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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다 실 리프팅 크림

주름개선 기능성

실 리프팅으로 
피부  탄성을 자아내다

제품문의  080-022-5013      www.thelavida.com           coreanacosmetics           thelavida     전국 코리아나 뷰티센터 및 온라인 뷰티센터 (www.beautycenter.co.kr)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비다 광고를 서울, 경기 주요 버스 노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에도 라비다 광고를 서울, 경기 버스에서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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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 타임리커버리의 놀라운 피부 과학

동안 피부를 위한 집중 패치 케어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마이크로 더마 패치 

(13mgx3매입)x5ea / 150,000원

미세한 바늘로 약물이 흡수되도록 피부에 작은 구멍을 내는 MTS

는 요즘 가장 핫한 시술이지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

인 관리로 감염의 위험도 높다. 이런 부작용 걱정 없이 간단하게 

붙이기만 해도 탁월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라비

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마이크로 더마 패치는 특허 받은 530여 

개의 미세한 니들 패치에 EGF, 펩타이드, 히아루론산 등의 럭셔

리 유효성분을 고농축 함유하여 푹 꺼지고 고민되는 피부에 집중 

케어를 가능하게 한다.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마이크로 더마 패치

노화의 시작을 가장 먼저 알리는 주름. 피부과 시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다면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의 혁신적인 안티에이징 테크놀로지를 경험해보자.

눈가 안티에이징을 위한 선택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아이크림 
[주름개선·미백 기능성]

25ml / 280,000원

피지선이 거의 없고 피부 조직이 얇아 어느 곳보다 스페셜한 케어가 필요한 눈가. 실제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고 싶다면, 잔주름과 깊은 주름은 물론 다크서클이나 아이백, 붓기, 건조를 전반적으로 관

리해야 한다.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아이크림 속에 함유된 비장의 성분 리커버리 팩터 γ는 피

부 탄력 저하를 촉진하는 단백질인 프로제린을 케어해 무너진 눈가 탄력을 높이고, 브라이트닝 팩

터는 칙칙해지기 쉬운 눈가에 충분히 영양을 공급해 생기로 빛나는 건강한 눈매를 완성한다.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아이크림

라비다 럭셔리 타임리커버리

Open

LUXURY ANTI  AGING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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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탱한 피부를 위한 라비다의 스페셜 라인 업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한 살 더 먹은 나이만큼 주름은 왠지 더 깊어진 것 같고

탄력은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것만 같다.

피부 자신감이 뚝 떨어진 지금,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과 함께

매끈하고 탱탱한 피부를 다시 만나보자.

공들여 쌓은 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듯, 탄력 기둥이 힘을 잃는 순간 피부

는 걷잡을 수 없는 노화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콜라겐의 양과 질. 20세부터 한 

살씩 나이를 먹을 때마다 체내 콜라겐량이 감소하는 데다가, 피부 내에 

남아있는 콜라겐 역시 얇아지거나 끊어지면서 본연의 힘을 잃기 때문. 

라비다는 캐비어 콜라겐이 88% 함유된 콜라겐 솔루션 세럼과 실 콜라

겐TM 성분으로 마치 실 리프팅을 받은 듯 피부를 당겨 올려주는 콜라겐 

솔루션 크림에 이어, 2017년에는 눈가 피부에 특화된 타겟팅 콜라겐이 

함유된 콜라겐 솔루션 아이 크림과 코리아나 화장품의 탁월한 테크놀로

지를 접목해 토탈 탄력 케어를 선사하는 콜라겐 솔루션 앰플을 더해 환

상의 콜라겐 라인 업을 완성한다.

피부 탄력을 되살리는 특급 캐비어 콜라겐의 힘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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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팅 콜라겐으로 무너진 눈가를 원샷 올킬!

눈가 피부의 두께가 달걀 속껍질만큼 얇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눈가에 왜 주름

이 먼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그러므로 눈가를 위한 스페셜 아이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아이 크림 속 타겟팅 콜라겐은 주름이 

패인 부위를 조준하여 피부탄력을 증가시킨다. 주사기 모양의 실리콘 핑거팁 

어플리케이터는 눈가에 빈틈없이 밀착해 균일한 압력으로 유효성분을 피부에 

전달한다. 또 마치 콜라겐 원액 같은 겔 텍스처가 피부에 닿는 순간 메모리 필

름 네트워크를 형성, 늘어진 피부를 당겨 매끈하고 탱탱한 눈가를 완성해준다. 

이렇게 발라주고 나면 눈가가 촉촉해짐과 동시에 팽팽해져서 눈가주름 및 보습 모두 챙길 수 있어요. 

콜라겐 가득한 눈매교정크림을 사용하여 눈매를 좀 더 탄탄하고 생기 있게 가꿔보아요 :)

출처 : 뷰티블로거 마리포샤 Blog (http://hijin8652.blog.me)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아이 크림 

피부에 꽂히는 콜라겐 총알 한 방

콜라겐 케어의 핵심은 보다 건강한 콜라겐을 피부 깊이 전달하는 것에 있다. 라

비다 콜라겐 솔루션 앰플의 주 무기는 앰플 아래에 감춰져 있는 총알 콜라겐. 영

하의 온도에서 급속 냉각시킨 이 고농축 콜라겐은 사용 직전 터뜨리면 상단의 

유액과 혼합되면서 투명한 보랏빛의 히든 액티브 앰플로 변신해 신선한 상태의 

콜라겐을 피부에 집중 공급한다. 또한 보라 성게 추출물에 함유된 펩타이드 성분

이 콜라겐의 탄력에 더욱 힘을 실어 팽팽하게 피부 탄력을 유지시킨다.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앰플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Open

캐비어 콜라겐 추출성분 88%가 피부 속으로

실 콜라겐TM으로
피부를 짱짱하게 끌어올리는 

피부에 남김 없이 흡수되는 마이크로 사이즈의 캐비어 콜라겐 추출성분 88%

가 함유된 라비다 콜라겐 세럼으로 부족해진 콜라겐을 피부 안쪽까지 든든하

게 채워 탄력 넘치는 피부를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캐비어 콜라겐과 만난 탄

력 부스팅 성분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부여하고, 탄력 넘치는 형상 복원 

제형이 피부에 착 달라붙어 탄력 넘치는 피부를 완성해줄 것이다.

주름이나 매끄러운 피부결보다 탄력을 잃고 늘어진 피부

를 생기 있게 올려주는 리프팅 케어가 요즘의 안티에이징 

트렌드.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피부과 시술 중 하나가 바

로 실 리프팅이라지만,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크림과 함

께라면 주름을 케어하기 위해 고통을 참아가며 고가의 시

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급속 냉각해 콜라겐 유효성분을 

실 형태로 뽑아낸 실 콜라겐TM이 피부를 짱짱하게 리프팅

해주기 때문. 탄력 기둥을 든든하고 촘촘하게 세우고, 처

진 피부를 팽팽하게 올려 놀라운 탄력감을 선보인다.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세럼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크림

눈매교정크림 Real review with 마리포샤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앰플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아이 크림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크림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세럼 

총알 콜라겐 

타겟팅 콜라겐

실 콜라겐TM 

캐비어 콜라겐 추출 성분 88%

[주름개선 기능성]
(8ml+80mg)x4ea / 350,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10mlx2ea / 88,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50ml / 88,000원

[주름개선 기능성]
40ml / 88,000원

눈 앞머리에서 꼬리 방향

으로 눈매를 끌어올리듯 

펴 발라주면 돼요.

메이크업이 진해지고,

렌즈 착용이 생활화가

되면서 더 예민해진 눈!

그 다음에는 눈 아래,

눈두덩이 순으로

발라주세요.

무너진 눈가 피부를 끌어

올려주는 눈매교정크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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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Open

건조한 환절기 피부를 위한 촉촉 레시피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봄철 환절기, 피부는 극도의 건조함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어느 때보다 끊임없는 촉촉함을 유지해

주는 수분케어가 절실한 지금. 삼색제비꽃 추출물과 보태니컬 콤플렉스를 담은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으로 진짜 수분 케어를 시작해보자. 

바르는 순간 물 속에 있는 것처럼 가득 차오르는 촉촉함

을 느낄 수 있는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앰플.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라인의 기본 성분에 발효 히아루론산 

복합체의 시너지 효과로 피부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신

속한 수분감이 피부에 탁월한 보습력을 선사한다. 

피부 수분을 잠궈 피부 사이사이를 수분으로 단단하게 

채우는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크림으로 스페셜 보습 

케어를 마무리하자. 생크림처럼 부드럽게 발리는 텍스

처, 삼색제비꽃 추출물이 아쿠아포린에 작용하여 피부 

수분통로를 열고 보태니컬 콤플렉스가 다방면으로 수분

을 보충해준다.

수분 콤플렉스로 짱짱하게 두르는 수분막

겨우내 입었던 코트도, 꽃샘추위를 버티게 했던 가디건도 벗어 던지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계절을 만끽하는 지금. 피

부에 얹는 스킨케어도 한결 가벼워질 타이밍이다. 춥고 건조한 날씨로부터 피부를 지켜줬던 무거운 질감의 크림은 

넣어두고 산뜻하게 수분을 충전해주는 보다 가벼운 질감의 수분 라인이 필요한 때. 

피부 수분을 끌어올려 하루 종일 촉촉함을 선사하는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의 핵심 성분은 바로 삼색제비꽃 추출

물. 아쿠아포린에 작용하여 피부의 수분 통로를 원활하게 열어주는 이 핵심 성분은 발효콩 추출물, 은이버섯 추출물, 

산약 추출물이 더해진 보태니컬 콤플렉스 성분을 만나 피부를 수분으로 코팅, 편안하고 부드럽게 유지해준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유난히 생기를 잃고 푸석푸석해지는 피부라면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앰플과 크림으로 한 해의 피부 

바탕을 촉촉하게 다듬어보자.

발효 히아루론산으로 

가득 차오르는 촉촉함

피부 사이사이를

채우는 단단한 보습감Special care Special care

1 2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앰플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크림

15mx4ea / 200,000원 50ml / 60,000원

촉촉하게 맑게 탄력 있게! 

사용 전 2주 사용 후

피부 보습력 개선 효과

119%

12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앰플 사용 후 느껴지는 효과

•임상대상 : 성인여성 22명 •임상기간 : 2011.3~4월 (4주간) •임상기관 : 송파기술연구소

100%

90.9%

90.9%

90.9%

피부결 개선

밝기 개선

각질 개선

탄력 개선

4주 사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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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라비다 듀오로 씻어내고 방어하자!

Goodbye Fine Dust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환절기의 건조한 바람과 도심의 

먼지·유해물질 등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우리의 피부를 가장 

먼저 공격한다. 이런 불청객들로부터 피부를 든든하게

방어해주는 라비다의 클린 업 듀오로

매일 매일 청정 피부를 가꿔보자.

라비다 선 솔루션

Open

먼지·유해물질에 맞서는 새봄의 스킨케어 시크릿

먼지·유해물질과 담배 연기, 공해, 중국발 황사, 급격한 기온 변화 등 나쁜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피부. 당연히 매일 조금씩,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유해 물질이 피

부에 닿으면 더욱 나쁜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피부 장벽의 기능을 저하시켜 피부가 손상되기 

때문. 이런 먼지·유해물질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피부이므로, 이에 맞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

요하다.

우선 라비다 화이트 솔루션 클레이-톡스 마스크로 피부 사이사이에 낀 먼지·유해물질을 깨

끗하게 닦아낼 것. 미립자 형태의 캐나다 빙하토가 피부에 달라붙은 먼지·유해물질은 물론 

피지와 묵은 각질까지 케어해 피부결을 매끈하고 깨끗하게 가꿔준다. 다음은 피부를 보호할 

차례. 특히 먼지·유해물질은 자외선과 만났을 때 피부 손상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부를 더 민

감하게 만들기에, 안티 폴루션 기능이 더해진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야 한다. 라비다 선 솔루션 

레포츠 스마트 쉴드에 적용된 안티 폴루션 성분이 먼지·유해물질이 피부에 달라붙는 것까지 

케어한다.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것만으로 피부에 달

라붙은 먼지와 유해물질을 말끔하게 떼어낼 

수 있다면? 라비다 화이트 솔루션 클레이-톡

스 마스크는 초미립자의 캐나다 빙하토가 노

폐물을 흡착, 매끈하고 환한 피부를 지켜준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될 만큼 

위험한 먼지·유해물질까지 똑똑하게 방어

하는 선블록. 여기에 자외선도 차단하는 것

은 물론 피부 속까지 메마르게 하는 열노화

의 주범인 근적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한다. 

라비다 화이트 솔루션 클레이-톡스 마스크 라비다 선솔루션 레포츠 스마트 쉴드

라비다 화이트 솔루션
클레이 - 톡스 마스크

라비다 선 솔루션 레포츠 스마트 쉴드
IRF25/SPF50+/PA+++
[자외선 차단 기능성]
70ml / 38,000원

75g / 50,000원

먼지·유해물질 OUT! 

먼지·유해물질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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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다 선 솔루션

Open

답답한 선케어는 이제 그만!

라비다 선 솔루션 프레쉬 선 에센스

15 16

보다 촉촉하고 가볍게 자외선을 차단하고 싶다면? 열노화까지 스마트하게 방

어하고 싶다면? 젤 에센스를 바른 듯 산뜻하고 청량한 라비다 선 솔루션 프레

쉬 선 에센스로 지금부터 여름까지 피부를 든든하게 지켜내자.

가벼워진 옷만큼 피부에도 가벼운 선 방패를

자외선 차단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꼭 지켜야 할 첫 번째 뷰티 습관으로 꼽을 만큼 중요하다. 

그러니 이제 자외선 차단제는 토너나 에센스처럼 매일 챙겨 발라야하는 필수 품목 중 하나. 

하지만 자외선 자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기만 하면 모든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을까? 아쉽게

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 피부 속 온도를 높여 열노화의 근원이 되는 근적외선까지 막아내야 

이상적인 선케어다.

라비다 선 솔루션 프레쉬 선 에센스는 가장 높은 자외선 차단 수치를 실현한 것은 물론 근적

외선을 동시에 막아내는 UV- IR BLOCKTM을 적용, IRF20까지 획득해냈다. 미세 분산 기술을 

적용하여 에센스처럼 가볍고 쾌적한 에어리즘 텍스처 역시 프레쉬 선 에센스의 자랑. 무거운 

사용감을 가진 자외선 차단제 성분을 가벼운 에센스 젤 안에 포집, 피부에 닿자마자 사르르 

퍼지면서 산뜻하게 마무리된다. 따가운 봄볕을 그대로 받아 급격하게 상승하는 피부 온도를 

청량하게 가라앉히고 싶을 때, 라비다 선 솔루션 프레쉬 선 에센스를 먼저 챙겨보자.

라비다 선 솔루션 프레쉬 선 에센스 IRF20 
SPF50+/PA++++

[자외선 차단·주름개선 기능성]
 70ml / 38,000원

High Level의
자외선 방어력

가볍고 쾌적한
에어리즘 텍스처

청량한 안티에이징
선 에센스

자외선 산란제와 자외선 흡수제를 

이상적으로 조합,

짱짱한 자외선 차단 지수

SPF50+ / PA++++를

실현해냈다.
대나무 수액과

회화나무꽃, 배꽃

에서 추출한 화이트 플라워 

성분이 무거운 자외선

차단제도 깃털처럼

가볍고 쾌적하게

10분만

외출해도

급격히 상승하는 피부

온도는 노화의 주범. 

오죽수와 UV- IR BLOCKTM,

아데노신으로 이뤄진 쿨링

안티에이징 성분이 피부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준다.

4월 발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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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k

base

lips

라비다 루미너스 솔루션

Open

18

라비다 바이탈 리커버리 비비크림 IRF20 
SPF37/PA++
[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기능성] 

라비다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TM

립글로스 - 01호 스파클링 핑크

라비다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롱래쉬 마스카라 

라비다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섀도우 01호

라비다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 블러셔

45ml / 72,000원 

27,000원

32,000원

40,000원

38,000원

LAVIDA SPRING
MAKEUP LOOK

BLOOMING
GARDEN

eyes

라비다 바이탈 리커버리 비비크림 IRF20 SPF37 

PA+ +으로 피부 톤을 자연스럽게 보정한 다음, 

라비다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TM 블러셔를 

가볍게 블렌딩해 얼굴에 생기를 부여한다.

정원 가득 만발한 새봄의 꽃들처럼, 

화사하고 보드랍게 피어나는

라비다와 함께한 오연서의

스프링 메이크업 룩

화사하게 빛나는 라비다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TM 립글로스 01호 스파클링 핑크

를 입술 전체에 가볍게 발라 촉촉하고 탱탱

한 셀광 립 메이크업을 연출한다.

아이홀 전체에 라비다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TM 섀도우 01호의 소

프트 베이지를 펴 바른 다음, 나머지 컬러를 레이어링해 입체적인 눈매

로 디자인한다. 라비다 루미너스 솔루션 쉬머리프트TM 롱래쉬 마스카라

로 속눈썹을 한껏 끌어올려준다.

LUMINOUS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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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Color

Open

19 20

BloomingYou

몸과 마음, 한껏 꽃피우다

플라워테라피

시인은 거듭 꽃을 칭송한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고. 그러하다. 

꽃은 보고 만지고 느낄수록 우리 마음에 단 하나의 소중함으로 깃든다.

본디 플라워테라피는 중환자가 꽃을 보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에 착안

해, 치료와 간병에 활용한 데서 시작되었다. 꽃이 내뿜는 자연 컬러는 마음

을 움직이는 치유의 색이다. 다양한 모양과 다종의 향기는 마음은 물론 몸

에도 좋은 기운을 북돋운다. 예로부터 들국화나 인동초를 약재로 사용하

거나, 향기 치료에 활용해 왔다.

달콤한 향의 장미는 활력을 불어넣고, 기분을 밝게 한다. 자극적인 재스민

은 가라앉은 기분을 끌어올리고 용기를 돋운다. 수험생에게 좋은 초록색 

국화는 불안을 잦아들게 해준다. 마음뿐 아니다. 국화꽃은 발한, 두통과 어

지럼증, 관절에도 좋고, 눈의 피로도 개선한다.

백합을 이용하면 목이 마르고 몸이 나른해 지는 당뇨병 증상에 도움이 된

다. 제비꽃은 고혈압에 효과가 있어 뜨거운 물에 띄워 마시기를 권한다. 

봉오리가 기지개를 켠다. 잠시 켜켜이 쌓인 일에서 벗어

나 봄직하다. 봄날의 꽃에, 한껏 꽂혀 보자. 아름다운 사

치를 누려 보자. 이 봄은 짧고 인생은 길지 아니한가.

수선화 [Narcissus]

백합 [Lily]

장미 [Rose]

재스민 [Jasmine]
제비꽃 [Manchurian Violet]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팔나리는 달뜨기 쉬운 아이 방에 

맞춤이다. 가족의 식욕을 돋우는 데는 노란 꽃아카시아 

만한 게 없다. 우아한 수선화 향은 공기를 맑게 해 화장

실에 적당한 꽃이다. 

꽃꽂이를 하듯 빽빽한 일상의 곁가지를 치고 그곳에 꽃

을 두자. 꽃을 통해 여백을 보면 여유는 저절로 스민다. 

불면의 밤, 침실에 스타티스 몇 송이를 두면 숙면에 좋다. 

향이 강한 백합은 열린 공간인 거실에 어울린다. 
나태주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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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천녀목란 빛

Open

빛으로 빚어낸 찬란한 피부

자인 천녀목란 빛

깊은 산속에 고귀하게 피어나는 흰색의 꽃, 천녀목란. 그 꽃잎을 

닮은 자인 천녀목란 빛 라인으로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꿔보자.

깊은 산 속, 고결하게 피어난 천녀목란처럼

<약성론>에 ‘살결을 곱고 매끄럽게 한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피부 빛을 

밝혀주는 탁월한 효과로 알려져 온 천녀목란. 이를 이상향으로 삼은 자인은 

천녀목란의 꽃과 줄기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그 효과를 끊임없이 연구해왔다. 

그리고 2017년 봄, 10년이 넘는 연구기간과 총 17종의 국내외 특허를 담아 더

욱 독보적인 미백을 펼치는 자인 천녀목란 빛 라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대나무 숯에 걸러 보다 순하고 깨끗하게 정제한 천녀목란 추출물의 함량을 

5%로 높이고, 꽃잎의 함량도 기존 대비 3배 더 늘린 것. 또한 심각해지는 도

시공해 및 기타 오염된 환경으로 인한 다양한 피부 고민을 연구하여, 단계별 

솔루션을 찾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피부 보호 및 미백케어를 제안한다. 다

이아몬드를 부수어놓은 듯 영롱하게 빛나는 자인 천녀목란 빛 앰플에센스와, 

진주를 녹여놓은 듯 은은한 미백 광채를 선사하는 자인 천녀목란 빛 크림은 

찬란하게 빛나는 봄 피부를 약속하는 최상의 듀오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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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천녀목란 빛 앰플에센스 자인 천녀목란 빛 크림

마치 다이아몬드를 부수어놓은 듯 영롱한 빛

을 머금은 이 특별한 에센스는 피부 속빛을 케

어, 투명한 피부 빛을 끌어올려준다. 투명한 앰

플 속 화사하게 빛나는 빛 입자가 잃어버렸던 

속빛까지 찾아주는 것. 고농축 앰플과 부드러운 

에센스가 만난 앰플에센스 텍스처가 피부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1회 사용만으로 광채와 속보

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기관 : 한국피부임상과학연구소

사용기간 : 17년 1월, 1회 사용 시

임상대상자 : 20 ~ 50대 여성 24명

진주를 녹여놓은 듯 우아하게 빛나는 광채가 피

부에 그대로 입혀져 천연의 진주광을 자아내는 

미백 크림. 자인만의 특수 기술인 초고압 유화 

기법을 시도, 크림 입자들을 미세하게 쪼개어 자

연스럽고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빛 광채를 피부

에 부여한다. 깊은 보습감은 물론 기품 있는 윤

기까지 감돌아 피부 겉빛은 더욱 아름다워진다.

단 1회 사용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속보습 광채 효과!

자인 천녀목란 빛 앰플에센스 [미백 기능성] 자인 천녀목란 빛 크림 [미백 기능성]
50ml / 150,000원 50ml / 150,000원

보습광채

74%
개선

23%
개선

속빛에센스# 진주광크림#

자인 천녀목란 빛

Open

진주광미백 겉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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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재탄생되다! 다채로움으로 되쓰이는 업사이클링

Up CyCling 
pRODUCT

바야흐로 쓰는 시대에서 ‘되쓰임을 생각하는 업사이클링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입지 않는 옷과 커피 찌꺼기, 트럭 방수포, 현수막까지 다양한 재활용 재료들이

가방, 드레스, 점토로 변신해 착한 소비를 부추긴다.

두 바퀴 희망 자전거

체인라이트 / 퍼피라이트

호박등 - PUMPKIN LIGHT

두 바퀴 희망 자전거 / 소재_폐 자전거 휠 이미지 출처 / 두 바퀴 희망 자전거, 얼킨, 리브리스

리브리스 [REBRIS]

Chainring Table Clock

얼킨 [ul:kin]

사첼백_Roy

먹을 수 있는 포장재 위키펄은 천연 재료(사탕수수를 짜고 

남은 찌꺼기)로 만들었으며 아이스크림, 치즈 등을 싸는 데 

쓰인다. 자연 소재를 사용해 향과 맛을 더한 식용 패키지

인 셈이다. 브라질 기업 클레버 팩은 레고처럼 생긴 모듈

형 물병 뚜껑 클레버 캡을 선보였다. 다 마신 물병 뚜껑을 

모아 원하는 도구나 장난감으로 만들 수 있어 환경 의식은 

물론 재미있는 경험까지 선사한다. 

국내 대기업들도 동참하는 추세다. 코오롱의 레코드

(RE:CODE)는 판매되지 못하고 쌓여 있던 재고를 되살려 

새로운 옷을 만들었다. 쌈지의 업사이클링 브랜드 슬로우

바이쌈지는 소재를 확장하여 폐신문지, 폐소방호수, 폐타

이어 등으로 액세서리 제품을 완성했다. 

가방 브랜드 MCM은 고객이 자투리 가죽을 고르고 손수 액세

서리를 만들어 보게 하여 체험하는 업사이클링의 본이 되었다.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소규모 그룹도 큰 포부를 펼친다. 커피 

찌꺼기를 이용해 점토를 출원한 커피큐브, 역시 커피 찌꺼기로 

만든 탁상시계와 화분을 내놓은 얼스그라운드가 있다. 해변에

서 흔히 보던 유리는 바다보석이라는 브랜드를 만나 독특한 아

이템으로 재발견되었다. 자전거 소모품은 두 바퀴 희망자전거

의 손길을 거쳐 세상에 하나뿐인 조명과 가구로 재탄생하였다. 

씀씀이가 달라지고 있다. 많이 쓰고 많이 버리는 데서 적게 쓰

고 적게 버리는 즐거움을 알아가며, 기꺼이 불편한 삶에 함께

한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하고 두었던 잡동사니들이 업

사이클링하여 두 번째 쓸모를 찾는 중이다.

지금 당신의 곁에서, 함부로 버려지던 고물이 보란 듯 보물이 

되어 온오프 가리지 않고 다채로움으로 빛나고 있다. 봄을 맞

아 작은 화분을 집안에 놓듯 되쓰이는 소품 하나를 일상에 들

이는 건 어떨까. 지구여행자로 사는 소소한 기쁨이 덤으로 따

라온다. 

Up Cycling Product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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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

Open

최보영 전문의가 전하는 이달의 건강 상식

현대인의 운명을 바꾸는 헬스케어 노하우

다이어트가 즐거워지는

현명한 방법

다이어트가 즐거워지는 현명한 방법!

작심삼일은 이제 그만!

現 분당바른세상병원 비만클리닉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촌세브란스병원 인턴 수료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삼성서울병원 임상강사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최보영 전문의

새봄이 찾아온다. 그리고 으레 다이어트는, 3월에 도전

할 일 1순위를 차지한다. 비단 여성들의 다이어트만이 아

닌, 건강을 위한 체중 조절이 금연이나 운동처럼 당연한 

습관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1997년에 비만을 질환으로 정의했고, 작년 

말에는 설탕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등 전세계가 

비만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비만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체내에 과도한 지방 조직이 

축적된 상태를 이야기한다.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BMI,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이상인 경우, 또 허리

둘레를 기준으로 남성 90cm, 여성 85cm이상인 경우 비

만에 해당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비만은 다양한 성인 질

환의 원인이 되는데 특히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만성 염증반응 

유발을 통해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

군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최근에는 암과의 연관

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여성에

게 비만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과 같은 여성암, 생리불

순이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BMI 지수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더라도 안심할 수 없

다. 겉으로는 날씬해 보이더라도 체성분을 분석하면 근육

량이 부족하고 체지방률이 표준보다 높거나 내장지방이 

많은 마른 비만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지방간 및 대사질

환의 위험이 오히려 높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

에 기초대사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30대 이후에 운동 

부족과 나쁜 식습관이 더해지면 일명 나잇살이 온 몸 구

석구석 붙어 사과처럼 동그란 몸매로 변하기 쉽다.

올바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결국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는 감소시키고 운동과 신체활동을 통해 소비하는 

칼로리는 증가시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적당한 칼로리의 식단을 구성하되 야채, 해조류 등 식이섬

유 섭취를 늘리고,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

도록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건강하게 먹은 다음에는 

건강하게 운동할 것. 걷기, 자전거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

으로 시작해 꾸준히 늘려가며 주 2회 이상 근력운동과 병

행한다. 무리하게 식사량만 줄여서 단기적으로 체중을 감

량하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체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분

해해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고 신체 기초

대사량은 낮아져 쉽게 살찌는 체질, 마른 비만형으로 변할 

수 있다. 

하지만 나잇살은 운동과 식이조절로 쉽게 굴복되지 않는 

것이 문제. 이럴 땐 체중감량 보조제 등의 도움을 받는 것

이 효과적이다.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증가시켜 음식 

섭취를 줄이도록 하는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음식 중 지방 성분의 흡수를 차단하거나 탄수화

물의 배출을 증가시키고, 신체 대사율을 증가시켜 지방연

소를 돕는 등 다양한 종류의 보조제 중에서 자신에게 맞

는 제품을 선택해보자. 최근에는 레몬밤 혼합 추출물을 이

용, 지방조직에 혈관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 세포에 가는 

영양성분을 차단하여 지방 조직 자체의 축소를 유도하는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비만은 질병이며, 지금

까지의 라이프스타일을 개선하고 유지해야 치료

를 성공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상기할 것. 평소

의 생활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을 찾

아내 작심삼일 없이 꾸준히, 또 건강한 다이어트

를 완성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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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붙어있는 나잇살은 가라!

웰빙라이프

헬시 슬리밍 파워 킬

다이어트 정
웰빙라이프 헬시 슬리밍 파워 킬 다이어트 정

예전에는 한두 끼만 굶어도 몸매가 유지됐는데, 요즘은 식이조절

과 운동을 병행해도 별 소용 없다면? 그 원인은 나잇살 때문! 질

기디 질긴 나잇살과 이별하고 건강한 몸매를 되찾고 싶다면 웰빙

라이프 헬시 슬리밍 파워 킬 다이어트 정과 함께 새로운 다이어트 

플랜을 짜보자. 

웰빙라이프 뷰티 & 다이어트 솔루션
헬시 슬리밍 파워 킬 다이어트 정 

800mgx60정(1개월 분) / 100,000원

원인부터 다른 나잇살, 지방 축적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몸무게는 20대 때와 다를 바 없는데 왠지 옷태가 나지 않아 외출 때마다 하염 

없이 옷장 앞을 서성이고 있다면 그건 분명 나잇살이 몸에 붙었다는 증거다. 

매일 15분씩 버피테스트를 하고, 살 안 찌는 것만 골라 먹어도 라인에 변화가 

없는 것 역시 같은 이유. 나이가 들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는 여

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성장 호르몬 역시 줄어들면

서 자연스럽게 지방 분해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또 근육이 점점 줄어 기

초대사량이 떨어지니 몸 구석구석 나잇살이 붙는 것은 시간 문제. 내장지방이 

쌓여 사과처럼 동그랗게 부풀어오른 몸매를 콜라병처럼 매끈하게 되돌리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다이어트에는 이별을 고해야 한다. 

29 30

웰빙라이프 헬시 슬리밍

Open

이름처럼 내장지방을 타겟으로 집중 공략해 불룩 튀어나온 뱃살과 허릿살부터 정돈해준다. 이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생리활성등급 2등급을 받은 다이어트 기능성 소재인 

레몬밤 추출물 혼합 분말의 힘. 여기에 비타민 B군, 콜레우스 포스콜리, 그린빈 추출물이 추가 함

유되어 당신의 다이어트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줄 것이다.

4월
발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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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케어를 위한 탁월한 선택!

웰빙라이프 웰에이징 솔루션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라임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시달리고 왠지 몸이 찌뿌드드 무겁다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

다는 증거. 체내 유해물질을 케어해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는 웰빙라이프 

웰에이징 솔루션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라임으로 새봄을 한결 가뿐하게 준비해보자.

체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100% 국내산 키토산의 힘

봄철 도심의 하늘을 뒤덮은 뿌연 스모그. 미세먼지와 황사가 큰 골칫거리로 꼽히지만 그 옆에는 중

금속과 환경 호르몬, 발암 물질, 화학 물질 등 만만치 않은 유해물질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공기를 

마시고 산 먹거리들은 안전할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체내의 유해물질은 더욱 쌓이고 쌓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웰빙라이프 웰에이징 솔루션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라임의 주성분인 키토산은 면역력 케어에 도

움을 주어 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웰에이징 솔루션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

라임의 100% 국내산 홍게에서 추출한 키토산은 양전하를 띠어 마치 자석의 양극과 음극이 찰싹 달

라붙는 것처럼 우리 몸을 공격하는 유해물질에 대응하여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또 키토산

은 좋은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높여 혈관 건강 케어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며, 면역력 케어

에 도움을 주는 아연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큰 시너지를 낸다. 면역력이 떨어져 잔병치레가 잦아진

다면, 웰빙라이프 웰에이징 솔루션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라임이 현명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 길잡

이가 될 것이다. 

웰빙라이프 웰에이징 솔루션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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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라이프 웰에이징 솔루션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라임 

280mgx270캡슐(45일 분) / 390,000원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어 몸 속

유해물질을 케어해주는 

국내산 키토산 함유

면역력 케어

No1. 아연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을 주는 아연 함유로

면역력 케어

유기농

곡물효소 콤플렉스

15종의 곡물 발효효소로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

할 수 있도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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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벤트는 ’10년의 사랑 럭셔리 프로모션’ 고객분들에 한해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문의사항 │ 080 - 022 - 5013 / 031 - 722 - 7216

깊은 산 속, 고귀하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

천녀목란을 찾아 떠나는 원정대에 도전하세요!

지친 몸과 마음을 싱그러운 숲 향기를 맡으며 힐링하고

천녀목란 빛 제품들로 더욱 예뻐지는

특별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

Open

오랜 시간동안 코리아나를 사랑해주신

 ‘럭셔리 프로모션’ 고객분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10년의 사랑 럭셔리 프로모션’ 고객님들 중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신청해보시고 코리아나와 함께 소중한 기억을 남겨보세요.
[ [[ ]

원정대 특전! 총 50만원 상당의 혜택 

•천녀목란 제품 30만원 상당 증정

•봄내음 가득, 자연이 선물한 향긋한 식사

•청정한 자연 지역에서 천녀목란 체험

코리아나 뷰티센터 앱으로 접속하여 이벤트 창 접속, 

추억을 남기고싶으신 소중한 분들에 대한 사연을 남겨주세요. 

www.beautycenter.co.kr 접속 ▶ ‘이벤트&커뮤니티’ 접속 후 

해당 이벤트 게시판 내 댓글을 달아주세요.

1
신청방법

참여해주신 두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촬영 당일 전문 아티스트가 메이크업 및 헤어 스타일링을 해드립니다. 

인물 전용 촬영장에서 촬영된 예쁜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고객님께 드립니다.

코리아나 뷰티 매거진              에 사연과 사진을 실어드립니다.

3
혜택

2
신청기간 2017년 3월 8일 ~ 24일 까지

당첨자 발표 : 게시판 공고 및 개별 연락

신청기간

당첨인원

당첨발표

원정일시

원정장소

문의사항

2017년 3월 1일 ~ 2017년 4월 30일

총 80명 내외 (당첨자는 지인 1명과 함께 동반 참여 가능합니다.)

2017년 5월 2일 화요일 (사이트 공지 및 개별 연락 드립니다.)

2017년 5월 15일 ~ 17일 중 하루

강원도 원주 치악산 국립공원 

080 - 022 - 5013 

자인 천녀목란 원정대

※ 당첨자는 www.beautycenter.co.kr / www.coreana.com 에서 명단으로 확인 가능하시며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참여방식

자인 천녀목란 빛 앰플에센스, 빛 크림 안에는 특별한 응모권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응모권의 응모 번호를 확인해주세요.

1

2

3

오랫동안 코리아나와 함께해주신 럭셔리 프로모션 고객님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 

소중한 순간을 담아 선물해드립니다.

코리아나 럭셔리 고객을 위한

Special EVEnT

www.beautycenter.co.kr 에서 응모권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즉석 당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정확한 성함과 연락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에서 옆의 QR코드 스캔 후, 바로 사이트로 접속하셔도 가능합니다.

코리아나 온라인 뷰티센터
www.beauty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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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뷰티센터

Open

키워드로 보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Study & Success!

Study & Success!

Special !

Synergy!

Special!
Synergy!

학이시습지로 쉼 없이 배우는

안성 뷰티센터

‘학이시습지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好)’,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

가. 끊임 없는 배움이 성장의 바탕이 되리라

는 선조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며 성

공의 주춧돌을 놓아가는 안성 뷰티센터의 

키워드는 당연히 S 뿐이다.

안성 뷰티센터 이은미 국장 

TEL : 031 - 675 - 3301

안성 뷰티센터를 이끄는 수장, 이은미 국장의 뷰티 컨설팅은 이미 입소문이 톡톡히 나있다. 단순한 피부 상

담에 그치지 않고 체질분석을 통한 맞춤 웰빙식까지 제안하기 때문. 그래서 철저하게 예약제로 이뤄짐에도 

상담 만족도가 높아 예약이 끊이질 않는다. 치열한 뷰티 업계에서 차별화된 상담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

유는 몇 년 전부터 이너뷰티 시장이 커져나갈 것을 예상한 이은미 국장의 혜안이 적중한 데에 있다. 좀 더 

신뢰감을 주는 뷰티센터로 거듭나기 위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한방건강을 전공하며 학업에 시간을 투자

하고 이를 식구들과 함께 공유하며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것.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승부수를 던진 그녀

는 안성 뷰티센터를 성공으로 이끄는 든든한 주춧돌이다.

S

안성 뷰티센터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시간이 있다. 교육시간 전 10분, 교육장은 흥겨운 노래방으로 변신! 촬

영 당일 아침에도 안성 뷰티센터의 매니저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변함 없이 즐거운 모습으로 아침을 시

작했다. 그래서인지 안성 뷰티센터의 사무실은 꽃처럼 활짝 웃는 얼굴들이 둥실 떠다닌다. 그 외에도 안성 

뷰티센터는 화합의 날을 지정해 영화관 데이트, 레스토랑에서의 와인파티, 계절별 산행, 국내외여행 등 매

니저들의 사기를 올리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즐거워야 최상의 근무 효과를 가져온다는 국장

의 특별한 경영철학이 뷰티 매니저들을 365일 행복하게 하는 이유다.

 

학이시습지를 몸소 실천하며 배움을 나눈 이은미 국장의 노력은, 배움에 대한 열정과 즐기며 일할 줄 아는 

매니저들을 만나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삶에 안주하기보다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에 안성 뷰티센터의 매니저들은 ‘즐기며 성과를 내는 뷰티 전문가’로 성

장하는 중이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안성 뷰티센터 매니저들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코리아나 뷰티센터가 

있어 인생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그녀들의 힘차고 밝은 에너지가 더욱 더 큰 시너지를 이뤄내 앞

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