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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마르지 않는 피부를 위한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앰플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크림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토너 (촉촉한 타입)

건조한 피부에 촉촉함을 선사하는

에센스 타입의 수분 코팅 토너

발효 히아루론산 성분을 함유한

집중 고보습 앰플

푸석하고 자주 당기는 피부를 위한

풍부한 사용감의 윤기 보습 크림



라비다 119 캠페인

전쟁과 지진,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꿈을 잃지 않는 지구촌의 어린이들.

라비다 119 캠페인 드림 투게더 프로젝트와 함께,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보자.

함께해서 더 커진 꿈, 라비다 119 캠페인



전염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해 백신을 연구

하고 보급하는 UN산하 국제기구인 IVI 국제백신연구소를 7년째 

후원하며 지구촌 어린이들의 생명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라비다. 

2019년 새해를 라비다 119 캠페인 ‘드림 투게더 프로젝트’로 활짝 

열며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라비다 119 캠페인은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 한(1)병을 구입

하면 일정 금액이 IVI 국제백신연구소에 기부되어 전염병으로부

터 고통받는 어린이 한(1)명을 구(9)하는 사회적 공익활동이다.

착한 소비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지구촌 어린이와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드림 투게더’라는 

이름으로 아름다워지는 방법을 제시한 것. 150% 더 커진 대용량 

에센스는 소중한 백신을 전달해 생명을 살리는 활동에 동참한다. 

또한, 나쁜 꿈을 걸러주는 드림캐처를 코리아나 화장품 본사 1층에

전시하여 전염병과 새해를 가로막는 액운을 걸러주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그 옆에는 새로운 꿈을 기원하는 ‘드림보드’가 전시되어 

있으니 좋은 기운을 모든 이와 나누길 원한다면 드림보드에 소원을 

적어 꿈을 위한 행보에 함께 참여해보자. 

함께 나눈 사랑이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는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 드림 투게더 에디션.

150% 더 커진 대용량으로 더욱 넉넉한 사랑을 나눠

주세요.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 드림 투게더 에디션 
[주름 개선ㆍ미백 기능성] 120ml / 95,000원

꿈꾸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라비다 드림 투게더 프로젝트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 드림 투게더 에디션 
[주름 개선ㆍ미백 기능성] 120ml / 95,000원

파워셀 케어



2019년, 날마다 첫 피부처럼

생물학적인 나이에 숫자 하나가 더해졌을 뿐, 새해에도 우리 피부는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마치 처음 피부처럼 매일 관리해주는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가 있으므로.

긍정의 신호로 피부를 깨우는 첫 피부 에센스,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

새해를 위한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자. 살도 빼고 싶고, 돈도 모으고 싶고, 예뻐지고도 싶겠지만 누구라

도 제일 윗칸에는 행복해지기를 쓰지 않을까? 파랑새는 가까이 있다는 말처럼 행복해지는 법은 어렵지 

않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의 근육을 다잡으면 작은 순간도 행복하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라비다가 파워셀 에센스 에스를 통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긍정의 힘은 우리 피부에게도 놀

라운 효과를 펼친다. 시그날로좀TM이 피부 사이에 긍정적인 신호가 제대로 통하게 돕고 파워셀TM이 잠

든 피부를 깨워 마치 첫 피부처럼 활력과 에너지를 부여하기 때문. 여기에 mi-RNA 레귤레이터가 탄력

과 칙칙함, 건조함 등 다양한 피부 변화에 대응할 힘을 키워준다. 2019년을 맞아 선보이는 대용량 리미

티드 에디션,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 드림 투게더로 피부를 깨우는 긍정의 신호를 마음껏 누려보자. 

SIGNAL POWER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로
2주 후 느껴지는 피부!

100%
만족

100%
만족

100%
만족

피부톤이

맑고 투명해진 것 같다.

아침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예뻐보인다.

어린 피부처럼

피부 속이 환하고

투명해 보인다.

대상 : 성인 여성 20 ~ 22명 / 기간 : 2017.04 ~ 2017.06 / 기관 : 한국피부과학연구원

* 설문조사 응답자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파워셀 케어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미스트

[주름 개선ㆍ미백 기능성] 75ml / 40,000원



더 새로워진 미스트로 첫 피부처럼 맑고 투명하게!

신선한 물과 햇빛, 섬세한 관심이 꽃을 오래가게 하는 것처럼, 피부에도 수시로 섬세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겨울에도 첫 피부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로 가꿀 수 있다. 

뿌릴 때마다 깨어나는 첫 피부,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미스트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건조함에 시달리는 겨울 피부에게, 미스트는 파우치에 꼭 넣어두어야 

할 겨울 필수품이다. 하지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는 것인 만큼 얼마나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지,

얼마나 미세하고 고르게 분사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미스트는 

여기에 또 하나의 조건을 더한다. 바로 뿌릴 때마다 첫 피부처럼 상쾌하게 깨어날 것!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의 유효 성분인 시그날로좀TM을 그대로 담아낸 이 스마트한 미스트는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 뿌릴 때마다 맑고 투명한 첫 피부로 깨워낸다.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미스트는 다방면으로 열일한다. 미스트를 뿌린 브러시로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면 더욱 매끈한 

베이스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고, 메이크업 후에 미스트를 뿌려주면 들뜨는 메이크업을 잠재

울 수 있다. 안개처럼 분사되는 미세한 입자의 미스트를 충분히 즐기려면 20cm 거리를 두고 뿌려

주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NEWEST MIST

파워셀 에센스 에스
유효 성분을 그대로 담아
오랫동안 첫 피부처럼!

라비다 파워셀 에센스 에스의 

유효 성분인 시그날로좀TM을 

그대로! 피부 본연의 힘을 키워

맑고 투명한 첫 피부로 가꿔준다.

1

빙하수로 피부를
편안하게!

미네랄이 풍부한 빙하수를 함유

하여 외부 환경 요인으로부터 

끊임없이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

하게 다독여주고 촉촉하게 케어

한다.

2

핸디한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수분 케어!

파우치에 쏙 들어가는 핸디한 

사이즈로 휴대하기 편하며, 안개

처럼 미세한 분사로 피부 건조함을

줄여준다.

3



비타민 씨 솔루션

눈처럼 환한 피부를 위한 화이트닝 종결자

겹겹이 쌓여 있는 멜라닌은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 멜라닌을 케어해 깊고 

우수한 미백 효과를 펼치는 라비다 비타민 씨 솔루션 앰플로 맑고 투명한 겨울 피부를

지켜내자.

눈처럼 환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이상적인 미백 솔루션 

기미 및 
색소침착 개선

깊이 흡수되는
느낌

피부가
건강해진 느낌

피부톤
개선

100%

100% 100%

86.4%

피부 속 깊숙한 곳에서 생겨나 피부 겉으로 퍼지는 멜라닌. 이 질긴 연결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으면 멜라닌은 피부 층마다 겹겹이 쌓여 기미와 잡티로 피부에 짙은 흔적을 남긴다. 맑고 투명한

피부를 원한다면 멜라닌 레이어링 현상이 생기는 원인에 대응하는 깊고 우수한 미백을 준비해야 

한다. 라비다 비타민 씨 솔루션 앰플은 1제와 2제를 사용 직전 혼합해 이상적인 효과를 펼쳐 가히 

미백 종결자라 불릴 만하다. 우선 영국산 순수 비타민 C 70%가 고농축된 1제는 비타민을 한 번 

더 보호하는 히든월에 담겨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 시너지 미백 솔루션을

담당하는 2제는 mi-RNA 레귤레이터가 멜라닌 생성 원인을 차단하고, 타우린이 당화를 억제해 

환한 피부톤을 선사하여 눈처럼 환한 피부로 케어해준다.

THE END OF WHITENING

임상시험 설문을 통해 검증된
라비다 비타민 씨 솔루션 앰플의 놀라운 실력

피부 속 및 겉 멜라닌 완화, 피부톤(밝기) 개선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조사대상 : 평균 연령 46.27세 여성 22명  / 사용기간 : 2018.03.05 ~ 2018.04.25

조사기관 : 한국피부과학연구원



라비다 비타민 씨 솔루션 앰플
[미백 기능성] (300mg + 8ml) x 4ea / 280,000원



선 솔루션



겨울에도 꼭 필요해!

피부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색소 침착을 만드는 UVA가 여름보다 높은 겨울.

그러므로 겨울에도 매일매일 꾸준한 선 케어는 필수다.

매일의 자외선은 기본, 미세먼지까지 철벽 방어

히터 앞자리도 두렵지 않은, 가볍고 촉촉한 쾌적함

눈에 반사된 자외선, 한여름만큼 강하다

라비다 선 솔루션 데일리 모이스트 프로텍션

라비다 선 솔루션 프레쉬 선 에센스 

라비다 선 솔루션 레포츠 스마트 쉴드

세계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중국의 상태를 살펴 보았다. 미세

먼지의 보통 수치인 31~80㎍/㎥에 비해 800㎍/㎥에 가까운 치명적인 수치가 모두 

우리 피부를 공격할 예비군이라는 사실이 무섭고 아찔하다. 중국의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자외선 차단에 

수분 공급, 그리고 안티 폴루션 쉴드까지 겸비한 라비다 선 솔루션 데일리 모이스트 

프로텍션으로 가볍고 산뜻한 멀티 방패를 피부에 둘러보자.

끈적이고 무거운 선크림이 싫은 건 여름이나 겨울이나 매한가지이다. 겨울 피부를 보

호하기 위해 몇 겹의 스킨케어를 얹은 상태라면 더욱 부담스럽다. 마치 안 바른 듯 산

뜻한 사용감의 라비다 선 솔루션 프레쉬 선 에센스로 마무리해주면 겨울의 출근길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겨울에도 아웃도어 레포츠를 포기할 수 없다면, 장비와 함께 선스크린도 챙겨야 한

다.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의 양이 80%에 이르며, 특히 스키장처럼 사방이 눈으로 뒤덮

인 곳에서는 일광 화상까지 입을 수 있을 정도기 때문. 라비다 선 솔루션 레포츠 스마

트 쉴드는 자외선과 근적외선, 건조함 등으로 부터 방어해주는 스마트 쉴드 테크놀로

지로 거뜬하게 피부를 지켜낸다. 

WINTER SUN TRIO

2
sun 

solution

3
sun 

solution

1
sun 

solution

아이알에프 20 / SPF50+ / PA++++ [주름개선·자외선 차단 기능성] 70ml / 38,000원

아이알에프 25 / SPF50+ / PA++++ [자외선 차단 기능성] 70ml / 38,000원

아이알에프 20 / SPF36 / PA+++ [미백·자외선 차단 기능성] 60ml / 38,000원



라인 솔루션

탄력 넘치는 매끈한 바디

이불 밖은 위험한 겨울, 다이어트는 위기를 맞는다. 운동화 끈을 묶을 의지

조차 생기지 않는다면 라비다 라인 솔루션 바디핏 듀오의 은밀한 바디

디자인에 기대어 보자.

LINE SHAPERS

쉽고 꾸준한 관리를 위한 라비다 라인 솔루션 바디핏 듀오

마르고 긴 8등신에서 가슴과 골반을 강조한 베이글의 시대를 지나 지금은 탄력 있고 

균형 잡힌 운동으로 다듬어진 몸매가 대세. 하지만 호기롭게 헬스장 1년 등록하고 

기부천사가 되어있거나, TV 속 멋진 몸매의 연예인을 누워서 관람하거나, 6시 이후

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라는 다짐은 쌓인 접시와 함께 사라진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굶는 건 차라리 쉽다. 하지만 꾸준히 다듬어 라인을 만드는 일은 웬만한 의지

로는 이어가기 힘들다. 작심삼일도 3일마다 계속하면 된다는 말처럼, 매일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아볼 것. 라비다 라인 솔루션 바디핏 세럼과 크림은 이러한 고민을

위해 탄생했다. 세럼은 불필요한 수분을 케어하여 바디를 탄탄하게 잡아주고,

크림은 탄력 넘치는 매끈한 바디로 가꾸어준다. 게을러지기 쉬운 겨울, 바디핏 듀오로

바디 피부를 가꾸어보자. 

바디를 탄탄하게 케어해주는 프리미엄 바디 세럼

주름 개선 기능성으로 처지고 탄력 잃은 피부를 탄탄하게 케어해주는 

바디 크림. 스노우 셔벗 텍스처가 눈 녹듯이 부드럽게 펴 발려 오래도록

마사지를 지속할 수 있다. 

라비다 라인 솔루션 바디핏 세럼

라비다 라인 솔루션 바디핏 크림

size 
Down

1

size 
Down

2

225ml / 180,000원

[주름 개선 기능성] 225ml / 220,000원





생기 진

황금진액의 탄력과 생기를

GOLDEN EFFECT

황금 홍삼의 기운 자인 생기 진 에센스

고귀한 약재로 채워진 황금진액에 영지버섯, 상황버섯의 익수단 처방이 더해져 피부 활력을 끌어올려 집중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고영양, 주름 개선, 탄력 증진의 앰플 에센스. 코리아나만의 기술로 피부를 더욱 촉촉하고

층층이 탄력 있게 케어해준다.  

자인 생기 진 에센스
[주름 개선 기능성] 50ml / 150,000원

4주 만에 변화된 놀라운 피부 탄력

자인 생기 진 에센스 사용시

사용 전 4주
사용 후

0

5

10 9.92%

진피 치밀도

사용 전 4주
사용 후

0

5

10 9.03%

탄력 채움

대상 : 평균 연령 30세 이상 23명  / 기간 : 16.06.03 ~ 16.07.25 / 기관 :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사용 전 4주
사용 후

0

25

10

24.31%

볼 부위 리프팅



세상 모든 생기를 바싹 말리고 얼려

버릴 듯한 계절. 생기와 탄력을 잃고 

주름마저 늘어나는 혹한의 겨울 피

부에게 황금진액의 깊은 케어가 시

작된다. 

황금진액과 금사로 채우고 탄탄하게 올려주는 자인 생기 진 황금앰플

고농축으로 함유된 황금 홍삼과 천정팔진단, 녹용, 장뇌삼, 용안 등 13개의 고귀한 약재가 피부에 황금진액을

채우고 24k 골드의 금사가 피부에 탄력을 부여하는 2단계의 황금 보양 앰플. 1일 1회 사용 용량으로 나눠져

있으며 눈에 보이는 금사로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자인 생기 진 황금앰플 
[주름 개선 기능성] 2ml x 28ea / 320,000원



웰에이징 솔루션



몸속 활력 스위치 ON

웰빙라이프 발효 태반 V 앰플 

의욕도 생기도 없이 실내에서도 으슬으슬 한기를 느낀다는 ‘기운 빠진’ 사람들. 

혹한의 겨울까지 닥쳐 바닥난 기력에 한 병의 앰플로 몸속 충전기는 급속충전!  

기운 빠진 사람을 위해! 발효 태반 V 앰플로 활력 UP!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 살고, 각종 바이러스 질환의 트렌드 세터가 되어 온갖 유행

병을 다 경험하며 피곤을 등에 지고 사는 사람들. 체력이 본래 약해서인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나 과로가 누적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현대인들은 이처럼 피

곤하게 산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비용도 비용이고 병원까지 가서 진료를 받

기 번거로운 것이 사실.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체력 충전 방법은 없을까? 효능이

좋고 휴대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기까지 한, 그런 제품이 있다. 바로 웰빙라이프 

발효 태반 V 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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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태반에 가까운
청정 제주에서 온

말태반 

다양한 복합
영양소로

균형 있는 영양관리

휴대하고, 마시기도
너무 편한   
앰플 타입



소중한 분께 코리아나를 선물하세요.

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젤 크림 기획 

건조하고 지친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적셔주는

산뜻한 수분 젤 크림 기획

모이스처 솔루션 젤 크림 (대용량 한정) 75ml / 70,000원

              라비다 파워셀 마스크 에스 [주름 개선·미백 기능성] 25ml x 5ea

100,000원 70,000원라비다 모이스처 솔루션 2종 기획 

수분 통로로 전해지는 풍부한 수분감이 오랫동안 촉촉함을

선사하는 기초 2종 기획 

모이스처 솔루션 토너 (촉촉한 타입) 200ml / 48,000원

모이스처 솔루션 에멀션 120ml / 52,000원

              클린 솔루션 필링 매직 20ml 

              파워셀 에센스 에스 [주름 개선·미백 기능성] 10ml

              모이스처 솔루션 세럼 8ml / 모이스처 솔루션 크림10ml

125,000원라비다 모이스처 세럼 & 크림 기획 

당기는 피부를 위해 보습감과 풍부한 사용감을 선사하는

세럼 크림 2종 기획

 

모이스처 솔루션 세럼 40ml / 65,000원

모이스처 솔루션 크림 50ml / 60,000원

              모이스처 솔루션 토너 (촉촉한 타입) 25ml

              모이스처 솔루션 에멀션 25ml

              모이스처 솔루션 앰플 25ml

라비다 옴므 2종 기획 라비다 콜라겐 솔루션 세럼 기획

부드럽고 편안한 터치감과 향으로 품격 있는 피부를 가꾸어주는 

남성 기초 2종 기획

캐비어 콜라겐 추출 성분 88%가 함유된 형상기억 제형이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리프팅 세럼 기획

옴므 멀티솔루션 [주름 개선 기능성] 100ml / 50,000원

옴므 스킨 150ml / 40,000원

              옴므 멀티솔루션 [주름 개선 기능성] 33ml      

              옴므 스킨 33ml

콜라겐 솔루션 세럼 [주름개선 기능성] 40ml / 88,000원

              콜라겐 솔루션 크림 [주름 개선 기능성] 10ml      

              파워셀 에센스 에스 [주름 개선·미백 기능성] 40ml

90,000원88,000원

라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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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New Year

With COREANA



웰빙라이프 발효 태반 V 앰플  

발효 제주산 태반이 함유되어 지친 현대인의 원기회복을 돕는 제품

20ml X 30병 (1개월 분)

250,000원웰빙라이프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 프라임  

고분자 수용성 키토산이 면역력 증강, 항균 작용, 콜레스테롤

개선을 도와주는 제품

280mg X 270캡슐 (45일 분)

390,000원웰빙라이프 데일리 홍삼 진액  

6년근 홍삼을 농축해 휴대 가능한 스틱에 담아 언제 어디서든

쉽게 홍삼을 섭취할 수 있는 진액 타입 제품

10ml X 30포 (1개월 분)

110,000원

자인 생기 진 아이크림 기획

눈 녹듯 녹아들고 탄력있게 잡아주는 섬세한 눈가 솔루션 기획

생기 진 아이크림 [주름 개선 기능성] 20ml / 120,000원

              생기 수 60ml

              생기 유액 60ml 

              생기 진 수면팩 [주름 개선 기능성] 30ml

120,000원

발효녹두 옴므 맑고 깊은 2종 기획

발효녹두와 흑효모를 담아 맑고 깊은 피부를 완성하는 남성 기초 2종 기획

옴므 맑고 깊은 토너 180ml / 29,000원

옴므 맑고 깊은 에멀션 150ml / 29,000원

              옴므 깨끗한 폼클렌징 50ml

58,000원

자인 생기 2종 기획 자인 생기 진 수면팩 기획

천정팔진단TM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생기를 채워주는

고영양 기초 2종 기획

 

영양공급으로 밤사이 주름과 탄력을 관리해주는 영양 수면팩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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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 개선 기능성] 30ml

생기 진 수면팩 [주름 개선 기능성] 100ml / 55,000원

              생기 결 젠틀 클렌징 폼 90ml

129,000원 55,000원

발효녹두 맑은 기초 2종 기획

효소를 더한 발효녹두의 맑은 숨결을 전하는 기초 2종 기획 

맑은 토너 180ml / 29,000원

맑은 에멀션 150ml / 29,000원

              더 깨끗한 폼클렌징 30ml

              깨끗한 클렌징 로션 30ml

58,000원

코리아나 활 다윤모 2종 기획코리아나 시크릿 바이올렛 보디 기획

고품격 한방 프리미엄 헤어 2종 기획
맑고 순수한 보랏빛 제비꽃이 가득 펼쳐진 천상의 화원을 거니는 듯

오랫동안 산뜻한 향기를 선사해주는 보디 기획

활 다윤모 두피 클리닉 샴푸 [탈모 완화 기능성] 400ml

활 다윤모 트리트먼트 400ml

              활 다윤모 두피 클리닉 샴푸 [탈모 완화 기능성] 400ml

               *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시크릿 바이올렛 보디 클렌저 300ml

시크릿 바이올렛 보디 에센스 300ml

              시크릿 바이올렛 보디 클렌저 300ml

58,000원38,000원 웰빙라이프 키토 라이프 세트

키토산이 치아와 피부의 각종 노폐물을 청결하게 씻어주어 쾌적한 

생활을 도와주는 덴탈 & 비누 기획 세트

키토켈링 듀얼케어 치약 [의약외품] 135g X 3ea

              키토가글 [의약외품] 250ml

              키토켈링 비누 80g X 3ea

29,000원

자인

발효녹두

코리아나 & 웰빙라이프

코리아나 기획 상품들은 한정 기획이므로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특별기획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