림 기획

라비다 인리치 솔루션 크림 기획 120,000원
인리치 솔루션 크림 [주름개선 기능성] 50ml / 120,000원

 인리치 솔루션 세럼 [주름개선 기능성] 8ml 
  인리치 솔루션 아이크림 [주름개선 기능성] 5ml 

  인리치 솔루션 크림 [주름개선 기능성] 10ml

라비다Ⅰ피부 근원부터 빛나는 셀광피부를 위한 선물

자인Ⅰ끊임없는 흐름으로 피부 본연의 생기를 되찾아 주는 프리미엄 한방 선물



모발과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한방 영양 성분을 담은 프리미엄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 세트

코리아나 활 다윤모 두피 클리닉 샴푸 세트 58,000원
활 다윤모 두피 클리닉 샴푸 [탈모 완화 기능성] 400ml X 2ea

 활 다윤모 두피 클리닉 샴푸 [탈모 완화 기능성] 400ml

*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아침 이슬을 가득 머금은 프레쉬 가든의 싱그러운 그린잎과  

플로럴 향이 살결에 촉촉하게 스며드는 보디 기획

코리아나 프레쉬 가든 보디 기획  39,000원
프레쉬 가든 보디 클렌저 300ml 

프레쉬 가든 보디 에센스 300ml

 프레쉬 가든 보디 클렌저 300ml

노니추출물, 캐비아추출물, 아데노신으로 구성된 타임펜스  

콤플렉스가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스킨케어 세트

코리아나 타임펜스 스킨케어 세트 60,000원
타임펜스 토너 [주름개선 기능성] 140ml / 20,000원 

타임펜스 에멀션 [주름개선 기능성] 140ml / 20,000원 

타임펜스 크림 [주름개선 기능성] 30ml / 20,000원

발효녹두와 흑효모를 담아 맑고 깊은 피부로 케어하는 남성 기초 2종 기획

발효녹두 옴므 맑고 깊은 2종 기획  58,000원
옴므 맑고 깊은 토너 180ml / 29,000원 

옴므 맑고 깊은 에멀션 150ml / 29,000원

 옴므 깨끗한 폼클렌징 50ml

효소를 더한 발효녹두의 맑은 숨결을 전하는 기초 2종 기획

발효녹두 맑은 기초 2종 기획  58,000원
맑은 토너 180ml / 29,000원 

맑은 에멀션 150ml / 29,000원

 더 깨끗한 폼클렌징 30ml 
  깨끗한 클렌징 로션 30ml

한층 업그레이드 된 6년근 고농축 홍삼 진액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스틱 타입의 홍삼 제품

웰빙라이프 데일리 홍삼 진액 플러스 120,000원
10g X 30포 [1개월 분]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이 면역력 증강, 항균 작용,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주는 제품

웰빙라이프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라임 390,000원
280mg X 270캡슐 [45일 분]

제주산 발효 태반이 함유되어 지친 현대인의 원기회복을 돕는 제품

웰빙라이프 발효 태반 V 앰플	 250,000원
20ml X 30병 [1개월 분]

NEW NEW

보디 클렌저와 샴푸, 키토산이 함유된 덴탈 제품을 한 번에 구성해  

토탈 케어를 선사하는 기획 세트

웰빙라이프 뷰티 & 덴탈 기획	 35,000원
코리아나 화이트 블라썸 보디 클렌저 200ml 

코리아나 화이트 블라썸 샴푸 200ml 

키토켈링 듀얼케어 치약 [의약외품] 135g X 2ea 

키토가글 [의약외품] 250ml

특별기획가

발효녹두Ⅰ발효녹두의 맑은 숨결을 담아 피부에 순한 영양을 가득 채우는 선물

코리아나Ⅰ윤기 있는 피부와 건강한 보디, 두피를 위한 선물

웰빙라이프Ⅰ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한 선물



주름
개선

미백

주름
개선

미백

주름
개선

주름
개선

미백119
에센스 

라비다 파워셀 케어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product guide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앰플 마스크 
30ml x10ea / 100,000원
럭셔리 타임리커버리의 
유효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바이오 셀룰로오스
프리미엄 마스크

주름
개선

미백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듀얼 앰플 
(270mg+8ml) x 4ea   
/ 500,000원
여러가지 피부 고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4주 프로그램 앰플

파워셀 코어 크림 
50ml / 125,000원
파워셀 코어™ 성분이 
피부 코어의 힘을 
케어하여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이중기능성 크림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에센셜라이저 
150ml / 120,000원
펩타이드 복합체와
파워셀™ 성분, 콜로이달 골드 
성분이 기품있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고품격 토너

클린 솔루션
클렌징 오일
200ml / 50,000원
라비다더스트오프™가
함유되어 진한 메이크업
및 노폐물을 말끔히
클렌징 해주는
클렌징 오일

주름
개선

미백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크림 
50ml / 450,000원
여러가지 피부 고민을
케어해주는 럭셔리 
이중기능성 크림

클린 솔루션 
웨이크업 젤 클렌저 
180ml / 38,000원
밤 사이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아침을 촉촉하고

상쾌하게 깨워주는

약산성 젤 클렌저

파워셀 에센스 에스 
80ml / 95,000원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시키는 시그날로좀™

이 함유되어 맑고 투명한 첫 피부로 깨워주는

퍼스트 에센스

파워셀 마스크 에스
25mlx6ea / 48,000원
파워셀 에센스 에스의

유효 성분인 시그날로좀TM 

을 그대로 담아 촘촘한 

밀착력과 보습력으로 

피부를 가꾸어주는 마스크

HIT

라비다 클린 솔루션

클린 솔루션
클렌징 폼 
180ml / 35,000원
라비다더스트오프™가
함유되어 미세먼지를
98.2% 제거해주고 더블 
스크럽으로 각질을
케어해주는 클렌징 폼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쿠션 SPF50+/ PA+++
15g(본품) x1ea + 15g(리필) x1ea
 / 130,000원 (교체품 55,000원)

럭셔리 타임리커버리의 유효 성분과 

다이아몬드 파우더가 만나 아름다운 

피부를 연출해주는 프레스티지 쿠션

주름
개선미백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미백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아이크림 
25ml / 280,000원
다양한 눈가 고민을 
케어하여 환하고 탄력 
있는 눈가로 가꾸어주는 
이중기능성 아이크림

주름
개선

미백

IR52 장영실상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굿디자인(GD) 어워드

펜타워즈 어워드

파워셀 에센스 미스트 기획
75ml(본품)x1ea + 75ml(리필)x1ea
/ 70,000원
빙하수와 시그날로좀™ 성분이 

미세하게 분사되어 투명하고

생기 넘치는 첫 피부로

가꾸어주는 미스트

상시운영

주름
개선

미백

클린 솔루션  
필링 매직 
100ml / 25,000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케어하여 매끈한  
피부결로 가꾸어주는 
딥 클렌징 제품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세럼
40ml / 300,000원
외부 환경으로부터 손상되어

메마르거나 노화된 피부를

개선하는 데일리 항노화 세럼



라비다 인리치 솔루션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주름
개선

CCM 인증기업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 기업입니다.

•코리아나의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eautycenter.co.kr•상담 및 구입문의  080-022-5013

콜라겐 솔루션 
크림
50ml / 88,000원
실 콜라겐이 함유되어
무너진 탄력 기둥을 
촘촘히 세워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리프팅 크림

모이스처 솔루션  
슬리핑 팩
100ml / 70,000원
멜라토닌 리포솜과 

모이스트 필링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푹 자고

일어난 듯 생기 있고  

매끈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슬리핑 팩

모이스처 솔루션 
젤 크림 
50ml / 60,000원
건조하고 지친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적셔주는
수분 전용 크림

주름
개선

콜라겐 솔루션 
아이 크림 
10mlx2ea / 88,000원
무너진 눈가 피부에 
맞춤 타겟팅 콜라겐
으로 탄력을 부여하는 
리프팅 아이 크림

모이스처 솔루션
앰플 
15mlx4ea / 
200,000원
발효 히아루론산 
성분을 함유한
집중 고보습 앰플

모이스처 솔루션 
마스크
25mlx6ea
 / 40,000원
(100%순면, No표백, No형광) 

건조하고 지친 
피부에 수분감과 
활력을 주는 
고보습 시트 마스크

모이스처 솔루션 
크림 
50ml / 60,000원
푸석하고 자주 
당기는 피부를 위한 
풍부한 사용감의 
윤기 보습 크림

모이스처 솔루션 
세럼 
40ml / 65,000원
차오르는 보습감을
오래도록 유지
시켜주는 보습 세럼

모이스처 솔루션 
에멀션 
120ml / 52,000원
부드럽고 촉촉한 감촉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보습 에멀션

모이스처 솔루션 
토너 (촉촉한 타입) 
200ml / 48,000원
건조한 피부에 
촉촉함을 선사하는 
에센스 타입의 
수분 코팅 토너

주름
개선

콜라겐 솔루션 
세럼 
40ml / 88,000원
캐비어 콜라겐 추출  
성분 88%가 함유된 
형상기억 제형이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리프팅 세럼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주름
개선

주름
개선

인리치 솔루션 아이크림  
25ml  / 95,000원
펴바르는 순간 풍부한 

영양감이 사르르 녹아들어 

메마른 눈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고영양 아이크림 

콜라겐 솔루션 앰플 
(8ml+0.8ml)x4ea  
/ 350,000원
마이크로 총알 콜라겐의  

탄력 시너지로 늘어진 

탄력을 끌어올리는 4주 

프로그램 앰플

NEW

HIT

모이스처 솔루션 
토너 (산뜻한 타입) 
200ml / 48,000원
번들거리는 피부에 
산뜻함을 선사하는 
수분 토너

인리치 솔루션 세럼 
40ml / 130,000원
마치 오일처럼 부드럽게 

스며들어 속깊은 보습과 

탄력을 채워주는  

고영양 세럼

NEW

주름
개선

주름
개선

인리치 솔루션 크림  
50ml  / 120,000원
밀도 높은 영양감이 피부를 착  

감싸 주어 풍부한 윤기와 매끈한 

탄력을 선사하는 고영양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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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다 라인 솔루션 

자인 불로

자인 생기 (기본)

HIT

주름
개선

라인 솔루션 
바디핏 세럼   
225ml / 180,000원
수분 드레이닝 효과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듯 
바디를 탄탄하게 관리해주는
프리미엄 바디 세럼

라인 솔루션 
바디핏 크림   
225ml / 220,000원
탄력 넘치고 매끈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프리미엄 바디 크림

라인 솔루션 
퍼퓸드 코롱 
미드나잇 홀릭  
130ml / 45,000원
센슈얼하고 매혹적인
순간을 표현한
퍼퓸드 코롱

라인 솔루션 
퍼퓸드 코롱 
스위티 부케  
130ml / 45,000원
첫키스의 부드럽고 
달콤한 설렘을 담은 
퍼퓸드 코롱

라인 솔루션 
퍼퓸드 보디 샤워  
330ml / 35,000원
은은한 향기와 
풍부한 거품이 
황홀한 배스타임을 
선사하는 퍼퓸드 
보디 샤워

라인 솔루션 
퍼퓸드 보디 로션  
330ml / 35,000원
매혹적인 향기와 
촉촉하고 부드러운 
텍스처의 퍼퓸드 
보디 로션

주름
개선

미백

불로 앰플
11mlx4ea / 650,000원
피부 고민을 집중적으로 
다스려 주는 고품격 
프리미엄 한방 앰플

불로 크림
50ml / 350,000원
산삼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과 시로미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이 함유된 
프리미엄 한방 크림

주름
개선

미백

생기 유액
125ml / 65,000원
천정팔진단™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생기를 이끌어주는 
필수 유액

생기 수 
150ml / 64,000원
천정팔진단™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생기를 이끌어주는 
필수 화장수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블러셔
38,000원
얼굴에 자연스러운

입체감과 화사함을
부여해주는 4컬러 
멀티 블러셔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롱래쉬 마스카라 
32,000원
우수한 롱래쉬 효과와 
속눈썹 고데기를
한 듯한 컬링력을 
자랑하는 롱래쉬 &
컬링 마스카라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섀도우 
40,000원
레이어링 할수록 눈가를

환하게 밝혀주면서
생기 있고 입체적인
눈매 연출이 가능한 
입체 셀광 아이섀도우

01호 딥 브라운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아이브로우 
20,000원 (교체품 14,000원)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섬세한 눈썹을
연출해주는 삼각타입의
아이브로우 펜슬

딥 브라운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펜슬 라이너
22,000원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오랫동안 그윽한 눈매를 
연출해주는 워터프루프 
오토 펜슬 아이라이너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볼륨 마스카라 
32,000원
오랫동안 풍성하고 
매력적인 눈매를 
연출해주는 롱래스팅
볼륨 마스카라

01호 블랙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리퀴드 라이너 
28,000원
‘탱탱브러쉬’가 
선명하고 정교한 눈매를 
연출해주는 롱래스팅
리퀴드 아이라이너01호 스파클링핑크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립글로스 
27,000원
촉촉하고 탱탱해 보이는 
입술로 연출해주는 
촉촉 셀광 립글로스



자인 생기 결 (클렌징)

자인 천녀목란 빛 (미백ㆍ수분) 자인 단유 (메이크업)

자인 생기 연 (보습ㆍ진정)

자인 생기 진 (주름ㆍ영양)

HIT
생기 결 
멜팅 오일 클렌저
200ml / 40,000원
피부에 녹아들어 진한 
메이크업도 부드럽게 
지워주는 멜팅 오일 
클렌저

생기 결 
젠틀 클렌징 폼
150ml / 35,000원
부드럽고 순한 거품으로
섬세하게 클렌징 해주는 
클렌징 폼

생기 연 오죽앰플
15mlx4ea / 220,000원
오죽여와 보습장벽환의 

만남으로 빛나는 보습을 

선사하는 캡슐 앰플

생기 연 에센스 
50ml / 90,000원
다양한 외부 환경에
의해 예민해진 피부를 
집중적으로
진정시켜주는
진정 보습 에센스

생기 연 크림
50ml / 90,000원
부드러운 발림과 빠른 
흡수력으로 풍만한 
수분감을 선사하는
깊은 보습 크림

주름
개선

생기 진 황금앰플
2mlx28ea / 320,000원
황금진액과 금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보양 앰플

HIT

주름
개선

생기 진 에센스 
50ml / 150,000원 
놀라운 밀착력으로  
피부에 스며들어 탄력을  
집중 케어해주는 고영양  
앰플 에센스

주름
개선

주름
개선

주름
개선

생기 진 크림
50ml / 150,000원
흘러가는 세월로 

잃어버린 윤기와

탄력을 부여하는 
한방 영양 크림

생기 진 수면팩
100ml / 55,000원
영양 공급으로 밤사이 

주름과 탄력을 집중 

관리해주는 한방

영양 수면팩

생기 진 아이크림
20ml / 120,000원
백자순환봉이

결합되어 섬세한
눈가 마사지가 가능한
한방 아이크림

미백

천녀목란 빛 
앰플에센스
50ml / 150,000원
피부를 케어하여 화사한 

피부 빛을 선사하는

미백 앰플에센스

미백

천녀목란 빛 크림
50ml / 150,000원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빛 광채 피부로 

가꾸어주는 미백 크림

비취색

단유
메이크업 베이스 
SPF21/PA+
40ml / 50,000원
피부를 화사하게 
보정해주는 삼중 
기능성 한방 베이스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미백

단유 
크림 파운데이션
SPF26/PA++  
40ml / 50,000원
부드러운 사용감과 
커버력이 뛰어난 
한방 크림 파운데이션

21호 23호

단유 투웨이 케이크
SPF35/PA++ 
15g / 55,000원
(교체품 40,000원)

화사함을 가득 담아

기품있는 아름다움으로 
연출시켜 줄 프리미엄 
투웨이 케이크 

자외선
차단 21호 23호

•공식 홈페이지  www.beautycenter.co.kr 

•상담 및 구입문의  080-022-5013

•코리아나 화장품의 모든 제품은 코리아나 뷰티센터 또는 뷰티 매니저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코리아나 뷰티 매니저 또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온라인 공식몰을 통해 구입하지 않은 제품은 유통 과정상 용기 및 내용물 훼손,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사용에 따라 고객님께 발생 가능한 안전성 등의 문제에 대해 보장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외선
차단 01호

단유 
파우더 SPF25/PA++   
28g / 55,000원 
(교체품 40,000원)

부드럽고 고운 입자가 
가녀린 피부 화색을 
표현해주는 한방 파우더 



코리아나 활 다윤모

발효녹두 맑은

코리아나 스페셜 케어

코리아나 진정

코리아나 타임펜스

코리아나 핸드

코리아나 포인트 메이크업

코리아나 글램3

코리아나 여성 청결제

HIT

파우더리 스파 
170g / 22,000원
알칼리 온천수의 
건강하고 깨끗한 기운을 
담은 홈스파용
세안 겸 입욕제

바블바스 로즈마리
500ml / 23,000원
상쾌한 로즈마리 향의
보디 클렌저 겸용 
거품 입욕제

보디 트리트먼트 오일 
140ml / 40,000원
인도 아유르베다의 

성분을 활용한
부드러운 롤링감의 
보디 마사지 오일

알로에 수딩 젤 
150ml / 35,000원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알로에 추출물이

함유된 젤

주름
개선

핸드 리커버리 
트리트먼트   
75ml / 24,000원
보습, 안티링클, 브라이트닝, 
피부 보호 기능의 핸드크림

포밍 뷰티 클렌저액 
200ml / 30,000원
편리한 무스 타입의
여성 청결제

젤리드 뷰티 
클렌저액 
250ml / 30,000원
상쾌한 페퍼민트 향의 
젤 타입 여성 청결제

탈모
완화

탈모
완화

루시드 터치 
퓨리파잉 
립&아이 리무버
120ml / 22,000원
진한 메이크업 클렌징을

도와주는 촉촉한 포인트 
메이크업 리무버

활 다윤모 
로얄 실키 오일 
120ml / 35,000원
손상된 모발에 빠르게

영양을 공급하여 

윤기와 탄력을

선사하는 헤어 오일

21호 라이트 베이지

23호 내추럴 베이지
자외선
차단

스킨 핏 에센스
에이치디  팩트 
SPF40/PA+++
35,000원 (교체품 27,000원)

가벼운 사용감과 우수한 
커버력으로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팩트

활 다윤모 
두피 앰플액 
120ml / 65,000원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

건강한 두피로 케어해주는

농축 두피 앰플액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맑은 토너
180ml / 29,000원
발효녹두 성분 함유로

피부에 더욱 순하고

촉촉한 토너

맑은 에멀션
150ml / 29,000원 
발효녹두 성분 함유로

피부에 더욱 순하고

촉촉한 에멀션

활 다윤모 두피 클리닉 샴푸 세트
58,000원

모발과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한방 영양 성분을 

담은 프리미엄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 세트

활 다윤모 두피 클리닉 샴푸 400mlx2ea
       활 다윤모 두피 클리닉 샴푸 400ml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증 정

HIT

코리아나 타임펜스 스킨케어 세트
60,000원

푸석하고 탄력잃은 피부에 풍부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스킨케어 세트 

주름
개선

타임펜스 토너 140ml / 20,000원

타임펜스 에멀션 140ml / 20,000원

타임펜스 크림 30ml / 20,000원



발효녹두 영양가득 발효녹두 깨끗한

발효녹두 순한베베

HIT

HIT

HIT

맑은 크림
50ml / 32,000원
발효녹두의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순한 크림

맑은 에센스
40ml / 33,000원
발효녹두의 촉촉함을 
가득 담은 에센스

주름
개선

영양가득 크림
50ml / 40,000원
발효녹두의 영양감이 
가득 느껴지는 
쫀쫀한 크림

영양가득 
마사지 크림
300ml / 30,000원
발효녹두의 쫀쫀한 
영양감을 전해주는 
마사지 크림

더 깨끗한 
폼클렌징
150ml / 20,000원
효소를 더한

발효녹두가

미세한 거품으로

깨끗한 클렌징을

선사하는 폼클렌징

깨끗한 
클렌징 워터
400ml / 28,000원
순한 발효녹두와 
산뜻한 사용감으로 상쾌한 
클렌징감을 선사하는
순수 클렌징 워터

깨끗한 
클렌징 로션
250ml / 23,000원
순한 발효녹두와 
올리브 유래 
식물성 유화제의 
조화로 부드러운 
클렌징을 도와주는 
클렌징 로션

깨끗한 산소구름 마스크
23mlx8ea / 30,000원
몽글거리는 산소구름 제형이 피부를 환하게 
가꾸어주는 신개념 워시오프 시트 마스크

순한베베 워시 & 샴푸
355ml / 32,000원
발효녹두로 부드럽고

순하게 클렌징해주고 

태지유사성분으로 촉촉함을 

그대로 남겨주는 아기 

피부와 친숙한 워시 겸 샴푸

순한베베 로션
200ml / 35,000원
발효녹두와 태지

유사성분이 함유되어 
부드럽고 촉촉하게 
아기 피부를
지켜주는 로션

순한베베 크림
165ml / 40,000원
발효녹두와 태지유사성분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피부를 

지켜주고 식물성 오일과

버터 성분이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고보습 크림

맑은 마스크
25mlx5ea / 20,000원
발효녹두의 맑음을 100% 
셀룰로오즈 시트에 그대로 
담아 섬세한 밀착과 보습 
전달로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마스크

발효녹두 옴므 맑고 깊은

옴므 맑고 깊은
토너
180ml / 29,000원
발효녹두의 맑음과 흑효모의 

깊은 보습을 담아 거친

남성 피부를 순하게 

진정시켜주는 남성전용 토너

옴므 맑고 깊은 
에멀션
150ml / 29,000원
발효녹두의 맑음과 흑효모의 

깊은 보습을 담아 거친

남성 피부에 활성보습을 전해 

보다 건강하게 보호하는 

남성전용 에멀션

•공식 홈페이지  www.beautycenter.co.kr 

•상담 및 구입문의  080-022-5013

•코리아나 화장품의 모든 제품은 코리아나 뷰티센터 또는 뷰티 매니저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코리아나 뷰티 매니저 또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온라인 공식몰을 통해 구입하지 않은 제품은 유통 과정상 용기 및 내용물 훼손,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사용에 따라 고객님께 발생 가능한 안전성 등의 문제에 대해 보장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웰빙라이프 웰에이징 솔루션

웰빙라이프 바이탈 솔루션

HIT

HIT

데일리 홍삼 진액 플러스 
10gx30포 / 120,000원 (1개월 분 )

한층 업그레이드 된 6년근 고농축  

홍삼 진액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스틱 타입의  

홍삼 제품

나토 올리브 프라임
84g (900mgx60정) + (500mgx60캡슐)
/ 260,000원 (2개월 분)

나토균 배양분말, 

올리브잎주정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발효 태반 V 앰플
20mlx30병 / 250,000원 (1개월 분 )

제주산 발효 태반이 함유되어 
지친 현대인의 원기회복을 돕는 제품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라임
280mgx270캡슐

 / 390,000원 (45일 분)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이 면역력 

증강, 항균 작용,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주는 제품

참 백수오
500mgx60캡슐x2병 / 160,000원 (2개월 분)

까다롭게 관리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비오틴, 
비타민 E, 구리를 과학적으로 사용하여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슈퍼 밀크씨슬
720mgx60캡슐 / 90,000원 (2개월 분 )

밀크씨슬이 함유되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파워 루테인 지아잔틴
600mgx60캡슐 
/ 90,000원 (2개월 분 )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망간이 
함유되어 눈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품

파워 관절케어
800mgx60정 / 90,000원 (1개월 분 )

식물성 원료인 보스웰리아
추출물이 함유되어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멀티 비타민&미네랄
1,500mgx75정
/ 50,000원 (75일 분 )

비타민 13종, 미네랄 9종,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균형 잡힌 영양상태로
관리해주는 제품

슈퍼 칼슘 마그네슘
540mgx240정 / 70,000원 (2개월 분)

우수한 흡수율의 트리플 칼슘 콤플렉스와 
이상적인 배합의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아사이베리맛 비타민 C
700mgx60캡슐 
/ 70,000원 (2개월 분 )

항산화 과일인 아사이베리와
하루권장량 200%의 
비타민 C를 동시에 섭취 
가능한 제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4

커뮤니케이션 패키지 디자인 부문 수상작 : 웰빙라이프



HIT

의약외품

웰빙라이프 뷰티 & 다이어트 솔루션

파워 비타민 D
500mgx60정 
/ 30,000원 (2개월 분 )

칼슘과 인 형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와 이너뷰티까지 
케어해주는 제품

혼합 유산균
350mgx60캡슐 
/ 70,000원 (2개월 분 )
유산균 10종을 한 캡슐당 
200억 마리 투입하여 
장건강을 케어하는 제품

파워 오메가 3
900mgx60캡슐 
/ 60,000원 (2개월 분 )

고순도70%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한 
크릴새우오일로 혈행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헬시 콜라겐 젤리 3000
25gx15포 / 50,000원
피부의 탄력을 관장하는 
트리플 명품 콜라겐이 
3000mg 함유된 콜라겐 젤리

커피맛

헬시 슬리밍 라인 업
다이어트 티
5gx30포 / 28,000원
풍부한 커피향과 함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티 

레몬맛

헬시 슬리밍 라인 업 
다이어트 티
5gx30포 / 28,000원
상큼한 레몬맛을 즐기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티

키토켈링
듀얼케어 치약  [의약외품] 

135gx4ea / 36,000원
치태(프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치석형성 예방에
도움을 주는 치약 

키토가글  [의약외품] 

780ml / 15,000원
키토산이 충치 예방과 구강 

악취 제거에 도움을 주는 

신개념 노폐물 치석 흡착가글

•공식 홈페이지  www.beautycenter.co.kr 

•상담 및 구입문의  080-022-5013

•코리아나 화장품의 모든 제품은 코리아나 뷰티센터 또는 뷰티 매니저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코리아나 뷰티 매니저 또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온라인 공식몰을 통해 구입하지 않은 제품은 유통 과정상 용기 및 내용물 훼손,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사용에 따라 고객님께 발생 가능한 안전성 등의 문제에 대해 보장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HIT

헬시 슬리밍 굿변 화이버
6gx28ea / 55,000원 (14일 분)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어
내 몸을 가볍게 비워주는
굿변 & 다이어트 파우더

헬시 프로틴 업 쉐이크
900g (30gx30포) 
/ 150,000원 (1개월 분 )

건강에 좋은 단백질, 

다양한 비타민 B6, 비타민 C를  

과학적으로 사용하여 튼튼하고 

자신있는 몸으로 가꾸어주는

쉐이크 제품

헬시 슬리밍 파워 다이어트 앤 뷰티
42g (900mgx30정) + (500mgx30캡슐)
/ 165,000원 (1개월 분 )

그린커피빈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항산화 기능의 이중기능성 제품



웰빙라이프 웰에이징 솔루션

웰빙라이프 바이탈 솔루션

HIT

HIT

데일리 홍삼 진액 플러스 
10gx30포 / 120,000원 (1개월 분 )

한층 업그레이드 된 6년근 고농축  

홍삼 진액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스틱 타입의  

홍삼 제품

나토 올리브 프라임
84g (900mgx60정) + (500mgx60캡슐)
/ 260,000원 (2개월 분)

나토균 배양분말, 

올리브잎주정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발효 태반 V 앰플
20mlx30병 / 250,000원 (1개월 분 )

제주산 발효 태반이 함유되어 
지친 현대인의 원기회복을 돕는 제품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라임
280mgx270캡슐

 / 390,000원 (45일 분)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이 면역력 

증강, 항균 작용,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주는 제품

참 백수오
500mgx60캡슐x2병 / 160,000원 (2개월 분)

까다롭게 관리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비오틴, 
비타민 E, 구리를 과학적으로 사용하여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슈퍼 밀크씨슬
720mgx60캡슐 / 90,000원 (2개월 분 )

밀크씨슬이 함유되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파워 루테인 지아잔틴
600mgx60캡슐 
/ 90,000원 (2개월 분 )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망간이 
함유되어 눈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품

파워 관절케어
800mgx60정 / 90,000원 (1개월 분 )

식물성 원료인 보스웰리아
추출물이 함유되어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멀티 비타민&미네랄
1,500mgx75정
/ 50,000원 (75일 분 )

비타민 13종, 미네랄 9종,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균형 잡힌 영양상태로
관리해주는 제품

슈퍼 칼슘 마그네슘
540mgx240정 / 70,000원 (2개월 분)

우수한 흡수율의 트리플 칼슘 콤플렉스와 
이상적인 배합의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아사이베리맛 비타민 C
700mgx60캡슐 
/ 70,000원 (2개월 분 )

항산화 과일인 아사이베리와
하루권장량 200%의 
비타민 C를 동시에 섭취 
가능한 제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4

커뮤니케이션 패키지 디자인 부문 수상작 : 웰빙라이프



HIT

의약외품

웰빙라이프 뷰티 & 다이어트 솔루션

파워 비타민 D
500mgx60정 
/ 30,000원 (2개월 분 )

칼슘과 인 형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와 이너뷰티까지 
케어해주는 제품

혼합 유산균
350mgx60캡슐 
/ 70,000원 (2개월 분 )
유산균 10종을 한 캡슐당 
200억 마리 투입하여 
장건강을 케어하는 제품

파워 오메가 3
900mgx60캡슐 
/ 60,000원 (2개월 분 )

고순도70%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풍부한 
크릴새우오일로 혈행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헬시 콜라겐 젤리 3000
25gx15포 / 50,000원
피부의 탄력을 관장하는 
트리플 명품 콜라겐이 
3000mg 함유된 콜라겐 젤리

커피맛

헬시 슬리밍 라인 업
다이어트 티
5gx30포 / 28,000원
풍부한 커피향과 함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티 

레몬맛

헬시 슬리밍 라인 업 
다이어트 티
5gx30포 / 28,000원
상큼한 레몬맛을 즐기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티

키토켈링
듀얼케어 치약  [의약외품] 

135gx4ea / 36,000원
치태(프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치석형성 예방에
도움을 주는 치약 

키토가글  [의약외품] 

780ml / 15,000원
키토산이 충치 예방과 구강 

악취 제거에 도움을 주는 

신개념 노폐물 치석 흡착가글

•공식 홈페이지  www.beautycenter.co.kr 

•상담 및 구입문의  080-022-5013

•코리아나 화장품의 모든 제품은 코리아나 뷰티센터 또는 뷰티 매니저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코리아나 뷰티 매니저 또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온라인 공식몰을 통해 구입하지 않은 제품은 유통 과정상 용기 및 내용물 훼손,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 사용에 따라 고객님께 발생 가능한 안전성 등의 문제에 대해 보장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HIT

헬시 슬리밍 굿변 화이버
6gx28ea / 55,000원 (14일 분)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주어
내 몸을 가볍게 비워주는
굿변 & 다이어트 파우더

헬시 프로틴 업 쉐이크
900g (30gx30포) 
/ 150,000원 (1개월 분 )

건강에 좋은 단백질, 

다양한 비타민 B6, 비타민 C를  

과학적으로 사용하여 튼튼하고 

자신있는 몸으로 가꾸어주는

쉐이크 제품

헬시 슬리밍 파워 다이어트 앤 뷰티
42g (900mgx30정) + (500mgx30캡슐)
/ 165,000원 (1개월 분 )

그린커피빈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항산화 기능의 이중기능성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