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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차원의 모발 리뉴잉

새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선물세트

글로시 리페어 샴푸(280㎖)
염색 및 펌 등으로 약해지고 손상된 모발을 부드럽게 세정하며 

건강하고 눈부시게 가꿔 주는 샴푸입니다. 새티니크만의 *특허된 ENERJUVE™가 

적용된 포뮬러는 석류나무 스테롤, 포도씨 추출물과 함께 헤어 본연의 

아름다움이 되살아나도록 가꾸어 줍니다.

글로시 리페어 컨디셔너(280㎖)
샴푸 후 사용하는 컨디셔너는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손상된 모발이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새티니크만의 *특허된 ENERJUVE™가 적용된 포뮬러는 

석류나무 스테롤, 포도씨 추출물과 함께 모발 끝까지 케어하여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 추가 구성품 ] 새티니크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 미니 (40㎖) 

                    새티니크 스무드 모이스처 컨디셔너 미니 (40㎖)

* 미국 특허 8,263,053

260125K
[9126]

•[PV] 17,170 •[BV] 27,300 •     30,000원

•[SIZE] 195㎜×55㎜×250㎜  

A



온 가족의 건강한 덴탈 케어 시스템

글리스터 토탈 선물세트 

글리스터 치약(3개/개당 200g)
치아 에나멜층의 손상 없이 프라그 제거는 물론, 표백성 없는 세정에 탁월한

효과를 내어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는 신선한 민트향 치약 입니다.

글리스터 칫솔(2개)
중간 모와 부드러운 모가 적절히 결합되어 있어 치아와 잇몸은 물론 치간까지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슬림한 칫솔머리와 유연한 칫솔목, 편안한 손잡이가

더욱 효과적인 양치질을 도와줍니다.

글리스터 리후레셔 스프레이(14㎖)
간편하게 휴대하여 사용하기 가능한 스프레이형 제품으로, 입 냄새 방지에 

도움을 주어 언제 어디서나 상쾌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최대 260회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284688K
[1575]

•[PV] 17,740•[BV] 28,200 •     31,000원

•[SIZE] 276㎜×50㎜×261㎜

A



얼룩은 없애고 깨끗함만 남기는

SA8 선물세트

287480K
[1705]

•[PV] 18,860 •[BV] 30,000 •     33,000원

•[SIZE] 157㎜×170㎜×290㎜

SA8 바이오퀘스트 프리미엄 세탁 세제(1 kg)
바이오퀘스트 포뮬러로 강력한 세탁력을 제공하며, 뛰어난 세정력은 심한 얼룩과 

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의류의 선명함은 높이고, 신선한 향을 남겨주며, 

민감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잔류물은 남기지 않습니다.

SA8 프리워시 스프레이 세제(350 g)
탈색되지 않고 물세탁이 가능한 섬유류의 얼룩 및 기름때, 셔츠(옷깃, 소매)의 

찌든 때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문지르지 않아도 간편하게 뿌려주면 됩니다.

SA8 바이오퀘스트 섬유 표백제(1 kg)
바이오퀘스트 포뮬러로 강력한 세탁력을 제공하고 모든 온도의 물과 색상 의류에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홍차, 커피, 과일 주스, 와인 등의 얼룩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염소계 표백제와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A



G&H 너리쉬 + 바디 케어 컬렉션 

G&H 너리쉬 + 스페셜 선물세트

G&H 너리쉬 + 컴플렉션 바(1박스/3개입)
오렌지 블라썸 허니와 쉐어 버터, 호박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순하고 
부드러운 전신용 비누로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보습제가 함유되어 피부의 
자연적인 보습 밸런스와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G&H 너리쉬 + 바디워시(400㎖)
오렌지 블라썸 허니와 쉐어 버터, 호박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 진정을 
돕는 촉촉하고 크리미한 바디워시로 피부를 부드럽고 깨끗하게 세정합니다. 

G&H 너리쉬 + 바디로션(400㎖)
오렌지 블라썸 허니와 쉐어 버터, 호박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 보습막 
재건을 돕고 건조로부터 보호해주며 24시간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 주는 
바디로션입니다.

289459K
[1752]

•[PV] 19,430 •[BV] 30,900 •     34,000원

•[SIZE] 246㎜×78㎜×226㎜

A



자연의 영양으로 건강하고 간편하게 에너지 UP 

XS 에너지 너츠 

•프리미엄 견과만 골라 합리적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슬림한 파우치로 휴대 및 섭취의 편의성이 높아졌습니다.

 288764K 
[5850]

 288769K 
[5851]

•[PV] 10,000 •[BV] 15,900 •      35,000원 

•[SIZE] 360㎜×87㎜×170㎜

•[원산지] 볶음 아몬드(미국산), 호두(미국산), 볶음 캐슈넛[외국산(인도산,

   베트남산, 인도네시아산 등)], 볶음 탈각피스타치오(미국산), 건블루베리

   (미국산), 마카다미아(호주산), 건크랜베리(미국산)

•[구성] XS 에너지 너츠 600g(25g X 24개입), 

   - XS 에너지 너츠 피스타치오 & 블루베리(25g) :  볶음 아몬드 30%, 호두 20%,

   볶음 캐슈넛 20%, 볶음 탈각피스타치오 20%, 건블루베리 10%

   - XS 에너지 너츠 마카다미아 & 크랜베리(25g) : 볶음 아몬드 30%, 호두 20%,

   볶음 캐슈넛 20%, 마카다미아 20%, 건크랜베리 10%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해보세요

XS 고메 셀렉션    

•엄선된 산지에서 자란 우수한 품질의 견과, 건과 혼합세트입니다.

•영양간식이나 안주로 바로 즐길 수 있고, 샐러드/시리얼 토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을 담았습니다.

•투명용기 패키지로 사용이 간편하고 개봉 후에도 보관이 용이합니다.

 2018년 추석 선물세트 전용 한정수량 판매 

•[PV] 10,000 •[BV] 15,900 •     35,000원 

•[SIZE] 255㎜×75㎜×195㎜

•[원산지] 볶음 아몬드(미국산), 호두(미국산), 볶음 캐슈넛[외국산(인도산, 베트남산,

   인도네시아산 등)], 설타나(터키산), 건조 크랜베리홀(미국산), 당절임 아로니아(폴란드산),

   건조 체리(미국산), 건블루베리(미국산), 마카다미아(호주산), 건크랜베리(미국산)

•[구성]  660g   

   - 고메 너트믹스(210g×2개) : 볶음 아몬드 50%, 호두 30%, 볶음 캐슈넛 20%

   - 고메 베리믹스(240g×1개) : 설타나 40%, 건조 크랜베리홀 25%, 

   당절임 아로니아 20%, 건조 체리 15%

A

A



퍼스널케어가 엄선하여 구성한

퍼스널케어 파워 셀렉션 선물세트

글리스터 치약(2개/개당 200g)
치아 에나멜층의 손상 없이 프라그 제거는 물론, 표백성 없는 세정에 탁월한 

효과를 내어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는 신선한 민트향 치약입니다.

G&H 너리쉬 + 바디워시(400㎖)
오렌지 블라썸 허니와 쉐어 버터, 호박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 진정을 

돕는 촉촉하고 크리미한 바디워시로 피부를 부드럽고 깨끗하게 세정합니다. 

G&H 너리쉬 + 바디로션(400㎖)
오렌지 블라썸 허니와 쉐어 버터, 호박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 보습막 

재건을 돕고 건조로부터 보호해주며 24시간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 주는 

바디로션입니다.

 * 9월 초 출시 예정

289457K
[1750]

•[PV] 20,630•[BV] 32,800 •     36,000원

•[SIZE] 286㎜×78㎜×229㎜

A



깨끗한 집과 건강한 가족을 위한 베스트셀러

암웨이 홈 & 퍼스널케어 
베스트 선물세트

287471K
[1701]

•[PV] 25,730•[BV] 40,900 •     46,900원

•[SIZE] 197㎜×170㎜×290㎜

디쉬 드랍스 바이오퀘스트 식기 세정제(1 L)
바이오퀘스트 포뮬러로 강력한 세정력을 제공하고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한 성분이 

기름기와 말라붙은 음식 찌꺼기를 깨끗이 제거하며, 알로에 베라와 들깻잎(시소) 

추출물이 손 피부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디쉬 드랍스 전용 희석용기(300 ml)
희석 눈금 표기에 따라 디쉬 드랍스 원액을 물과 함께 편리하게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설거지 시 1 :5 (원액:물) 희석 비율을 권장합니다.

SA8 바이오퀘스트 액체 세탁 세제(1 L)
강력한 세탁력을 제공하며 물 세탁 가능한 모든 의류에 사용 가능하며 온수 뿐만 

아니라 찬물에서도 우수한 세탁력을 유지합니다. 또한 의류를 밝고 선명하게 

유지시켜주며 색깔 옷의 색 바램을 최소화 합니다.

글리스터 치약(200 g)
치아 에나멜층의 손상 없이 프라그 제거는 물론, 표백성 없는 세정에 탁월한 

효과를 내어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는 신선한 민트향 치약입니다.

G&H 너리쉬 + 바디로션(400 ml)
오렌지 블라썸 허니와 쉐어 버터, 호박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 보습막 

재건을 돕고 건조로부터 보호해주며 24시간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 주는 

바디로션입니다.

 

A



퍼스널케어 대표 제품을 한 자리에

퍼스널케어 선물세트

글리스터 치약(200g)
치아 에나멜층의 손상 없이 프라그 제거는 물론, 표백성 없는 세정에 탁월한 

효과를 내어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는 신선한 민트향 치약입니다.

글리스터 칫솔(2개)
중간 모와 부드러운 모가 적절히 결합되어 있어 치아와 잇몸은 물론 치간까지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슬림한 칫솔머리와 유연한 칫솔목, 편안한 손잡이가 

더욱 효과적인 양치질을 도와줍니다.

G&H 너리쉬 + 컴플렉션 바(1박스/3개입)
오렌지 블라썸 허니와 쉐어 버터, 호박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순하고 

부드러운 전신용 비누로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보습제가 함유되어 피부의 

자연적인 보습 밸런스와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G&H 너리쉬 + 바디워시(400㎖)
오렌지 블라썸 허니와 쉐어 버터, 호박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 진정을 

돕는 촉촉하고 크리미한 바디워시로 피부를 부드럽고 깨끗하게 세정합니다.

G&H 너리쉬 + 바디로션(400㎖)
오렌지 블라썸 허니와 쉐어 버터, 호박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 보습막 

재건을 돕고 건조로부터 보호해주며 24시간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 주는 

바디로션입니다.

 * 9월 초 출시 예정

289456K
[1749]

•[PV] 27,480 •[BV] 43,700 •     48,000원

•[SIZE] 348㎜×78㎜×241㎜

A



A

온 가족의 건강한 바디케어를 위한

퍼스널케어 
토탈 컬렉션 선물세트

글리스터 치약(200g)
치아 에나멜층의 손상 없이 프라그 제거는 물론, 표백성 없는 세정에 탁월한 

효과를 내어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는 신선한 민트향 치약입니다.

G&H 너리쉬 + 바디워시(400㎖)
오렌지 블라썸 허니와 쉐어 버터, 호박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 진정을 

돕는 촉촉하고 크리미한 바디워시로 피부를 부드럽고 깨끗하게 세정합니다. 

G&H 너리쉬 + 바디로션(400㎖)
오렌지 블라썸 허니와 쉐어 버터, 호박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 보습막 

재건을 돕고 건조로부터 보호해주며 24시간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 주는 

바디로션입니다.

새티니크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280㎖)
건조하고 푸석하거나 잘 정돈되지 않는 모발을 부드럽게 세정하며 모발 

본연의 촉촉함을 되살려 엉킴 없이 매끈한 모발로 개선해주는 샴푸입니다. 

새티니크만의 특허된 ENERJUVE™가 적용된 포뮬러는 쿠쿠이 나무씨 오일, 

프로비타민 B5와 함께 모발을 촉촉하고 윤기나게 가꾸어 줍니다.

새티니크 스무드 모이스처 컨디셔너(280㎖)
샴푸 후 사용하는 컨디셔너는 모발을 촉촉하게 하여 매끄럽고 윤기 나는 머릿결로 

만들어 줍니다. 새티니크만의 특허된 ENERJUVE™가 적용된 

포뮬러는 쿠쿠이 나무씨 오일, 프로비타민 B5와 함께 모발에 필수적인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 9월 초 출시 예정

289455K
[1746]

•[PV] 30,880 •[BV] 49,100 •     54,000원

•[SIZE] 347㎜×78㎜×230㎜



1만원대 

2만원대 

5만원대 

4만원대 

암웨이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가격대별 제품군

글리스터 에센셜 선물세트 

퍼스널케어 에센셜 선물세트

암웨이 홈 & 퍼스널케어 컴팩트 선물세트

글리스터 베스트 선물세트

암웨이 홈 베스트 선물세트

G&H 너리쉬 + 선물세트

새티니크 스무드 모이스처 선물세트

새티니크 엑스트라 볼륨 선물세트

에센셜 키친케어 선물세트

새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선물세트

글리스터 토탈 선물세트

SA8 선물세트

G&H 너리쉬 + 스페셜 선물세트

XS 에너지 너츠 

XS 고메 셀렉션 

퍼스널케어 파워 셀렉션 선물세트

암웨이 홈 & 퍼스널케어 베스트 선물세트

퍼스널케어 선물세트 

퍼스널케어 토탈 컬렉션 선물세트

27P

24P

35P

26P

35P

29P

31P

31P

37P

30P

25P

36P

28P

11P

11P

23P

34P

22P

21P

17,300

18,000

18,900

20,000     

22,900

24,000

26,000

26,000

28,400

30,000

31,000

33,000

34,000

35,000

35,000

36,000

46,900

48,000

54,000

가격대 제품명 ABO가격페이지

3만원대 

퍼스널케어 베스트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하이드라-브이 아쿠아 솔루션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맨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맨 언노운 오 드 퍼퓸

뉴트리키즈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플로라 시크 오 드 퍼퓸

뉴트리라이트 골드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 C 패밀리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아이디얼 래디언스 궁극의 동안광채 케어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에센셜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베스트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유스 익스텐드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틴즈 퍼펙트 팩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우먼즈 바이탈 팩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맨즈 에너지 팩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골든 팩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수프림 LX 선물세트 

20P

16P

16P

17P

7P

17P

7P

6P

15P

6P

5P

15P

8P

4P

8P

9P

9P

14P

가격대 제품명 ABO가격페이지

7만원대 

6만원대 

9만원대 

8만원대 

10만원대 

30만원대 

20만원대 

61,300

73,000

76,000

78,000

86,000

89,000

96,000

98,000

109,000

112,000

120,000

136,000

159,000

163,000

165,000

195,000

212,000

365,000

암웨이 제품을 구입한 ABO는 만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품 구입일로부터 3개월, 단, 정수기,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 인덕션레인지는 1개월, 원포원 

제품은 20일) 그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암웨이 ABO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암웨이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도중 ‘만족스럽지 않다’ 라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제품을 구입한 ABO에게 반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인도일로부터 20일)

•단 정수기,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필터 또는 휴지류, 식음료, 스타킹은 포장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신 후에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합니다.

반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암웨이(주) 고객센터(1588-0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V] 3,640 •[BV] 5,500 •     30,200원

•[SIZE] 485㎜×66㎜×223㎜

•[원산지] 대두(국산), 고춧가루(국산), 

  청양고추(국산), 마늘(국산), 양파(국산)

•[구성] 

   정기품 고등어·갈치조림 양념(170g×2봉입/세트), 

   정기품 고추장돼지주물럭 양념(160g×2봉입/세트), 

   정기품 한양식 소불고기 양념(170g×2봉입/세트), 

   정기품 매콤한 비빔소스(280g×1개), 

   정기품 달인 맛간장소스(270g×1개)

A

다양한 고품격 요리를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만능 요리장

정기품 요리장 선물세트 

289941K
[1734]

정기품 8도 명물요리양념  
•연구 끝에 찾아낸 본고장 명물요리의 황금배합비가 담겨 있어 신선한 재료만   

   준비하면 누구나 근사한 요리를 손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세심하게 선별한 갖은 양념 재료를 그대로 갈아 넣고 숙성시켜 한층 더 깊고   

   풍부한 맛이 나며 추가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국산콩과 천일염으로 담근 한식 간장과 국산 양파, 마늘, 생강을 달인 채소수를 

   함께 발효시켜 만든 정기품 명물요리양념만의 ‘발효지미베이스’로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정기품 한식소스

•신선한 우리 재료를 비법의 비율로 곱게 갈아 추가 양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식요리 뿐만 아니라 퓨전 요리, 양식 요리 등 다양한 요리를 신선한 재료만

   준비하면 손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추석 선물세트 전용 한정수량 판매 



100% 국산 참깨를 저온에서 천천히 볶고 

저온 압착 방식으로 착유하여 더욱 맑고 고소한

정기품 북촌옥 참기름

269448K
[9408]

•[PV] 2,720 •[BV] 4,100 •     31,400원

•[SIZE] 90㎜×65㎜×271㎜ •[원산지] 참깨(국산)

•[구성] 북촌옥 참기름 270㎖×1병

A

•100% 국산 참깨만을 엄선하여 저온에서 천천히 볶고 저온 압착 방식으로 착유하여 

   더욱 맑고 순수한 참기름입니다.

•좋은 참깨의 선별, 조리질 세척, 저온 볶음과 저온 압착 등 많은 수작업과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 정성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오직 전통 기름만을 연구해온 장인기업의 착유 노하우로 국산 참깨 고유의 

   고소한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일반식품 한휘삼 라인   
•6년근 홍삼 중 육질이 단단하고 고른 것을 엄선하여 얇게 잘라 국산 아카시아 

   꿀과 프락토올리고당에 절인 홍삼절편으로 맛과 향이 부드러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1회 섭취분 개별 포장되어 있어 휴대 및 섭취가 용이합니다.

•원료삼 배합비 : 홍삼근 100%

•당침액 비율 : 아카시아꿀 50%, 프락토올리고당 50%

6년근 홍삼을 얇게 썰어 국산 꿀과 프락토올리고당에 절인 홍삼절편

본작 한휘삼 홍삼절편 

270845K 
[9405]

•[PV] 5,890•[BV] 8,900 •     39,000원

•[SIZE] 286㎜×38㎜×267㎜ 

•[원산지] 홍삼(국산), 벌꿀(국산)

•[구성] 홍삼절편 15g×8개

A



100% 국산 통깨를 저온에서 천천히 볶고 

저온 압착 방식으로 착유하여 더욱 맑고 고소한  

정기품 북촌옥 
참기름·들기름 세트

269450K
[9421]

•[PV] 3,440 •[BV] 5,200 •     51,800원

•[SIZE] 151㎜×65㎜×272㎜

•[원산지] 참깨(국산), 들깨(국산)

•[구성] 북촌옥 참기름 270㎖×1병,

   북촌옥 들기름 270㎖×1병

A

북촌옥 참기름  
•100% 국산 참깨만을 엄선하여 저온에서 천천히 볶고 저온 압착 방식으로 

   착유하여 더욱 맑고 순수한 참기름입니다.

•좋은 참깨의 선별, 조리질 세척, 저온 볶음과 저온 압착 등 많은 수작업과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 정성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오직 전통 기름만을 연구해온 장인기업의 착유 노하우로 국산 참깨 고유의   

   고소한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북촌옥 들기름  
•100% 국산 들깨만을 엄선하여 저온에서 천천히 볶고 저온 압착 방식으로 

   착유하여 더욱 맑고 순수한 들기름입니다.

•좋은 들깨의 선별, 조리질 세척, 저온 볶음과 저온 압착 등 많은 수작업과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 정성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오직 전통 기름만을 연구해온 장인기업의 착유 노하우로 국산 들깨 고유의 

   고소한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6년근 홍삼과 각종 식물성 부원료가 조화된 홍삼진액

본작 혼휘삼 홍삼진액원 

270844K 
[9403]

•[PV] 8,740 •[BV] 13,200•     58,000원

•[SIZE] 320㎜×65㎜×155㎜

•[원산지] 홍삼 농축액(국산), 대추 농축액(국산)

•[구성] 홍삼진액원 3g×90포

A

건강기능식품 혼휘삼 라인  
•주원료인 6년근 홍삼농축액에 부원료인 토종꿀 및 녹용, 당귀, 숙지황, 

   백복령, 영지, 천궁, 작약, 대추 등을 배합하여 현대적인 기술과 노하우로 

   달여 농축한 제품입니다.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회 섭취분 개별 포장되어 있어 휴대 및 섭취가 용이합니다.

•원료삼 배합비 : 홍삼근 80%, 홍미삼 20%

•6년근 홍삼 농축액(국산,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Rg3의 합 4.2mg/g, 

   고형분 70% 이상) 10%



순도 100%의 6년근 홍삼농축액

본작 혼휘삼 홍삼정 

270843K 
[9402]

•[PV] 22,250 •[BV] 33,600 •     148,000원

•[SIZE] 164㎜×68㎜×120㎜

•[원산지] 홍삼 농축액(국산)

•[구성] 홍삼정 100g×2병

A

건강기능식품 혼휘삼 라인  
•6년근 홍삼을 원료로 정성스럽게 달여 그 진액을 농축한 홍삼원액입니다.

•‘사포닌’을 비롯한 홍삼 유효 성분이 풍부한 홍삼근의 비율을 80%로 높인 

   순도 100%의 진한 홍삼농축액으로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원료삼 배합비 : 홍삼근 80%, 홍미삼 20%

•6년근 홍삼 농축액(국산,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 Rg3의 합 4.2mg/g, 

   고형분 70% 이상) 100%



암웨이 제품을 구입한 ABO는 만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품 구입일로부터 3개월, 단, 정수기,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 인덕션레인지는 1개월, 원포원 

제품은 20일) 그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암웨이 ABO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암웨이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도중 ‘만족스럽지 않다’ 라는 판단이 설 경우에는 

제품을 구입한 ABO에게 반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인도일로부터 20일)

•단 정수기,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필터 또는 휴지류, 식음료, 스타킹은 포장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신 후에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합니다.

노브스갈라 포도씨유

라임트리 매실원

노브스갈라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정기품 산소마을 전통김

까페드다몬 아메리카노 컬렉션 with COE

정기품 완도 진상각 미역

라임트리 유자원

정기품 북촌옥 들기름

라임트리 레몬진저원

정기품 오색수연소면 

노브스갈라 포도씨유 세트 

사조 참치 선물세트

라임트리 복분자원

사조 프리미엄 선물세트

라임트리 캡슐 컬렉션

라임트리 허브 블렌딩 티 컬렉션

정기품 요리장 선물세트 

정기품 북촌옥 참기름

본작 한휘삼 홍삼절편 

11P

15P

12P

6P

10P

7P

15P

8P

16P

5P

11P

21P

16P

20P

14P

13P

4P

8P

19P

11,600

15,700

15,800

16,800

16,800

17,600

19,900

20,800

22,000

22,500

23,000

24,500

25,900

29,500

29,800

29,800

30,200

31,400

39,000

1만원대 

가격대 제품명 ABO가격페이지

암웨이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가격대별 제품군

2만원대 

반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암웨이(주) 고객센터(1588-0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만원대 

정기품 북촌옥 참기름·들기름 세트

본작 혼휘삼 홍삼진액원 

본작 혼휘삼 홍삼정  

9P

18P

17P

51,800

58,000

148,000

가격대 제품명 ABO가격

10만원대 

5만원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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