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vember  December

제품 구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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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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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NOVEMBER │ DECEMBER
발행일 2022년 11월 1일·통권 제 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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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02-3475-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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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nd Porcelain Bell 

Hungary | 높이 10.3cm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소장

건조하고 메마른 겨울
피부를 위한 수분 가득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앰플



생기있게 빛나는 피부

VITAMIN C SOLUTION
고급스럽게 빛나는 광채 피부, 모든 여성이 꿈꾸는 이상적인 피부일 것이다.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은은하게 빛나는 생기 가득한 피부에 도전해 볼 수 있다.  

큰 일교차와 찬바람으로 피부가 약해진 지금, 라비다 비타민 씨 솔루션으로 건강

하고 빛나는 피부로 관리해 보자.

생기와 에너지를 더하다, 
비타민 씨 솔루션 비플러스 크림

 
필수 비타민B 8가지 콤플렉스에 비타민 C,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되어 화사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준다.

빛나는 눈송이처럼 녹아 드는 마법, 
비타민 씨 솔루션 파우더 에센스

 
리얼비타�성분이 함유된 파우더가 피부에 닿는 

순간, 사르르 녹으면서 블루캡슐필터가 칙칙한 

피부을 환하게 밝혀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준다.

라비다 비타민 씨 솔루션 파우더 에센스

[미백ㆍ주름개선 기능성] 4gx5ea / 130,000원 

라비다 비타민 씨 솔루션 비플러스 크림

[미백 기능성] 50ml / 90,000원

라비다 비타민 씨 솔루션 앰플  

[미백 기능성] (300mg+8ml)x4ea / 280,000원

신선한 비타민이 피부 속부터 화사하게, 
비타민 씨 솔루션 앰플

 
70% 고농축 순수 비타민C 성분이 안팎으로 

화사하고 빛나는 피부로 관리해주어 속이 

비칠 듯 투명한 피부로 가꾸어 준다.

비타민 씨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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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크림 

[주름개선 기능성] 50ml / 88,000원

가을을 즐길 시간도 없이 다가온 겨울. 겨울철 찬바람에 떨어지는

탄력이 고민이라면 지금은 콜라겐이 필요할 때이다.

피부 탄력이 걱정되는 나이

You Need Collagen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세럼 

[주름개선 기능성] 40ml / 88,000원

피부 탄력 SELF CHECK LIST
3개 이상 해당하면 탄력 관리가 시급

정면을 응시해도 턱 아래로 이중턱이 보인다.

자고 난 후 얼굴에 베게 자국이 남아있다.

얼굴에 잔주름이 점점 많아지고 깊어진다.

모공이 커지고 늘어지는 것이 느껴진다.

피부가 매끈하지 못하고 울퉁불퉁하다.

콜라겐 솔루션

소비자가 사랑하는 안티에이징 브랜드, 라비다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끝에 탄생한 ‘라비다’는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셀(Cell)로부터 출발한 

스마트 스킨 사이언스로 코리아나 화장품의 대표 브랜드이다. 고객의 변치 않는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넘어 

위대한 명품을 선보이는 셀 사이언스, 라비다의 아름다운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선정한 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 '라비다' 

10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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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 

[주름개선·미백 기능성] 80ml / 95,000원



라비다 클린 솔루션 클렌징 오일  

200ml / 50,000원 

스킨케어의 첫 단추, 클렌징

클렌징 후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다면 클렌징 제품을 체크해보자. 건조한 겨울에는 피부 

노폐물은 깔끔하게 제거해주고 보습력을 유지시켜 주는 오일 타입의 클렌징이 제격이다.

사계절 중 피부에 가장 가혹한 계절. 이 시기에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면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은 물론 탄력도 떨어지게 된다. 건조한 겨울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 해의 피부 나이가 좌우된다. 올겨울 피부가 걱정 

된다면 스페셜한 피부 관리에 주목해보자.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

WINTER SKINCARE

자인 생기 진 수면팩  

[주름개선 기능성] 100ml / 55,000원 

라비다 선 솔루션  

데일리 모이스트 프로텍션 

아이알에프20 SPF 36 / PA+++  

[미백·자외선차단 기능성] 60ml / 38,000원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듀얼 앰플 

[주름개선·미백 기능성] (270mg+8ml)ⅹ4ea / 500,000원

코리아나

긴 밤 깨어있는 피부를 위한 수면케어

밤 10시부터 새벽 2시는 피부의 시간. 

풍부한 영양과 고보습의 수면 케어 제품으로 자는 

동안에도 건강하고 윤기 있는 피부로 관리해보자.

피부의 운명을 좌우하다

춥고 건조한 날씨는 주름이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조건. 피부를 탄력 있게 케어할 수 있는 고영양, 

고보습의 고기능성 제품으로 스페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겨울 자외선! 무시하지 마라

겨울 자외선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눈에 반사된 

자외선(UV)는 피부 노화의 주범이다. 

특히 주름에 더 악영향을 주는 UV A를 차단하는 

PA지수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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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TIME!
색다른 느낌의 스파를 편안하게  

집에서도 즐기고 싶다면

온천수의 미네랄 성분을 고스란히 담아 가정에서도 스파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세안 겸 입욕제. 물에 톡톡 

뿌리면 미네랄 성분이 건강하고 깨끗한 기운을 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준다. 

코리아나 파우더리 스파 170g / 22,000원

해피 TIME!
건조함을 잊게 해줄 바디케어를 찾는다면

거품이 풍성한 입욕제 겸용 바디클렌저. 향기로운 향의 

힐링 효과로 첫 향은 상큼하게 잔향은 은은하게 유지된다. 

상쾌한 프레쉬 허브 콤플렉스가 샤워 후에도 피부 결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가꾸어 준다.

코리아나 바블바스 앤 바디클렌저 500ml / 25,000원

◆
하체를 따뜻하게!

‘반신욕’

◆
바쁠 때 간단하게!

‘족욕’

온몸을 따뜻하게!

‘전신욕’

◆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WINTER BODYCARE

스페셜 케어



바이탈 솔루션

우리 신체 중 발목은 땅에, 고관절은 골반에 붙어있지만 무릎은 떠 있는 구조로 

우리 몸의 체중을 전부 지탱하고 있으며, 적어도 하루 1만 번, 많이 움직이면 10만 

번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많이 생긴다.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관절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PERFECT JOINT

웰빙라이프 파워 관절케어 F

활기찬 발걸음을 위한, 파워 관절케어 F

찬바람 불면 더 찌릿한 관절,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할 때다. 웰빙라이프 파워 관절케어 F는 

2세대 보스웰리아 추출물 등 복합물 함유로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준다. 사막의 진주라고 

불리는 보스웰리아는 미국 국립 보건 연구원에서 주목한 글로벌 관절연골 건강 신소재이다. 

올겨울 웰빙라이프 파워 관절케어 F로 똑똑한 관절 관리를 시작해보자.

웰빙라이프 파워 관절케어 F 800mgx60정 / 90,000원(1개월 분)

2세대 보스웰리아2세대 보스웰리아 추출물 등 복합물이란? 추출물 등 복합물이란? 

  보스웰리아, 강황, 가자 추출물을 2:1:2로 황금배합한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관절,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 

11_12



활성산소란?                                               출처: 식물안전나라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흘러 다니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쓰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흡입한 산소 중 일부가 자연적으로 활성산소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 때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여 손상을 줄 수 있다.

웰빙라이프 듀얼 Q10 프라임 주요성분 및 부원료

코엔자임
Q10

비타민 E

헤마토코쿠스

프로폴리스

로즈힙추출물

토마토추출물

건조효모
(엥겔비타)

비타민 C
(중성비타민C)

아 연

셀 렌

부원료
항산화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

부원료

항산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보호

부원료

항산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보호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

철의 흡수에 필요

부원료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부원료유해산소로부터 세포보호

웰빙라이프 듀얼 Q10 프라임 500mgx120캡슐 / 120,000원(60일 분)

활성산소 OUT! 점점 늘어나는 활성산소로 세포의 손상과 면역저하가 걱정된다면? 

대표적인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코엔자임 Q10과 미국 특허를 획득한 중성 비타민 C등 

5가지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7중 복합 기능의 웰빙라이프 듀얼 Q10 프라임으로 

온 가족의 건강과 활력을 채워보자.

건강해지는 습관 

웰빙라이프 듀얼 Q10 프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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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 솔루션



코로나19 완화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코리아나 화장품의 2022년은 어떤 기쁜 순간들이 

있었을까. 먼저 스마트 스킨 사이언스 브랜드 라비다가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증명하듯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을 10년 연속 수상했다. 이로써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브랜드에게만 주어지는 마스터피스 자리에 화장품 업계 최초로 

올랐다. 또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라비다가 고급스러운 패턴에 환경까지 생각한 친환경 패키지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아 본상을 수상하며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에 발맞춰 더욱 성장하며 

앞서나가는 코리아나 화장품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해보자.

09.25  자인 불로 <2013 우수 산업 디자인 (GD)>선정

10.09   라비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 수상 (3년 연속)

2013

1998
07.21   머드팩, 대한민국 50년 히트상품 50선 선정 

(조선일보)

09.07  ISO 9001 인증 획득

10.27   <고객만족도 1위 기업상> 수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8
01.18  설인아 전속모델 계약

07.25   라비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 수상 (6년 연속)

08.13   코리아나 화장품 <iF 디자인 어워드 글로벌 패

키징 부문> TOP 25 선정

11.01   <제20회 대한민국디자인 대상> 디자인 경영 

부문 대통령표창 수상

34th ANNIVERSARY from 1988 ~ 

2022년 ‘Coreana에 새힘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힘찬 도약을 하며 달려온 34년 코리아나 화장품의 역사, 

그 아름다운 뷰티 히스토리를 살펴보자.

HAPPY

행복을 나누는 코리아나 화장품

2008
02.08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06.21  녹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12.11   장업계 최초 CCMS 인증 획득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2016
02.23   자인 불로, 발효녹두 순한베베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05.19  제 51회 발명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

07.19   라비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 수상 (4년 연속)

12.05   제53회 무역의 날 대통령상 표창 및  

<1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5
02.02  웰빙라이프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07.24   발효녹두 순한베베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09.26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펜타워즈>  

럭셔리 부문 브론즈상 수상

10.06   라비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 수상 (3년 연속)

10.27   코리아나 화장품 <2015 대한민국 마케팅 대상> 

글로벌 코리아 K-뷰티 부문 최우수상 수상

11.26   코리아나 화장품 대한민국 발명 특허 대전  

은상 수상

12.01   발효녹두 순한베베  

<it 어워드_디자인리더초이스> 본상 수상

12.21   라비다 라인 솔루션,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2015 우수 산업 디자인(GD)> 선정

2017
02.03   자인 <iF 디자인 어워드 코스메틱 패키징 디자인 

부문> 본상 수상

07.07   코리아나 화장품 <녹색경영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09.07   라비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 수상 (5년 연속)

01.01   세포 신호전달 기술력을 담은  

스마트 스킨 사이언스 '라비다' 브랜드 런칭

09.27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2012 우수 산업 디자인 (GD)>선정

2012

05.27   제54회 발명의 날 산업통상지원부 장관 표창 

수상

07.25   라비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 수상 (7년 연속)

11.14   라비다 비타민 씨 솔루션,  

<대한민국 패키지디자인대전 동상> 수상

2019

02.27   라비다 비타민 씨 솔루션,  

<2020 대한민국 패키지디자인대전 은상>  

수상

09.21   라비다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 수상 (8년 연속)

2020

04.15   라비다 인리치 솔루션 <iF 디자인 어워드> 

WINNER 본상 수상

05.31   제56회 발명의 날 <한국발명진흥회장상> 수상 

09.07   라비다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 수상 (9년 연속)

10.06   제23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산업포장> 수훈

2021

05.03   코리아나 화장품 유상옥 회장, 

2022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최고경영자 부문

09.02   라비다 <2022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 수상 (10년 연속)

10.21   유상옥 회장 <보관문화훈장> 수상

2022

1988
11.15  (주)코리아나 화장품(대표이사 유상옥) 창립

1995
05.24  천안공장, 무재해 1배 달성장 수상

06.30  코리아나 CS센터 개관

10.09  코리아나 연구소 준공

11.30  수출 1백만불탑 수상

34th 

한 눈에 보는 

코리아나 화장품의 34년 발자취

코리아나 화장품 히트 제품

01.23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05.20   세포활성 신호전달 물질 라비다 피토 S1P™ 

<IR52 장영실상> 수상

07.29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발효녹두/ 

웰빙라이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09.30   라비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안티에이징 화장품 부문 수상 (2년 연속)

11.05   코리아나 프리미엄, 자인 중국 PC LADY  

안티에이징 에센스 최고 인기 대상 수상

2014

15_16

코리아나

1992 1995 1998 1999 2002 2003

코리아나

머드팩
코리아나

끄레쥬
코리아나

레티놀 3000 
나이트 크림

코리아나

비타민 C 
파우더 에센스

코리아나

녹두
코리아나

타임 리커버리
크림

자인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라비다 

럭셔리 타임 
리커버리 세럼

2012 2018



•코리아나의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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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guide
라비다 파워셀 케어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굿디자인(GD)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펜타워즈 어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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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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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스처 솔루션 
세럼 
40ml / 65,000원
차오르는 보습감을

오래도록 유지

시켜주는 보습 세럼

모이스처 솔루션
앰플 
15mlx4ea  
/ 200,000원
발효 히아루론산  

성분을 함유한  

집중 고보습 앰플

주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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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함유되어 맑고 투명한 첫 피부로 깨워주는

퍼스트 에센스

HIT

주름
개선

미백119
에센스 

모이스처 솔루션 
토너 (촉촉한 타입) 

200ml / 48,000원
건조한 피부에 

촉촉함을 선사하는 

에센스 타입의 

수분 코팅 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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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유지되는  

보습 에멀션

모이스처 솔루션 
젤 크림 
50ml / 60,000원
건조하고 지친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적셔주는 수분 전용 

크림

모이스처 솔루션 
크림 
50ml / 60,000원
푸석하고 자주 당기는 

피부를 위한 풍부한 

사용감의 윤기 보습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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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하고 지친 피부에 

수분감과 활력을 주는 

고보습 시트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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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스트 필링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푹 자고 

일어난 듯 생기 있고 

매끈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슬리핑 팩

주름
개선

콜라겐 솔루션 크림
50ml / 88,000원
실 콜라겐이 함유되어

무너진 탄력 기둥을 촘촘히 

세워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리프팅 크림

주름
개선

콜라겐 솔루션 세럼 
40ml / 88,000원
캐비어 콜라겐 추출  

성분 88%가 함유된 

형상기억 제형이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리프팅 세럼

주름
개선

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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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성분인 시그날로좀™

을 그대로 담아 촘촘한 

밀착력과 보습력으로 

피부를 가꾸어주는 마스크

주름
개선

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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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셀 코어 크림 
50ml / 125,000원
파워셀 코어™ 성분이 

피부 코어의 힘을  

케어하여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이중기능성 크림

라비다 파워셀 케어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라비다 인리치 솔루션

주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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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감이 사르르 녹아들어 

메마른 눈가를 촉촉하고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고영양 아이크림 

주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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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감싸 주어 풍부한 윤기와 

매끈한 탄력을 선사하는 

고영양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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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며들어 속깊은 보습과 

탄력을 채워주는  

고영양 세럼

주름
개선

IR52 장영실상

iF 디자인 어워드

패키지대전 팩스타상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로즈 골드 토너
150ml / 130,000원
장미를 닮은 화사함과  

골드의 영양을 담은  

럭셔리 토너

주름
개선

미백

주름
개선

미백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듀얼 앰플 
(270mg+8ml)x4ea  
/ 500,000원
여러가지 피부 고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4주 프로그램 앰플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아이크림 
25ml / 280,000원
견고한 탄탄함과 환한 생기를  

선사하는 아이크림

주름
개선

미백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크림 
50ml / 480,000원
럭셔리 에너지가 선사하는 탄탄하고 견고한 힘을 담은 크림

주름
개선

미백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앰플 마스크 
30ml x10ea / 100,000원
럭셔리 타임리커버리의 

유효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바이오 셀룰로오스 프리미엄 마스크

기본형  (단도표현) 

기본형 (칼라표현)

Since 2009

Since 2009 Since 2009

* CCM 프리미엄 인증마크(명예의전당) 사용법

  - 다음의 인증마크 중 “Since 2007”에서 연도를 신규인증 시 인증유효기간의 시작 연도로 수정

    (ex. 신규인증 시 인증유효기간이 2009.1.1~2011.12.31인 경우, Since 2009 로 표기)

  - 리플릿, 홍보자료, 광고물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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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 시너지로 늘어진 

탄력을 끌어올리는  

4주 프로그램 앰플

주름
개선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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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마르거나 노화된 피부를  

개선하는 데일리 항노화 세럼

주름
개선

미백

HIT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클렌징 폼
150ml / 48,000원
장미 꽃잎의 부드러움과 생기를 닮은

농밀하고 폭신한 거품으로 향유하는

럭셔리 클렌징 폼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HIT

HIT

라비다 비타민 씨 솔루션 

화이트 솔루션
세럼
40ml / 95,000원
빛을 머금은 듯  

환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미백 세럼

화이트 솔루션 
클레이 - 톡스 마스크 
75g / 50,000원
나이가 들수록 칙칙한 

피부를 깨끗이 가꾸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비타민 씨 솔루션 
필링패드
5mlx10ea / 38,000원
AHA, BHA, PHA와 

블루도트 시트가 만나 

피부의 묵은 각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필링패드

미백

라비다 화이트 솔루션 자인 생기 진 (주름ㆍ영양)

포어 솔루션 세럼 
40ml / 60,000원
늘어진 모공과 

과다 피지를 

케어하는 

모공 케어 세럼

포어 솔루션  
AC아스트린젠트 
200ml / 55,000원
피지 분비 완화에 도움을 

주는 파우더 인 타입의 

아스트린젠트

포어 솔루션 스팟젤 
20ml / 45,000원
피지 분비 및 각질  

케어에 도움을 주는 

국소부위 젤

라비다 포어 솔루션

라비다 클린 솔루션 자인 생기 연 (보습ㆍ진정)

자인 천녀목란 빛 (미백ㆍ수분)

클린 솔루션
클렌징 오일
200ml / 50,000원
라비다더스트오프™가  

함유되어 진한 메이크업  

및 노폐물을 말끔히  

클렌징 해주는  

클렌징 오일

클린 솔루션  
컴포트 필링 젤
100ml / 29,000원
촉촉한 수분젤 제형으로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해주며  

젖은 상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편리함을 더한  

필링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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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아침을 촉촉하고 상쾌하게 

깨워주는 약산성 젤 클렌저

클린 솔루션
클렌징 폼 
180ml / 35,000원
라비다더스트오프™가

함유되어 미세먼지를

98.2% 제거해주고 더블 

스크럽으로 각질을

케어해주는 클렌징 폼

클린 솔루션 
포인트 리무버
200ml / 35,000원
오일층과 수분층의  

이중 포뮬라가 진한  

메이크업도 부드럽고  

섬세하게 지워주는  

전용 리무버

자인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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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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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빛을 선사하는  

미백 앰플에센스

HIT

천녀목란 빛 크림
50ml / 150,000원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빛 광채 피부로 

가꾸어주는 미백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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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 진 크림
50ml / 150,000원
흘러가는 세월로 잃어버린 

윤기와 탄력을 부여하는 

한방 영양 크림

생기 진 에센스 
50ml / 150,000원
놀라운 밀착력으로 피부에 스며들어 

탄력을 집중 케어해주는 고영양  

앰플 에센스

불로 앰플
11mlx4ea  
/ 650,000원
피부 고민을 집중적으로  

다스려 주는 고품격  

프리미엄 한방 앰플

주름
개선

미백

자인 생기 (기본)

생기 수 
150ml / 64,000원
천정팔진단™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생기를 이끌어주는 

필수 화장수

생기 유액
125ml / 65,000원
천정팔진단™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생기를 이끌어주는 

필수 유액

생기 진 수면팩
100ml / 55,000원
영양 공급으로 밤사이 

주름과 탄력을 집중 

관리해주는 한방

영양 수면팩

주름
개선

주름
개선

생기 진 황금앰플
15mlx4ea / 320,000원
황금진액과 금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보양 앰플

주름
개선

주름
개선

비타민 씨 솔루션  
비플러스 크림
50ml / 90,000원
로디올라 성분과 8가지 

비타민의 생기가득 

에너지를 고스란히 전하는  

촉촉하고 실키한 크림

미백
미백

비타민 씨 솔루션 앰플
(300mg+8ml)x4ea  
/ 280,000원
깊숙이 스며드는 신선한 

비타민 C와 피부 시너지 

효과를 부여하는 에센스가 

피부를 깨끗하고 환하게 

가꿔주는 고농축 앰플

미백

미백

HIT

주름
개선미백

비타민 씨 솔루션 
파우더 에센스
4gx5ea / 130,000원
리얼비타TM와 블루캡슐필터  

함유로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주는 파우더 타입의 

이중기능성 고농축 에센스



HIT

선 솔루션 데일리
모이스트 프로텍션
아이알에프 20 SPF36 / PA+++
60ml / 38,000원
자외선(태양빛)과 근적외선(태양열), 

미세먼지 차단에 도움을 주는

보습력이 뛰어난 데일리 선블록

발효녹두 깨끗한

발효녹두 맑은

발효녹두 순한베베

발효녹두 옴므 맑고 깊은

발효녹두 영양가득

더 깨끗한 
폼클렌징
150ml / 23,000원
효소를 더한

발효녹두가

미세한 거품으로

깨끗한 클렌징을

선사하는 폼클렌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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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맑은 마스크
25mlx5ea / 20,000원
발효녹두의 맑음을 100% 

셀룰로오즈 시트에 

그대로 담아 섬세한 

밀착과 보습 전달로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마스크

HIT

영양가득 크림
50ml / 40,000원
발효녹두의 영양감이 

가득 느껴지는 

쫀쫀한 크림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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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은 에센스
40ml / 33,000원
발효녹두의 촉촉함을 

가득 담은 에센스

맑은 크림
50ml / 32,000원
발효녹두의 촉촉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순한 크림

주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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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감을 전해주는  

마사지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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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하게 클렌징해주고 

태지유사성분으로 촉촉함을 

그대로 남겨주는 아기 피부와 

친숙한 워시 겸 샴푸

순한베베 크림
165ml / 40,000원
발효녹두와 태지유사성분으로 

부드럽고 촉촉하게 피부를 

지켜주고 식물성 오일과 버터 

성분이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고보습 크림

순한베베 로션
200ml / 35,000원
발효녹두와 태지

유사성분이 함유되어 

부드럽고 촉촉하게 

아기 피부를

지켜주는 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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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다 옴므

미백
주름
개선

옴므 스킨
150ml / 40,000원
자극 받기 쉬운 

남성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주는

남성 스킨

옴므 멀티솔루션
100ml / 50,000원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남성 에센스 

겸용 로션

바이탈 리커버리 스킨핏 
비비크림 아이알에프 20 
SPF50+ / PA++++
30ml / 59,000원 
피부에 착 감기 듯 발리고 

오랫동안 결점 없이 깨끗하고 

화사한 피부를 선사해주는 

비비크림

바이탈 리커버리  
비비 앰플 쿠션 아이알에프 25  
SPF50+ / PA+++
15g(본품)x1ea +15g(리필)x1ea
/ 75,000원 (교체품 35,000원)

링클 솔루션 앰플 한병의 

유효 성분을 담아 두드릴수록 

매끈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삼중기능성 비비 쿠션

옴므 멀티 아쿠아 
100ml / 58,000원
남성 피부를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가꾸어주는 

젤타입의 스킨, 에센스, 

로션 겸용 미백 기능성 

제품

바이탈 리커버리  
비비크림 팩트 아이알에프 35 
SPF50+ / PA+++
12g / 55,000원
자외선(태양빛)과 근적외선 

(태양열)을 동시에 차단하는 

삼중기능성 비비크림 팩트

바이탈 리커버리 
투웨이 팩트 아이알에프 30 
SPF44 / PA+++
12g / 65,000원 (교체품 45,000원)

자외선(태양빛)과 근적외선

(태양열)을 동시에 차단하여 빛을 

머금은 듯 환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투웨이 팩트

선 솔루션 레포츠 
스마트 쉴드 아이알에프 25 
SPF50+ / PA++++
70ml / 38,000원
스마트 쉴드 콤플렉스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레포츠 선블록

주름
개선

바이탈 리커버리 스킨핏 비비크림 팩트
아이알에프 35 SPF50+ / PA++++
15g / 65,000원 (교체품 50,000원)

단 한번의 터치로 가볍게, 커버는 완벽하게 

연출하는 비비크림 팩트

HIT

자외선
차단미백 자외선

차단

라비다 선 솔루션

라비다 바이탈 리커버리

주름
개선미백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미백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미백

자외선
차단

내추럴 라이트핑크 라이트

주름
개선미백 자외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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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호 23호

선 솔루션 프레쉬 선 에센스 
아이알에프 20 SPF50+ / PA++++
70ml / 38,000원
자외선(태양빛)과 근적외선(태양열)을 

동시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쾌적한 

사용감을 지닌 프레쉬 선 에센스

HIT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선 솔루션 선스틱
아이알에프 20 SPF50+ / PA++++
20g / 35,000원
한 번의 가벼운 터치로 언제 어디서나  

자외선(태양빛)과 근적외선(태양열)

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선스틱

자외선
차단



HIT

라인 솔루션  
페미닌 포밍 워시
450ml / 49,000원
탄력있고 촉촉한 거품이

여성의 Y존을 깨끗하고 

부드럽게 케어하는 

약산성 여성 청결제

HIT

라비다 루미너스 솔루션

루미너스 솔루션 
샤이닝 펄 베이스 
30ml / 40,000원
미세한 모이스처 코팅 

펄 베이스가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 바탕을 

연출해주는 셀광 

메이크업 프라이머 겸

펄 베이스

루미너스 솔루션  
페탈 컬러 립밤
30,000원
수채화에서 촉촉하고 

투명하게 물들어 

자연스런 생기와 보습 

광택을 선사하는  

컬러 립밤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리퀴드 라이너 
28,000원
‘탱탱브러쉬’가 

선명하고 정교한 눈매를 

연출해주는 롱래스팅

리퀴드 아이라이너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펜슬 라이너
22,000원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오랫동안 그윽한 

눈매를 연출해주는 

아이라이너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볼륨 마스카라 
32,000원
오랫동안 풍성하고 

매력적인 눈매를 

연출해주는 롱래스팅

볼륨 마스카라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롱래쉬 마스카라 
32,000원
우수한 롱래쉬 효과와 

속눈썹 고데기를

한 듯한 컬링력을 

자랑하는 롱래쉬 &

컬링 마스카라

루미너스 솔루션 
메이크업 베이스 그린 
SPF22 / PA++ 
40ml / 50,000원
피부톤을 화사하게

보정하고 시간이 

지나도 칙칙함 없는

피부로 표현하는 

셀광 메이크업 베이스

자외선
차단미백

루미너스 솔루션 
파운데이션 
SPF27 / PA++ 
40ml / 50,000원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하여 시간이 지나도 

칙칙함 없는 화사한 

피부로 표현하는  

셀광 파운데이션

21호

23호
자외선
차단미백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립스틱
30,000원
장시간 예쁜 색감과 

보습을 유지해주면서 

볼륨감 넘치는 입술로 

연출해주는 셀광 립스틱

05호 푸시아핑크

01호 드레스핑크

03호 스무디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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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섬세한 눈썹을

연출해주는 삼각타입의

아이브로우 펜슬

01호 딥 브라운

01호 블랙 딥 브라운

자인 단유 (메이크업) 코리아나 글램3

단유
메이크업 베이스 
SPF21 / PA+
40ml / 50,000원
피부를 화사하게 

보정해주는 삼중 

기능성 한방 베이스 

비취색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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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력이 뛰어난 

한방 크림 파운데이션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미백

21호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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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운 사용감과 

우수한 커버력으로 

결점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팩트

21호 라이트 베이지
자외선
차단

라비다 라인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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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블바스 앤 
바디클렌저
500ml / 25,000원
시트러스 탠저린과 

신선한 허브향의 

입욕제 겸용 바디 

클렌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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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설렘을 담은 

퍼퓸드 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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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을 활용한

부드러운 롤링감의 

보디 마사지 오일

라인 솔루션 
퍼퓸드 보디 샤워  
330ml / 35,000원
은은한 향기와 

풍부한 거품이 

황홀한 배스타임을 

선사하는 퍼퓸드 

보디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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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더리 스파 
170g / 22,000원
알칼리 온천수의 

건강하고 깨끗한 

기운을 담은 홈스파용

세안 겸 입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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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하고 부드러운 

텍스처의 퍼퓸드 

보디 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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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을 공급하여 

윤기와 탄력을

선사하는 헤어 오일

알로에 수딩 젤 
150ml / 35,000원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알로에 추출물이

함유된 젤

주름
개선

코리아나 스페셜 케어 코리아나 진정

HIT

코리아나 여성 청결제 코리아나 타임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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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청결제

주름
개선

코리아나 활 다윤모

활 다윤모 2종 세트 58,000원
모발과 두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한방 

영양 성분을 담은 프리미엄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샴푸 세트

활 다윤모 두피 클리닉 샴푸 400ml
증 정  활 다윤모 두피 클리닉 샴푸400ml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활 다윤모 트리트먼트 4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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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모증상
완화

탈모증상
완화

코리아나 타임펜스 스킨케어 세트
60,000원
푸석하고 탄력잃은 피부에 풍부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스킨케어 세트

타임펜스 토너 140ml / 20,000원

타임펜스 에멀션 140ml / 20,000원

타임펜스 크림 30ml / 20,000원

루미너스 솔루션 
샤이닝 루스 파우더 
SPF25 / PA++ 
25g / 55,000원 (교체품 40,000원)

공기처럼 가벼운 루미너스 파우더가  

피부에 화사함을 선사하는  

루스 파우더 (휴대용기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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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혀주면서 생기 있고 입체적인

눈매 연출이 가능한 입체 셀광 

아이섀도우

21호 23호
자외선
차단

01호



HIT

비아퓨 런드리 디터전트 세트
1,000ml(펌프형)+1,000ml(파우치형) 
/ 58,000원
야자나무(Palm) 유래 세정 성분으로 

섬유도 피부처럼 생각하는 온 가족 

프리미엄 중성 세탁세제

HIT

독일 더마 테스트 

엑셀런트 등급 획득

HIT

HIT

피로 바이타민 B-컴플렉스
1,000mgx60정 

/ 120,000원 (2개월 분)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개선에  

도움을 주는 홍경천추출물과  

에너지 대사와 생성에 필수적인  

8가지 비타민 B-컴플렉스를  

한 알에 꽉 채워 담은 제품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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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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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라임
260mgx270캡슐

/ 390,000원 (45일 분)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이 면역력 

증강, 항균 작용,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주는 제품

키토켈링 컴플리트 치약  
[의약외품]

130gx4ea / 39,000원 
치주질환 예방과 치태(프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 

상쾌하고 개운한 숨결을 선사하는  

프레쉬 민트향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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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균 배양분말, 올리브잎주정추출물, 

은행잎추출물, 바나바잎추출물 등이 

함유되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4

커뮤니케이션 패키지 디자인 부문 수상작 : 웰빙라이프

발효 태반 V 앰플
20mlx30병  
/ 280,000원 (1개월 분)

제주산 발효 태반이  

함유되어 지친 현대인의  

원기회복을 돕는 제품

HIT

멀티 비타민 & 미네랄
1,500mgx75정  

/ 50,000원 (75일 분)

비타민 13종, 미네랄 9종,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균형 잡힌 영양상태로

관리해주는 제품

알티지 오메가 3 플러스
920mgx60캡슐  

/ 80,000원 (2개월 분)

혈행개선과 혈중 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까지 생각한  

알티지 오메가 3 제품

파워 비타민 D
500mgx60정 

/ 30,000원 (2개월 분)

칼슘과 인 형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D와 이너뷰티까지 

케어해주는 제품

데일리 유산균 P417
1.5gx60포 

/ 76,000원 (2개월 분)

특허받은 4가지 유산균과 17종의  

혼합 유산균을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장 건강을 케어하는 온가족 유산균

키토가글  [의약외품] 

800ml / 19,000원
키토산이 충치 예방과  

구강 악취 제거에  

도움을 주는 신개념  

노폐물 치석 흡착가글

듀얼 Q10 프라임
500gx120캡슐 
/ 120,000원 (60일 분)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비타민C, 비타민E를 비롯하여 셀렌,  

아연 등 함유된 7중 기능성 제품

발효 효소 밸런스 
2.5gx30포 / 65,000원 (30일 분)

특허 받은 발효 공법으로 제조한 

곡류발효효소분말 50%와 조효소, 

소화효소를 함유해 편안하게  

케어해주는 제품

슈퍼 밀크씨슬
720mgx60캡슐   

/ 90,000원 (2개월 분)

밀크씨슬이 함유되어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파워 관절케어 F
800mgx60정  

/ 90,000원 (1개월 분)

식물성 원료인 보스웰리아 추출물이 

함유되어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슈퍼 칼슘 마그네슘
540mgx240정   

/ 70,000원 (2개월 분)

우수한 흡수율의 트리플 칼슘 콤플렉스와 

이상적인 배합의 마그네슘이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HIT

파워 루테인 지아잔틴
600mgx60캡슐   

/ 90,000원 (2개월 분)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망간이 함유되어 눈 건강을

관리해주는 제품

의약외품

웰빙라이프 바이탈 솔루션

헬시 슬리밍 라인 업
다이어트 티 레몬맛 커피맛

5gx30포 / 28,000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다이어트 티 

웰빙라이프 뷰티 & 다이어트 솔루션

라이프 스타일

헬시 콜라겐 스틱 3000
25gx15포 / 50,000원
피부의 탄력을 관장하는  

트리플 명품 콜라겐이  

3000mg 함유된 콜라겐 스틱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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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Collagen Stick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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