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뷰티센터

서울(홍대) 02-3141-7901   경기(수원) 031-251-4521
대전/충청 043-263-1055   부산/경남 051-441-7750
대구/경북 053-256-6164   전주/전북 063-273-5577
강원 033-646-7240        제주 064-702-2133

코리아나 온라인 쇼핑몰 

www.beautycenter.c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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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9월 1일·통권 제 278호   발행인 유학수   등록번호 천안 마 00006   

발행처  (주)코리아나 화장품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4-4 (이의동) / 031-722-7000   
디자인 기획 / 제작  (주)스위치 코퍼레이션 경기도 분당구 판교역로 231 / 02-3475-1999  

인물 사진 이경렬 CUBE Studio   제품 사진 이기현 Laon Studio   
출력&인쇄 (주)애드샵컴퍼니

고객상담실 080-022-5013
상담가능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공휴일 제외)   

온라인 매거진 www.beautycenter.co.kr  

※ 본 책자에 게재된 사진과 글은 (주)코리아나 화장품과 (주)스위치 코퍼레이션의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품 구입 문의

080-022-5013
대표번호를 통해 가까운 뷰티센터를 안내 받은 후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September  October



라비다 루미너스 솔루션 페탈 컬러 립밤

백자국화문떡살 白磁菊花紋餠型
조선 19세기 | 높이 8cm / 4.3cm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소장

Falling in love with Autumn

가을 하늘에 수를 놓은 듯 생기와 은은함을 더하는  

라비다 루미너스 솔루션 페탈 컬러 립밤



⚫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크림이 더욱 특별해진 3가지 ⚫

모든 여성의 소망은 오래도록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앞에 점점 자신감이 사라진다면 새로운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크림에 주목해야 할 때다.  

지금껏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진보된 피부 과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탄생한  

NEW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크림으로 흐르는 세월 앞에 당당히 맞서보자.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크림
피부, 럭셔리에 경배하다

바이플럼핑™으로 탄력있게

스네이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탄생한 바이플럼핑™성분이  

피부를 탄력있게 케어

더 리커버리 팩터 프라임

12가지 성분으로 한층 강화된

더 리커버리 팩터 프라임이  

8가지 피부 고민 케어

힘있게 밀착되는 텍스처

피부에 펴 바르는 순간 힘있게  

밀착되어 견고하고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 주는 텍스처

신제품  10월 발매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크림 

[주름개선·미백 기능성] 50ml / 480,000원 

럭셔리가 선사하는 탄탄하고 견고한 피부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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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10월 발매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로즈 골드 토너 

[주름개선·미백 기능성] 150ml / 130,000원 

럭셔리 피부의 시작, 장미를 닮은 화사함과 골드의 영양을 담은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로즈 골드 토너

어린 생기를 전하는 

로즈 젬마 오일

고귀한 피부의 시작을 깨우는 

골든 에센셜 워터

한층 강화된

더 리커버리 팩터 프라임

장미의 꽃말은 열렬한 사랑과 아름다움.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로즈 골드 토너는 개화 직전의 장미 꽃봉오리  

상태에서 추출한 로즈 젬마 오일과 골든 에센셜 워터로 피부에 어린 생기를 전한다. 

매년 변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장미처럼 새롭게 발매되는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로즈 골드 토너로 고귀한 피부의 시작을 깨우자.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Rose Gold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로즈 골드 토너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

[주름개선·미백 기능성] 80ml / 95,000원

셀을 활성화시키는 세포 신호전달에 주목한 파워셀™성분을 국내 최초 개발하여

피부 근원요소부터 건강하게 케어한다는 피부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라비다.

제품 속에 담긴 진실함과 기술력으로 소비자의 사랑을 꾸준하게 받고 있다.

라비다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 

9년 연속 수상

라비다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 

9년 연속 수상

소비자가 직접 선정한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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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사람은 피부 미남’이라는 말이 있듯이 경쟁력 있는 외모는 남성의 사회생활,  

대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다. 긴 여름을 지새우고  

가을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여름 내 땀과 자외선에 의해 남성의 피부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  

여기에 술과 담배,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피부에 전해지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귀찮다, 끈적인다는 핑계로 스킨 하나 제대로 바르지 않았다면,  

올가을 라비다 옴므로 경쟁력 있는 피부로 탈바꿈하자.

라비다 옴므
피부, 남자의 성공을 이야기하다

Type 1  
민감한 피부엔  

라비다 옴므 스킨  
150ml / 40,000원

고민되는 남성 피부 타입 별 라비다 옴므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 에너지 

충전!

면도와 세안 후 건조해진 피부에 

보태니컬 콤플렉스가 풍부한 수분 

을 공급하고 마카추출물이 활력 

에너지를 주어 편하고 촉촉한  

상태로 케어해 준다.

Type 1 

Ty
pe

 3
 

Type 2

Type 3  
번들거리는 피부엔  

라비다 옴므 멀티 아쿠아  
[미백 기능성] 100ml / 58,000원

스킨, 로션, 에센스를 한 병으로  

간편하게!

한 번의 사용으로 스킨, 로션, 에센스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젤 타입의 

제품으로 후박 추출물이 칙칙한  

피부톤을 환하게 관리해 준다. 
Type 2  
건조하고 거친 피부엔  

라비다 옴므 멀티솔루션  
[주름 개선 기능성] 100ml / 50,000원

4 in 1 기능을 담은 스마트한 멀티 에센스! 

네 가지 기능을 한 병에 담은 젤 타입의  

에센스로 리프레싱, 보습 유연, 브라이트닝  

효과는 물론 우방자 추출물이 피부 주름에  

관여해 피부를 탄력있고 생기있게 가꾸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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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므 솔루션



여름에서 가을로 점점 가까워가는 지금, 새로운 향기가 부쩍 그리워진다.

마냥 시원하고 산뜻한 향보다는 깊고도 로맨틱한 향으로 가을 여신으로의 변신을 기대해보자.

올가을 향기에 물들다

라비다 퍼퓸드 코롱

달콤하고 부드러운 첫사랑의 향기

첫 키스의 부드럽고 달콤한 설렘을 담은 스위티 부케는 달콤하고 포근한 향기가 온몸을 감싸  

꽃밭을 거니는 듯 사랑스러운 여성을 표현한다.

관능적이고 우아한 밤의 여신

아찔하고 관능적인 향기가 여성스러움을 극대화 해주는 미드나이트 홀릭은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밤의 여신으로 빛나는 유혹적인 순간을 연출한다.

라비다 라인 솔루션 퍼퓸드 코롱 미드나잇 홀릭  

130ml / 45,000원

라비다 라인 솔루션 퍼퓸드 코롱 스위티 부케 

130ml /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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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솔루션



뿌리에서 찾은 황금홍삼의 영양,  

자인 생기 진 에센스

귀한 약재로 채워진 황금진액에 영지버섯, 상황버섯의 

익수단 처방이 피부 활력을 선사한다.

[주름 개선 기능성] 50ml / 150,000원

·대상: 평균 연령 30세 이상 23명 여성     ·기간: 2016년 6월(4주간)     ·기관: 한국피부임상과학연구소

자인 생기 진 에센스 

4주간의 놀라운 피부 변화!

[ 진피 치밀도 ] [ 탄력 채움 ] [ 볼 부위 리프팅 ]

사용 전 4주 사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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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영양과 수분으로 채워지는 윤기와 탄력,  

자인 생기 진 크림

선결 순환 탄력환이 피부 탄력을 케어하고 윤기와 수분을 빠르게 채워  

촉촉하면서도 매끄러운 피부결로 가꾸어 준다.

[주름 개선 기능성] 50ml / 150,000원

바스락바스락 낙엽들이 힘없이 부서지는 가을.

가을이면 건강을 위한 보약을 챙기듯 생기 잃은 피부에도  

보약 같은 제품이 필요하다. 

자인 생기 진은 천정팔진단™이 피부의 근본을 다지고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인 황금홍삼의 기운을 담아 피부에 활력을 선사한다. 

고귀한 약재를 가득 담아낸 생기 진 영양 보습 솔루션으로  

흔들림 없는 탄탄한 피부로 관리해 보자.

뿌리에서 찾은 황금홍삼의 영양

자인 생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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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 진



The best gift
for your health

The best gift
for your health

바이러스 & 오염 시대 필수템!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라임

들쑥날쑥한 기온과 유해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 어떤 건강 위기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면역을 가져야 한다. 콜레스테롤 개선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으로 관리해 주는 웰빙 

라이프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라임은 국내산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산을 80%나 함유했을 

뿐 아니라 헛개나무 추출물과 유기농 곡물 효소가 건강의 시너지를 더해 준다. 

웰빙라이프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라임

‘몸의 기둥’ 뼈, 굳건하게 지키는 법! 슈퍼 칼슘 마그네슘 

뼈는 나이가 들수록 약해진다. 뼈에는 칼슘, 인 등의 무기질 성분이 있는데, 30대 후반부터  

뼈 속 무기질 양이 점점 줄어들어 무르게 변한다. 슈퍼 칼슘 마그네슘은 흡수력이 높은 천연  

유래 트리플 칼슘을 담아 뼈 건강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상적인 배합 

으로 칼슘의 효능에 날개를 달아준다. 100세 시대, 삶의 후반기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뼈  

건강을 잘 지켜야 한다.

웰빙라이프 
슈퍼 칼슘 마그네슘

웰빙라이프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라임 

280mgx270캡슐 / 390,000원(45일 분) 

웰빙라이프 슈퍼 칼슘 마그네슘  

540mgx240정 / 70,000원(2개월 분)

The best gift
for your health

The best gift
for you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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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에이징·바이탈 솔루션



증정

증정

NEW

증정

증정

증정

증정

증정

라비다Ⅰ피부 근원부터 빛나는 셀광피부를 위한 선물

발효녹두Ⅰ발효녹두의 맑은 숨결을 담아 피부에 순한 영양을 가득 채우는 선물

코리아나Ⅰ윤기 있는 피부와 건강한 보디, 두피를 위한 선물

자인Ⅰ끊임없는 흐름으로 피부 본연의 생기를 되찾아 주는 프리미엄 한방 선물

웰빙라이프Ⅰ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위한 선물

NEW

증정

증정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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