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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시작된 원포원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암웨이에서는  

국내외 우수 제품을 발굴하여 출시함으로써 크고 작은 기업과의 상생을 넘어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더욱 확장된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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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손으로 면발을 늘려 만든 고급 수제면

정기품 오색수연소면

269451K
[6247]

•[PV] 2,720  •[BV] 4,100 •     22,500원

•[SIZE] 320㎜×40㎜×240㎜

•[원산지] 밀(미국산, 호주산),

   흑미(국산), 단호박(국산), 홍매실(국산),

   마테(아르헨티나산), 정제염(국산)

•[구성] 1.6kg

   수연소면 800g, 단호박 수연소면·흑미 수연소면·

   홍매실 수연소면·마테 수연소면 각 200g

A

•정기품 오색수연소면의 ‘수연(手延)’ 이란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면발을 
   한 올 한 올 늘리는 특별한 제면기법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3대째 수연소면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 장인기업에서 생산됩니다.  

•수연소면을 위한 특제 밀가루를 사용, 총 12단계의 까다로운 공정과 8단계의  
   자연숙성 과정을 거쳐 정성스레 만들며 면발의 탄력과 쫄깃함이  
   뛰어나고 쉽게 퍼지지 않습니다.

•밀, 흑미, 단호박, 홍매실, 마테 5가지 자연 원료 고유의 빛깔을 그대로 담아 
   요리가 한층 더 아름답게 살아납니다.



화학처리를 일체 하지 않고 전통방식으로 재배한 최상급 어린 원초

정기품 산소마을 전통김

265946K
[6886]

•[PV] 2,050 •[BV] 3,100 •     16,800원

•[SIZE] 325㎜×190㎜×220㎜

•[원산지] 유기재래김(국산), 

   유기농 해바라기유(네덜란드산), 

   유기농 참기름(국산), 들기름(국산), 천일염(국산)

•[구성] 

   유기재래김 전장 30매(전장 6매×5세트), 

   유기재래김 절지 90매([절지10매×3개]×3세트)

A

•해남 땅끝마을 청정 해역인 산소어장에서 항생제, 활성처리제 등 
   화학 처리를 일체 하지 않고 따스한 햇빛과 해풍을 이용해 전통 지주식으로
   재배한 유기재래김 입니다.

•일년 중 오직 15일 동안만 얻을 수 있는 최상급 초사리 김으로 고유의 
   풍미와 식감이 뛰어납니다.

•수십 년간 축적해온 김 전문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로 집에서 갓 구워낸 
   전통김 고유의 향과 바삭바삭함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유기농 해바라기유, 유기농 국산 참기름, 국산 들기름, 3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조미하여 짜지 않고 담백합니다.

•공인 인증 기관을 통해 방사능과 중금속 안전 검사를 통과한 원초만을
   사용합니다.

•유기식품 인증번호: 제 14-14-0001호



남해 완도 청정바다의 최상급 어린 미역 세트  

정기품 완도 진상각 미역

269446K
[6482]

•[PV] 2,910 •[BV] 4,400 •     17,600원

•[SIZE] 350㎜×435㎜

•[원산지] 미역(국산)

•[구성] 300g 

   실미역 140g(35g×4개), 

   자른미역 160g(20g×8개)

A

•‘귀한 음식을 진헌한다’라는 의미의 정기품 진상각 미역은 전라남도 완도의 
   청정 남해바다에서 2월~3월 초 사이에 채취된 초사리 미역입니다.

•까다롭게 엄선한 포자를 어린 미역으로 기르고 채취한 것으로 완도산 미역
   고유의 촉촉한 부드러움과 매끄러운 탄력이 살아있습니다. 

•원하는 크기로 잘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실미역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른 미역으로 각각 소포장되어 있습니다.



100% 국산 들깨를 저온에서 천천히 볶고 

저온 압착 방식으로 착유하여 더욱 맑고 고소한  

정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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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 1,390 •[BV] 2,100 •     20,800원

•[SIZE] 90㎜×65㎜×271㎜ •[원산지] 들깨(국산)

•[구성] 북촌옥 들기름 270㎖×1병

269449K
[942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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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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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선된 COE원두를 담은 아메리카노 선물세트

까페드다몬 
아메리카노 컬렉션 with COE

265629K
[5629]

•[PV] 2,050 •[BV] 3,100 •     16,800원

•[SIZE] 300㎜×80㎜×120㎜

•[원산지] 

   아메리카노: 커피(독일산), COE원두(콜롬비아산)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커피(브라질산), 

   COE원두(브라질산), 헤이즐넛 페이스트(터키산)

•[구성] 

   까페드다몬 아메리카노 30개입×1박스, 

   까페드다몬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30개입×2 박스 

   총 90개입

A

•주요 커피 생산국에서 최고의 커피를 선정하는 대회인 COE(Cup of Excellence)
   에서 수상한 콜롬비아 COE와 브라질 COE원두를 사용하였습니다. 

•-196℃ 마이크로 그라인딩 공법, 저온 저압의 건조 기술이 적용되어 커피의
   풍부한 아로마와 깊은 바디감, 최상의 맛 밸런스를 선사합니다. 

•숙련된 커피 전문가들의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로스팅과 블렌딩 노하우로
   원두가 가진 최적의 향미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컬렉션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with 브라질 COE에는
   헤이즐넛을 직접 갈은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원료 본연의 깊은 맛과 향을
   선사합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물론, 아이스 아메리카노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식 식탁의 풍미

노브스갈라 포도씨유

•[PV] 1,720•[BV] 2,600 •     11,600원

•[SIZE] 90㎜×90㎜×305㎜ •[원산지] 이탈리아

•[구성] 포도씨유 750㎖×1병

276312K
[9957]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포도의 씨를 착유한 100% 이탈리아산
   포도씨유입니다.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정통 오일 명가 판탈레오의 기술과 노하우로 신선한
   포도씨의 풍부한 영양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250℃로 높아 튀김, 부침, 구이 등 가열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한식 요리에도 적합합니다.

•뚜껑을 열면 올라오는 팝업 캡으로 양조절이 편리합니다.
  

A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포도의 씨를 착유한 100% 이탈리아산
   포도씨유입니다.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정통 오일 명가 판탈레오의 기술과 노하우로 신선한
   포도씨의 풍부한 영양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250℃로 높아 튀김, 부침, 구이 등 가열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한식 요리에도 적합합니다.

•뚜껑을 열면 올라오는 팝업 캡으로 양조절이 편리합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식 식탁의 풍미

노브스갈라 포도씨유 세트

276313K
[9958]

•[PV] 3,440•[BV] 5,200 •     23,000원

•[SIZE] 180㎜×90㎜×305㎜ •[원산지] 이탈리아

•[구성] 포도씨유 750㎖×2병

A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식 식탁의 풍미

노브스갈라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276311K 
[9956]

•[PV] 2,380 •BV 3,600 •     15,800원

•[SIZE] 80㎜×80㎜×275㎜

•[원산지] 이탈리아

•[구성]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500㎖×1병

•이탈리아 남부의 지중해 연안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올리브 열매를
   저온 압착한 100%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입니다.

•노브스갈라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맛과 향이 뛰어난 올리브를
   전문가가 직접 선별하고 블렌딩하여 향긋한 과일향, 싱그러운 풀잎향,
   아몬드와 같은 고소한 풍미가 조화를 이루며 후미에는 알싸한 향이 코끝에
   잠시 머무는 것이 특징입니다.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탈리아 정통 오일 명가 판탈레오의 기술과 
   노하우로 신선한 올리브의 풍부한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고유의 향을 지니고 있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는 저온 및 비가열 요리에
   적합합니다.

•뚜껑을 열면 올라오는 팝업 캡으로 양조절이 편리합니다.

A

•유기 인증기관명 : ICEA



자연 원료 허브에 과일과 홀 플라워, 꽃잎 등을 더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허브티

라임트리 허브 블렌딩 티 컬렉션

•[PV] 3,580 •[BV] 5,400 •     29,800원 

•[SIZE] 390㎜×70㎜×195㎜

•[원산지] 루이보스(남아프리카공화국산), 건조 크랜베리

   (미국산)/쟈스민티(중국산: 우롱차 98%, 쟈스민꽃 2%), 

   장미꽃잎(모로코산)/캐모마일(크로아티아산), 

   벌꿀 분말(국산), 사과 분말(국산)/스피아민트(독일산), 

   페퍼민트(미국산), 녹차(국산), 레몬머틀(호주산)

•[구성] 레드베리 루이보스(2.8g), 로즈페탈 쟈스민(2.4g), 

   허니애플 캐모마일(1.9g), 레몬머틀 그린민트(1.8g) 

   각 8개입, 총 32개입

278379K
[9779]

•허브와 과일, 홀 플라워, 꽃잎을 담은 허브 블렌딩 티의 다채로운 맛과 향을
   선사합니다. 
•30년 이상 경험의 티 마스터 그룹이 찾아낸 최상의 블렌딩 포뮬러 티 
   컬렉션입니다. 
•일반적인 종이나 삼각 티백보다 큰 사이즈의 주머니 형태인 
   ‘티 라운지 tea lounge’ 티백은 찻잎과 재료가 물과 만나 점핑하는 공간을 
   넉넉하게 가져, 더욱 잘 우려질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티백 윗부분은 고리형 태그지를 적용하여 머그잔이나 티팟, 테이크아웃 컵에
   빠트리지 않고 걸 수 있습니다. 

A



 

캡슐 하나로, 간편하게 건강한 주스 한 잔, 

남김 없이 깔끔하게 샐러드 드레싱 한 스푼

라임트리 캡슐 컬렉션
 

260264K
[9413]

•간편한 캡슐 타입의 라임트리 농축 과즙액으로 1회용(27g)으로 되어있는 
   캡슐을 그대로 따라 부어 음료 한 컵(약 120ml)이나 간식을 깔끔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스프링 얼음에 탄산수를 넣어 에이드나 아이스티와 같은 트렌디한 
   음료로 또는 다양한 드레싱, 양념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석류를 더해 더욱 건강하고 달콤새콤한 맛의 ‘남미의 뜨거운 태양빛 담은
   그라비올라원’은 라임트리 캡슐 컬렉션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78380K
[9780]

•[PV] 3,580•[BV] 5,400 •     29,800원 

•[SIZE] 250㎜×50㎜×365㎜

•[원산지] 그라비올라 분말(브라질산), 석류 농축액

   (이스라엘산)/복분자 과즙(국산)/유자 과즙(국산)/

   생강 농축액(국산), 레몬 농축 과즙(이스라엘산)/

   매실 농축 과즙(국산), 사과 농축 과즙(국산)

•[구성] 그라비올라원, 복분자원, 유자원, 

   레몬진저원, 매실원 각 27gx10개입, 총 50개입

A



 

남도의 따뜻함 담은

라임트리 유자원
60314K
[4953]

지리산의 싱그러움 담은 

라임트리 매실원 

260264K
[9413]

•지리산 청정 지역의 건강한 경남 하동 매실의 맛을 듬뿍 담아내었습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띄워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음미하실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 희석 비율은 원액:물 = 1 :5입니다.

267243K
[1023]

•[PV] 1,920 •[BV] 2,900 •     15,700원

•[SIZE] 155㎜×80㎜×270㎜ 

•[원산지] 매실 농축 과즙(국산), 사과 농축 과즙(국산)

•[구성] 매실원 1.0ℓ×2병

A

267245K
[1025]

•[PV] 2,380 •[BV] 3,600 •     19,900원

•[SIZE] 155㎜×80㎜×270㎜  

•[원산지] 유자 과즙(국산)

•[구성] 유자원 1.0ℓ×2병

A

•전남 고흥의 풍부한 일조량 속에서 해풍을 견디고 자란 유자의 상큼한 맛을 전해 드립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띄워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음미하실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 희석 비율은 원액:물 = 1 :4입니다.



이국 레몬의 풍미와 충남 진저의 생생함 담은

라임트리 레몬진저원

267246K
[1026]

•[PV] 2,650 •[BV] 4,000 •     22,000원

•[SIZE] 155㎜×80㎜×270㎜  

•[원산지] 생강 농축액(국산), 사과 농축 과즙(국산), 

   레몬 농축 과즙(이스라엘산)

•[구성] 레몬진저원 1.0ℓ×2병

•레몬의 이국적 풍미와 충남 서산 진저의 생생함이 조화로운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띄워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음미하실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 희석 비율은 원액:물 = 1 :4입니다.

선운산의 정기 담은

라임트리 복분자원

267244K
[1024]

•[PV] 3,110 •[BV] 4,700 •     25,900원

•[SIZE] 155㎜×80㎜×270㎜  

•[원산지] 복분자 과즙(국산), 배 농축 과즙(국산)

•[구성] 복분자원 1.0ℓ×2병

•전북 고창의 건강한 황토에서 자란 복분자의 알찬 단맛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여름에는 얼음을 띄워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음미하실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 희석 비율은 원액:물 = 1 :4입니다.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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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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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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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으로 많은 참치 선단을 보유한 사조에서 까다롭게 선별한 

사조 프리미엄 선물세트

273193K
[5782]

•[PV] 3,580•[BV] 5,400 •     29,500원

•[SIZE] 310㎜×45㎜×330㎜ 

•[원산지] 

   참치 : 황다랑어(원양산:태평양), 올리브유(수입산), 

   해바라기유(수입산)

   연어 : 연어(미국 알래스카산), 해바라기유(수입산), 

   녹차추출물(국산)

   닭가슴살 : 닭고기(가슴살-국내산), 

   바지락 추출 베이스(바지락-국내산)

•[구성]  황다랑어 통살 참치 150g×3캔,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 150g×3캔, 

   국산 순 닭가슴살 150g×3캔

A

황다랑어 통살 참치  
•100% 고급 황다랑어만을 세심하게 선별하여 담았습니다.

•오메가-3(DHA 525mg), 풍미를 더하는 국내산 야채즙, 표고 엑기스, 
   다시마 엑기스가 들어 있습니다.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  
•청정 알래스카 바다에서 잡아올린 100% 자연산 연어를 담았습니다.

•국내산 녹차 추출물, 국내산 무 농축액과 양파 착즙 분말로 담백함과 풍미를
   전달합니다.

국산 순 닭가슴살
•슈레드 공법으로 결이 그대로 살아 있는 국산 순 닭가슴살을 담았습니다.

•비타민 B6, 국내산 야채와 조개 조미액으로 건강한 맛을 더했습니다.

 * 업계 최초로 안심 따개를 적용하여 뚜껑을 열 때 손이 베지 않도록 안전을 더했습니다. 

 * 실버 메탈 소재의 보울 타입 캔은 글로벌로 인정 받은 프리미엄 디자인입니다.

    (The Cans of the Year Awards 2012 금상 수상)



세계적으로 많은 참치 선단을 보유한 사조에서 까다롭게 선별한 

사조 참치 선물세트

273839K
[5783]

•[PV] 2,980 •[BV] 4,500 •     24,500원

•[SIZE] 310㎜×45㎜×330㎜ 

•[원산지] 황다랑어(원양산:태평양), 

   올리브유(수입산), 해바라기유(수입산)

•[구성] : 황다랑어 통살참치 150g×8캔

A

•100% 고급 황다랑어만을 세심하게 선별하여 담았습니다.  

•오메가-3(DHA 525mg), 풍미를 더하는 국내산 야채즙, 표고 엑기스, 
   다시마 엑기스가 들어 있습니다.

 * 업계 최초로 안심 따개를 적용하여 뚜껑을 열 때 손이 베지 않도록 안전을 더했습니다. 

 * 실버 메탈 소재의 보울 타입 캔은 글로벌로 인정 받은 프리미엄 디자인입니다.

    (The Cans of the Year Awards 2012 금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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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