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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가 소환하는 추억, 그 추억을 만들어줄 러비더비.

시간이 지나도 향기는 길게 남아 당신을 추억하게 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제품이 아닌 추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DEAR _________ .



FIRST MOVER

& MARKET-DRIVER

+LOVELY

PRODUCTS

LIVELY

EXPERIENCE

+ FRIENDLY

STORE

러비더비는 2014년 ‘기존 향기 제품의 틀을 재정립한다.’는 것을 목표로, ’향기에 기능을 첨가’한 국내 최초의 향기 브랜드입니다. 

‘섬유향수’라는 New Category를 탄생시킨 First Mover의 위치에 자리매김한 러비더비는 섬유향수 Category의 기준이 되었으며,

섬유향수를 중심으로 한 뷰티&라이프 스타일의 기준점으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러비더비의 모든 제품은 ‘쉬운 사용방법, 지속적인 향기’ 라는 철학을 가지고, 엄격한 테스팅을 거쳐 런칭 됩니다.



LOVELY

사랑스러운 제품

PRODUCTS

L고객의 사랑스러운 일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향기 서포터즈 러비더비는 영국 CPL Aromas의 수석 조향사인

도미니크 프레이샤스와의 협업을 통해

그가 직접 조향한 향만을 사용하며, 모든 제품은

‘상식적인 가격, 합리적인 활용’이 가능해야만 출시 합니다.

(제품 레이블에서 ‘United Kingdom CPL Aromas

기술지원’을 확인 하세요.) 



L

LIVELY

생생한 체험형 마케팅

EXPERIENCE

보이지 않는 향기를, 생생하게 그려주는 것이

러비더비의 Marketing Goal 입니다.

직접 경험 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고객들과의

접촉을 목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더하여 그들이 더욱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공유가치 창출(CSV)과 사회적 책임(CSR)을 이행합니다.



F

FRIENDLY

친근한 유통채널

STORE

Young Masstige Line의 러비더비 제품들은

접근성이 쉽고,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운 스토어만

엄격하게 통제하여 입점 시킵니다. 

또한 러비더비의 각 라인별(Young Masstige vs. Prestige)  

유통 채널에 대한 철저한 분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Place와 Products에 대한 Schema를 형성합니다. 



WHAT IS

FONDLY.

LOVEYDOVEY

러비더비는 넘칠 정도로 사랑스러운 행동을 이르는 형용사로

알콩달콩 & 간질간질한 사랑꾼들의 연애를 표현합니다. 

고객들이 늘 넘치게 ‘사랑받는 기분’ 그리고 ‘사랑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저희 러비더비만의 향기로 서포트 하고 싶은 바람을 담은 브랜드 네임 입니다.



LOVELY

사랑스러운 제품.

PRODUCTS

01  FABRIC MIST

02  EAU DE PERFUME

03  BODY 

04  HAIR

05  HOUSE

06  SPECIAL LINE 

07  LIMITED EDITION (COLLABORATION)



Sign. Product

PRODUCT INFO.

01 PRODUCT

Category Fragrance > Fabric Mist

S.K.U

Jumbo line 14,800 500ml 17EA

Classic line 9,800 200ml 31EA

Mini line 3,900 80ml 8EA

Test report
Continuous fragrance, anti-static, deodorant, 

antibacterial

Distribution H&B(LOHB'S, lalavla, Olive Young), online store

FABRIC
MIST

누적 판매량 354만개의 섬유향수!

섬유향수의 Origin Brand “러비더비”는

탈취 및 항균, 피부 무자극, 정전기 방지, 

48시간 이상의 향 지속력, 미세먼지 차단 등

<기능성 섬유향수>로 해당 업계 기준점의 역할이 됨.

또한, 국내 주요 H&B 스토어 입점 및 백화점과

뷰티샵, 패션샵, 리빙샵 등 입점!



천연 탈취 99.6% 항균 99.9% 피부 무자극 인증 정전기 방지

ALL EWG 1등급 48시간 지속 효과 에코서트 인증 원료 CMIT계, 구아니딘계
불검출

섬유향수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Fragrance

PRODUCT INFO.

02 PRODUCT

EAU DE
PERFUME

Category Fragrance > Eau de Perfume

S.K.U Classic Line 23,000 30ml 8EA

Distribution H&B(LOHB'S, LaLavla), Online store

500일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친 프리미엄 니치 향수!

여성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연구 개발된 오드퍼퓸은

유럽의 유명 브랜드들의 향수들을 조향해 낸 CPL Aromas의

도미니크 프레이샤스가 직접 셀렉한 향만을 선정하여 런칭을

진행하였으며, 곡물 발효 식물성 주정 알코올을 사용해 고객의

건강에 유해 되지 않는 좋은 성분만을 담아, 더욱 섬세하고

풍성한 향기를 선사!



PRODUCT INFO.

03 PRODUCT

향기 이상의 것을 선사하는 러비더비 바디 라인

과즙의 상큼함을 담은 향기와 고보습&고농축 컨셉으로

소량만으로도 충분한 보습과 풍성한 거품을 선사하는

러비더비 바디워시와 바디로션!

비타민의 영양을 담아 완벽한 피부 케어를 돕는 바디라인.

과일의 향긋함에 취하실 분! 

러비더비 바디라인 중독주의보!

BODY
CARE

Category Body Care > Wash / Lotion / Hand Cream / Hand Soap

S.K.U

Wash 12,900 400ml 4EA

Lotion 12,900 400ml 4EA

Hand Cream 7,900 50ml 5EA

Hand Soap 12,900 230ml 4EA

Distribution H&B(Lalavla, Boots), Online Store

바디워시 / 바디로션 / 핸드솝 / 핸드크림



PRODUCT INFO.

03 PRODUCT

즐거운 입욕 시간을 선사하는 풍성한 거품 버블바!

마카롱 모양의 귀여운 디자인으로 보는 재미가 쏠쏠

지친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자연유래 허브 에센셜 오일과

상큼달콤 과일향으로 향긋하게!

거품 목욕엔 러비더비 럽카롱 버블바!

BODY
CARE

Category Body Care > Bubble Bar

S.K.U

Bubble Bar 15,000 100g 4EA

Bubble Bar Set 38,000 100g*4 1 SET

Distribution Online Store

버블바



PRODUCT INFO.

03 PRODUCT

시즌1부터 시즌3까지 이어진 바디케어 판매신화의 일등공신!

첫 런칭 3개월 만에 초기 물량 모두 매진 행렬

피부에 보습과 향기 다양한 기능을 주며,

영양 듬뿍 바디 피부로 케어 가능!

SCI급 논문의 원료와 임상으로 효능/효과를 입증함.

믿고 쓰는 러비더비만의 특별한 향으로

이제 샤워 후에 아름다운 향기를 입어보자!

BODY
CARE

Category Body Care > Body Mist

S.K.U

Water 34,000 250ml 5EA

Water 19,000 100ml 3EA

Oil 34,000 250ml 5EA

Oil 19,000 80ml 3EA

Essence 34,000 250ml 5EA

Essence 19,000 80ml 3EA

Distribution Home&Shopping, Online store

홈쇼핑 바디 미스트



시즌1~3까지! 홈쇼핑 강세 기업으로 자리매김

HOME SHOPPING

러비더비의 주요 타겟 1020에서 벗어나, 새로운 타겟 증진과 공략을 위해 2040 대상 홈쇼핑 판매 시작! 

새로운 시장 진입은 소비자들의 엄청난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계속된 매진 행렬을 기록! 

계속된 앵콜 요청와 바디미스트 대란으로 홈쇼핑 바디미스트의 메인 브랜드로 자리매김

시즌1 시즌2 시즌3



HOME SHOPPING
홈앤쇼핑 단독 런칭 시즌1에서 시즌3까지!

- 시즌 1 첫 런칭 3개월 만에 35만개 판매 기록 및 매진 행렬!

- 시즌 2 1차 수량 판매 기록! 앵콜 요청 쇄도!

- 시즌 3 라이브 방송 101% 달성! 방송 도중 패키지 매진!

매진!



PRODUCT INFO.

04 PRODUCT

HAIR
CARE
헤어 부스터 / 퀵 드라이 미스트

헹굼 없이 단 5초 극손상 모발 개선 앰플!

바쁘고 빠른 결과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간편 케어 제품.

우유단백질, 실크아미노산, 프로폴리스&꿀 성분 함유로

건강하고 윤기나는 모발 간편 케어 가능!

바쁜 아침 시간 단축해주는 신개념 효자템!

모발 드라이 시간을 확실하게 줄여 머리 말리기 가능!

정전기 방지와 상한 모발의 영양 공급은 덤

드라이 시간 절약하고 향기가득 머리결 뿜뿜~

Category Hair Care > Hair Booster/Quick Dry Mist

S.K.U

Hair Booster 1,900 12ml 1EA

Quick Dry Mist 9,800 100ml 2EA

Distribution H&B(LaLavla, Boots), Online store



컬러팝 헤어 트리트먼트

PRODUCT INFO.

04 PRODUCT

HAIR
CARE

Category Hair > Color Treatment

S.K.U Color Pop

5,900 50g 11EA

13,900 200g 4EA

Distribution H&B(LOHB’S, Olive Young), Online store

1차, 2차, 3차, 4차, 5차 생산 제품 매진 행렬!

Fast follow 제품인 러비더비의 컬러트리트먼트 컬러팝은

약 14일간 지속되는 셀프 염모제로, 한번 염색하면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하는 단점과 머릿결이 급격히 손상되는

부분을 보완해낸 제품으로, 기존 염모제에 없던

피부 톤 퍼스널 컬러와 트렌드를 반영한 Mix 애쉬 컬러 런칭!

10대 커뮤니티 입소문을 통해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입점 완료.



컬러팝 트리트먼트 사용 전/후

슈가 핑크 라즈베리 잼 로즈 마카롱

피치피치 코랄 라벤더 애쉬 믹스 애쉬

애쉬 카키 러시안 블루 믹스 애쉬 라이트

시나몬 브라운 에메랄드 블랙



PRODUCT INFO.

05 PRODUCT

이제 집에서도 러비더비 향기 케어!

우리집 시그니처 향기를 원하는 고객들의 요청에 의해

개발 & 출시 된 제품들로 자연에서 얻은 식물성 에탄올을 사용한

곡물 발효 주정의 디퓨저와 100% 콩에서 추출 되어진

안심 핸드메이드 소이캔들, 그리고 이동하는 어디서든

러비더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프레셔너 까지! 

또한, 선물용으로 적합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패키지 구성!

HOUSE
CARE

Category House Care > Candle / Diffuser / Freshener

S.K.U

Candle 19,800 160ml 4EA

Diffuser 19,800 110ml 5EA

Freshener 3,000 6g 10EA

Distribution H&B(LOHB'S, LaLavla), Online store

캔들 / 디퓨저 / 프레셔너



PRODUCT INFO.

06 PRODUCT

KFDA승인된 의약외품으로 영·유아 사용 가능!

모기 뿐 아니라 털진드기까지 강력 방어하는

안심 해충 기피제인 러비더비의 버그프리는 의약외품으로,

70년 전통의 독일 바이엘사에서 만든 이카리딘 성분 처방!

(우려 성분인 DEET 성분 배제)

또한, 기내에 반입 가능한 포켓 용량 크기의 제품으로

해외여행, 등산, 낚시 등의 야외활동 필수품!

온 가족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모기기피제!

BUG
FREE

Category Functionality Special Edition > Mosquito repellent

S.K.U BugFree 9,800 50ml 3EA

Test Report Quasi-drug

Distribution H&B(LaLavla), Online store

모기·해충·털진드기 기피제



츄파춥스 / 도라에몽 / 마리몬드 / 미미박스

PRODUCT INFO.

07 PRODUCT

COLLABO
RATION

Category Limited Edition

S.K.U

Memebox Fabric Mist, Perfume, Body Mist

Marymond Fabric Mist, Freshener

Chupa Chups Fabric Mist

Draemong Fabric Mist

Distribution Online Store, H&B(LOHB'S Spot Sales-Marymond)

High Name Value의 브랜드들과의 협업!

러비더비는 다양한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였고

해당 제품들은 런칭 이후 빠른 속도로 품절! 

위안부 관련 휴먼 브랜딩 프로젝트를 펼치는 마리몬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Playful & Joyful

달콤한 캔디 브랜드 츄파춥스, 

69년 탄생한 일본 캐릭터 도라에몽, 

뷰티 플랫폼 NO. 1인 미미박스 등 다양한 콜라보를

통해 섬유향수 original 브랜드의 저력 과시!

이를 통해 콜라보레이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인피니트 / 러블리즈 / 골든차일드

PRODUCT INFO.

07 PRODUCT

Big Entertainment와의 협업을 통한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러비더비 주요 타겟 고객층인 1020을 대상으로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아이돌 <인피니트>,<러블리즈>,

<골든차일드>와 섬유향수 콜라보레이션을 실시!

해당 제품들은 화제와 함께 런칭 8시간 만에 7,000개 판매!

사전판매 4일 만에 인피니트 전 세트 품절!

전 아티스트 사전구매 수량 완판을 기록!

SNS 핫토픽 2위, N 포털 키워드 점유 기록 등

큰 파급력과 엄청난 이슈를 형성

COLLABO
RATION

Category Limited Edition

S.K.U

INFINITE Fabric Mist

Lovelyz Fabric Mist

Golden Child Fabric Mist

Distribution Online Store



COLLABO
RATION
SBS / 2018도전슈퍼모델

Category Limited Edition

S.K.U

SUPER MODEL BODY MIST HANDAM BEACH

SUPER MODEL BODY MIST AEWOL BLOSSOM

SUPER MODEL BODY MIST MAGNOLIA

SUPER MODEL BODY MIST MANDARINE MOOD

Distribution Online Store, H&B(LOHB'S, lalavla)

PRODUCT INFO.

07 PRODUCT

SBS와의 협업 상품 개발!

<슈퍼모델 2018 서바이벌> 프로그램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S/S 시즌 맞춤 슈퍼모델 바디미스트 2종 출시

F/W 시즌에 따라 오일바디미스트 2종까지 추가 런칭!

신제품 출시마다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MD 상품 공동 개발해 SBS의 인기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소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는

러비더비 MD 공동개발 상품들



국내 최초 임상 받은 바디미스트로 제품 신뢰성과 함께

SBS슈퍼모델의 바디 관리 방법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순한 PPL이 아닌 SBS와의 MD 상품 공동 개발

서바이벌 중 모델들의 자연스러운 활동 컷 등에서 제품 사용하는 모습 노출!

모델의 개인 SNS에 업로드되며 화제의 제품으로 확산!

슈퍼모델 팬층을 대상으로 엄청난 이슈를 형성하며

SS 시즌 제품의 인기를 뒤이어 FW 시즌 맞춤 제품 출시

화제의 슈퍼모델 선발 프로그램과의 만남! 

SUPER MODEL 

X



방송 이후 1,000회가 넘는 소비자 버즈량 및 긍정 키워드 도출

영상 게재 3일 만에 인게이지먼트 80,000회 이상 달성

브랜드 키워드 급증 및 N 포털 메인 영상 다수 노출 등 이슈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신뢰성 및 화제성 형성

[외식하는날],[여자플러스],[BPS방판소년단] 등 SBS 인기 이슈 프로그램에 제품 다수 노출

Issue program



LIVELY

생생한 체험형 마케팅.

EXPERIENCE

01  WHY EXPERIENCE?

02  REAL EXPERIENCE 

03  DRAWING ON EXPERIENCE 

03  CSR & CSV



+
BIG DATA

=
MARKETING

GOAL
SURVEY

DRAW A FRAGRANCE! THE SCENT IS INVISIBLE TO THE EYES!

★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정확하고 정밀한 Marketing Goal 도출

WHY EXPERIENCE?

① 향기 관련 제품의 구매자를 대상 Big Data 분석 결과, 제품을 사용 하기 전까진 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그들에겐

일종의 모험이 된다는 것을 도출 → BTL을 통한 Consumer Experience라는 Marketing Goal 설정

② 자사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서베이를(누적 만명 이상의 패널) 진행하여 Fundamental한 Needs가 향기에 대한

생생한 묘사임을 도출 → 진짜 향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주어야 한다는 Marketing Goal 설정



대학 마케팅 공모전, 대학 축제, 영화제 및

영화 시사회를 통한 고객 대면! 

경기 수도권 대학 및 고등학교를 통한 꾸준한 <청춘 응원 마케팅>을

진행 (자사 소비자 Targeting을 통한 Participant 선정) 및 중소기업 최초

단일대학과의 <마케팅 공모전>을 진행, 해당 학생들이 자사의 인턴쉽

근무까지 진행하였고, 학교 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음.

확장 할 target을 선점하기 위해(30-40대) 그들과 소통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Face to Face Marketing 진행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직접경험

REAL EXPERIENCE

FACE TO FACE + CAMPAIGN

= CUSTOMER DELIGHT



제품의 특성을 우리보다 잘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In House로 실시하는 Viral!

고객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향기를 생생하게 그려준 다는 것을 목표로

생생한 정보 전달과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

→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들 또한 75% 이상이

해당 정보를 통해 기준을 잡고 제품을 구매! (Ref. point로 작용)

모든 컨텐츠는 In-House를 통해 생산 송출 되며, 

양질의 WOM(Word-of-Mouse)를 생성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함

기존 플랫폼 뿐 아니라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Fit이 맞는 Ad를 진행

마치 경험한 것처럼, 우리만의 생생한 묘사

DRAWING ON EXPERIENCE

VIVID INFO. + VIRAL

= WOM & VIVIDNESS



기업의 바람직한 가치창출은

소비자에게 해당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요소!

단지 ‘착한 일’이 아니라 Target Customer와 Fit이 맞는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며, 

저소득층 청소년, 미혼모등과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

제품 지원 및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음. 더하여 공유 가치 창출을 위해

공모전을 통한 장학금 전달 및 학생 인턴제를 실시!

이를 통해 해당 Flow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문 또한 Publish되어 주목을 받음.

설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

CSR & CSV

CSR + CSV

= POSITIVE ATTITUDE



FRIENDLY

친근한 유통채널.

STORE

01 OFF-LINE

02  ON-LINE

03  HOME SHOPPING



3대 H&B 입점 완료 (전국 약 1,645개 매장 입점 운영)

STORE INFO.

※ 2019년 07월 기준

OFF-LINE STORE

드럭스토어
(1,535개점 운영)

올리브영 1198 뷰티샵 글로우픽존 1

랄라블라 153
기타

(78개점 운영)
아트박스 65

롭스 133
마트

(4개점 운영)

SSG 푸드마켓 3

부츠 35 스타수퍼 1

판도라 16 베트남 뷰티박스 1

백화점
(8개점 운영)

갤러리아 1

신세계백화점 7

리빙샵
(23개점 운영)

락앤락 2

미니소 20



OFF-LINE STORE



온라인 전 채널 입점 완료 (약 35여개 MALL 운영)

STORE INFO.

※ 2019년 07월 기준

ON-LINE STORE

자사 운영몰
러비더비 공식몰

소셜

위메프

네이버 스토어팜 쿠팡

전문몰

스타일쉐어 티몬

우먼스톡

종합몰

롯데아이몰

다이소몰 CJ몰

스킨알엑스 홈앤쇼핑

LF몰 GS샵

아이뷰티랩 AK몰

트래블메이트 SSG

서울스토어 롯데닷컴

카카오톡 Akmall

텐바이텐 Hmall

미미박스
K쇼핑

갤러리아몰

중국몰

샤오홍슈

오픈마켓

G마켓

옥션

타오바오
11번가



ON-LINE STORE



ON-LINE STORE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