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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는 화려함, 소망을 새기다
‘금(金)’은 예로부터 영원불변, 아름다움, 권위의 상징이었다. 옷에 금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품을 드러내고, 문양과 글자마다 소망을 담는 일과 같다. 한국전통금박 
공예는 비단 등의 원단 위에 목판화 기법으로 금박 문양을 입히는 형태로 발전해왔다. 
이 제작법은 나무판에 문양을 새겨 아교나 어교를 접착제로 바른 다음 문양을 넣고자 
하는 위치에 찍고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금박을 올리는 것으로, 한국에만 전승되고 
있는 세밀한 전통기법이다.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이 기술을 의복에 적용했다. ‘삼국사기’에서 통일신라 시대 
흥덕왕 의복에 금박을 사용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금박 옷은 보존상의 문제로 
현존하는 유물이 많지 않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순조의 3녀 덕온공주(1822~1844)가 
혼례 때 입었던 원삼(圓衫)등이 있다. 현대 금박 옷은 조선 왕실 예복으로 시작되었다. 
단순히 금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입은 사람의 신분, 왕실의 권위, 통치자 
의 국가 번영에 대한 염원 등을 다양한 문양으로 나타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김기호 금박장(金箔匠)은 5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장인 
의 고조인 김완형 선생은 조선 철종 때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내수사에 근무하며 금박 
제작을 지휘한 명장으로 ‘국장도감의궤’에 기록이 남아있다. 이어 ‘명성황후 국장 
도감의궤’에 장인으로 기록된 2대 김원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실을 위해 일하신 3대 
김경용, 그리고 4대 김덕환에 이어 김기호 장인이 아내 박수영 씨와 함께 전통 금박 
공예공방 ‘금박연(金箔宴)’에서 160년 전통을 전승 중이다.

김 장인은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원삼(圓衫)’,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
野之圖)’, ‘면사(面紗)’, ‘고려불화 문양(高麗佛畵 紋樣)’ 등 다양한 작품으로 수상해 
왔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 영친왕비 ‘하피’ 복원(2007년), 이화여자대학교 담임 
미술관 ‘갖저고리’ 보수(2008년), 17세기 ‘이단하 댕기’ 복원(2009년), ‘의친왕 
비녹원삼’, ‘청원군주 노의’, ‘태조어진 낙영 장황’ 재현(2010~2011년) 등 전통 금박을 
꾸준히 보존 계승 하고 있다.

왕조시대, 왕가에서만 쓰이던 금박 옷은 왕실이 사라진 오늘날, 첫돌, 혼례, 회갑 등의 
경사에 영원한 축복을 담아 사용되면서 소중한 날의 격을 높여 주고 있다. 특히 국가 
간 문화적 품격을 드높일 때 찬란한 금박은 정상들의 품격을 높여주고 기쁘게 해주는 
데 일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한다. 

김  기  호 (중요무형문화재 제 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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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라이트

뉴트리라이트는 1934년부터 지금까지 식물을 농축하는 방법을 고수합니다. 

이것은 비타민이나 미네랄뿐 아니라 식물이 본래 지니고 있는 다양한 영양소까지 

전하려고 한 칼 렌보그의 철학이자 기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과학의 조화를 통해 풍부한 식물영양소를 전하겠다는 신념이 현재 

뉴트리라이트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4  암웨이 설 선물 모음집  l  뉴트리라이트

자연이 주는 최적의 건강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선물세트

더블엑스
더블엑스 리필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 무기질은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원료로 20가지의 다양한 

식물농축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289201K
[9201]

•[PV] 97,500 •[BV] 148,200 •     163,000 원

•[SIZE] 224 ㎜×46 ㎜×232 ㎜ •Made in US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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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최적의 선택

뉴트리라이트 
베스트 선물세트

더블엑스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 무기질은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원료로 20가지의 다양한 

식물농축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새몬 오메가-3
새몬 오메가-3는 차가운 심해에서 잡은 연어와 정제어유를 주원료로 한 

오메가-3 지방산(EPA 및 DHA 함유 유지, 하루 1,244mg) 보충용 제품입니다. 

혈중 중성 지방의 농도를 조절하여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및 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쉽게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비타민 E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289204K
[9204]

•[PV] 70,800 •[BV] 109,100 •     120,000 원

•[SIZE] 159 ㎜×57 ㎜×169 ㎜ •Made in USA

A



6  암웨이 설 선물 모음집  l  뉴트리라이트

학업관리만큼 영양관리도 중요한 청소년을 위한

틴즈 퍼펙트 팩 선물세트

더블엑스 (360정)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로 최대 성장기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비·디에이치에이 블렌드 (120캡슐)
두뇌 구성성분 DHA,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함께 빌베리, 마리골드, 오렌지 추출물을 

부원료로 담아 청소년의 두뇌와 눈에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아세로라 C (60정)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비타민 C와 

아세로라 농축물이 주원료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몸에 변화가 누구보다 많은 여성을 위한

우먼즈 바이탈 팩 선물세트

더블엑스 (360정)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로 다이어트, 출산 등 잦은 신체 변화로 
깨지기 쉬운 영양 밸런스를 지킬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오메가-3 밸런스 (120캡슐)  오메가-3 지방산(EPA 및 DHA 함유 유지)의 공급으로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기 쉬운 혈중 중성 지질 개선 및 혈액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을 줍니다.

칼맥 디 (60정)  30대 이후로 급격히 약해지는 여성의 뼈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마그네슘,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공급해줍니다.

아세로라 C (60정)  직장, 육아, 가사 3중고에 시달리는 성인 여성을 위해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비타민 C와 아세로라 농축물이 

주원료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272213K 
[2134]

•[PV] 90,880 •[BV] 144,500 •     159,000 원

•[SIZE] 140 ㎜×90 ㎜×127 ㎜ •Made in USA

272211K
[2132]

•[PV] 94,340 •[BV] 150,000 •     165,000 원

•[SIZE] 140 ㎜×90 ㎜×127 ㎜ •Made in US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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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와 피곤이 습관이 되어버린 남성을 위한 

맨즈 에너지 팩 선물세트

더블엑스 (360정)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는 
남성을 위해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새몬 오메가-3 (120캡슐) 
오메가-3 지방산(EPA 및 DHA 함유 유지)의 공급으로 과다한 육류섭취, 운동부족으로 
증가하기 쉬운 혈중 중성 지질 수치의 건강한 유지 및 혈액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을 줍니다.

밀크씨슬 이엑스 (60정) 
과로와 스트레스, 잦은 회식에 지친 직장인의 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밀크씨슬 추출물, 체내 에너지 생성을 돕는 비타민 B군과 함께 부원료인 
민들레 뿌리 추출물 등 다양한 식물 농축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가꾸고 활기찬 생활을 즐기고 싶은 중장년을 위한 

골든 팩 선물세트

더블엑스 (360정)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로 신체기능 저하 및 정서 변화에 따라 소홀해지기 쉬운 

중·장년층의 건강 유지를 위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새몬 오메가-3 (120캡슐) 
오메가-3 지방산(EPA 및 DHA 함유 유지)의 공급으로 신체 기능 저하에 따라 약해지기 쉬운 

중·장년층의 혈중 중성 지질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조인트 가드 (180정) 
조인트 가드는 3중 방어 작용을 통해 활기찬 생활을 위해 필수인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조인트 가드에 함유된 글루코사민 황산염은 연골의 주요 구성 물질이며,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도와줍니다. 엠에스엠은 관절 관련 불편함을 감소시키는 것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272210K
[2131]

•[PV] 111,510 •[BV] 177,300 •     195,000 원

•[SIZE] 140 ㎜×90 ㎜×127 ㎜ •Made in USA

272212K
[2133]

•[PV] 121,190 •[BV] 192,700 •     212,000 원

•[SIZE] 140 ㎜×90 ㎜×127 ㎜ •Made in USA

A

A



Live Energy XS!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에너지 UP!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과 모험 정신을 가진,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XS 에너지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러가기

XS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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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견과로 건강하고 간편하게 에너지 UP

XS 에너지 너츠 

•프리미엄 견과만을 골라 합리적이고 슬림한 구성 

•수확부터 완제품까지, 최적의 신선도 유지 

•한 손에 쏙! 편리한 패키지 디자인

 288764K 
[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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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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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g(25 g×24 개입), 

   - XS 에너지 너츠 피스타치오 & 블루베리(25 g) :  

   볶음 아몬드 30 %, 호두 20 %, 볶음 캐슈넛 20 %, 

   볶음 탈각피스타치오 20 %, 건블루베리 10 %

   - XS 에너지 너츠 마카다미아 & 크랜베리(25 g) : 

   볶음 아몬드 30 %, 호두 20  %,

   볶음 캐슈넛 20 %, 마카다미아 20  %, 건크랜베리 10 %

A





세상의 모든 여자는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Each woman is an individual like no other. A self-made work of art.

-1958. Edith Rehnborg

아름다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견하고(Discover), 상상하고(Imagine), 혁신하는(Invent) 아티스트리.

아티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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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리듬을 정상화하여 피부 노화를 혁신적으로 케어하는 

아티스트리 최상의 럭셔리 크림

아티스트리 수프림 LX 선물세트

수프림 LX 
리제너레이팅 크림 (50 ㎖) [주름 개선 기능성]
가드니아 스템셀의 강력한 생명력으로 완성된 수프림 LX 리제너레이팅 크림은 

노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격조 있고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을 증진시키고 주름 개선을 도와 놀라운

피부 변화 경험을 선사합니다.

[ 추가 구성품 ] 수프림 LX 리제너레이팅 크림 미니 (7 ㎖)

                    수프림 LX 리제너레이팅 아이크림 미니 (3 ㎖)

                    인텐시브 14 나이트 리스토어 프로그램 바이얼 (1.5 ㎖)

 

 수프림 LX 선물세트 구매 시, 수프림 LX 쇼핑백이 함께 증정됩니다. 

269364A
[4799]

•[PV] 208,680 •[BV] 331,800 •     365,000 원

•[SIZE] 186 ㎜×94 ㎜×128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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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의 미래를 리프로그래밍하다! 피부 생명력 강화 & 피부 젊음 활성화

아티스트리 
유스 익스텐드 선물세트

유스 익스텐드 소프트닝 로션 (200 ㎖)
씨럼의 흡수를 도와주며 건강한 피부 상태를 만들어 주는 로션으로 

바르는 즉시 촉촉함이 느껴지고 피부결을 정돈해 줍니다.  

유스 익스텐드 리치 밀키 에멀젼 (100 ㎖) [주름 개선 기능성]
탄력을 잃고 거칠어진 피부에 젊음과 윤기를 되찾아 주는 에멀젼으로 

하루 종일 촉촉함이 지속되며 즉각적인 윤기와 매끄러움을 선사합니다.

[ 추가 구성품 ] 유스 익스텐드 크림 미니 7 ㎖ [주름 개선 기능성]

 유스 익스텐드 선물세트 구매 시, 아티스트리 쇼핑백이 함께 증정됩니다.

280985K
[1624]

•[PV] 77,740 •[BV] 123,600 •     136,000 원

•[SIZE] 176 ㎜×61 ㎜×235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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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속 수분길을 열어 속부터 촉촉한 수분 피부를 선물하세요

아티스트리 하이드라-브이 아쿠아 솔루션 선물세트

세상에 얼굴을 남기려는 남자들을 위한

아티스트리 맨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맨

밸런싱 하이드레이터 (150 ㎖)
쉐이빙 후 피부를 진정시키며 과다 분비된 피지를 제거하고 촉촉함을 남기며, 

피부의 pH 밸런스 조절을 돕는 토너입니다.

아티스트리 맨

인바이빙 에멀젼 (150 ㎖)
외부 환경에 수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수분 지속력을 높여 생기 있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가꿔주는 가벼우면서도 수분 가득한 에멀젼입니다.

 아티스트리 맨 선물세트 구매 시, 아티스트리 쇼핑백이 함께 증정됩니다.

하이드라-브이 소프트닝 로션 (200 ㎖) 
프레쉬한 수분 충전 효과와 더불어 바르는 즉시 부드럽고 정돈된 피부결을 만들어 주는 토너 입니다. 

하이드라 리포좀 캡슐에 쌓인 노르웨이 피오르드 워터를 함유하고 있으며 하이드라-브이 제품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피부를 준비시켜주고, 수분 케어 효과를 부스팅해 줍니다.

하이드라-브이 젤 로션 (50 ㎖)
즉각적인 쿨링감으로 바르는 순간 청량감과 함께 촉촉하고 산뜻한 느낌을 선사하는 젤 타입 

데일리 수분 모이스처라이저 입니다. 피부 표면의 과다 피지를 컨트롤 해주는 자연유래 마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건강하고 산뜻한 피부를 만들어 줍니다.

[ 추가 구성품 ] 하이드라-브이 포밍 클렌저 미니(30 ㎖), 하이드라-브이 아이 미니 (3 ㎖)

 하이드라-브이 아쿠아 솔루션 선물세트 구매 시, 아티스트리 쇼핑백이 함께 증정됩니다.

280963K 
[1447]

•[PV] 41,760 •[BV] 66,400 •     73,000 원

•[SIZE] 180 ㎜×60 ㎜×240 ㎜

260314K
[4953]

•[PV] 43,460 •[BV] 69,100 •     76,000원

•[SIZE] 160 ㎜×57 ㎜×190 ㎜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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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바가텔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아티스트리 시그니처 여성 향수

아티스트리 플로라 시크 오 드 퍼퓸

플로라 시크 오 드 퍼퓸 (50 ㎖)
세계적인 프랑스 조향사 그룹 지보당이 수많은 향의 조합을 연구한 끝에 아티스트리만의 

미학을 담아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선사하는 플로라 시크를 개발했습니다. 

스파클링 프렌치 클레멘타인의 상큼한 향을 시작으로 불가리안 로즈의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피어오르는 향이 느껴지고, 마다가스카 일랑일랑의 향을 만나 조화롭게 어우러져 마치 

포근한 꽃밭에 빠진 듯한 향이 온몸을 감싸줍니다.

119630A
[1315]

•[PV] 50,880 •[BV] 80,900 •     89,000 원

•[SIZE] 61 ㎜×61 ㎜×93 ㎜ 

내면의 자아를 찾아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기 위해 탐험을 즐기는 

남성을 위한 아로마틱 푸제르 향수

아티스트리 맨 언노운 오 드 퍼퓸

맨 언노운 오 드 퍼퓸 (50 ㎖) 
아티스트리 맨만을 위해 글로벌 프레스티지 조향사 그룹 IFF에서 전 세계 자연에서 찾은 

원료를 연구해 신비롭고 매력적인 향을 조합함으로써 매혹적인 남성의 카리스마를 표현한 

향수를 완성했습니다. 싱그러운 시트러스 탑 노트는 숲속 공기의 향을 표현하며, 푸르른 

식물과 은은한 플로럴 향의 미들 노트, 그리고 풍부하고 남성적인 우디 베이스 향의 조합이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멋진 남성을 표현합니다. 

120549D
[1486]

•[PV] 44,590 •[BV] 70,900 •     78,000 원

•[SIZE] 55 ㎜×105 ㎜ 

A

A





전 세계의 암웨이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온 가족의 건강한 토탈 바디케어를 추구하는

한국암웨이의 퍼스널케어 대표 브랜드를 소개합니다.

일부 제품에 한함 / 미국 특허: 8,263,053 만 3세 이하 영유아에게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글리스터 치약에 한함

퍼스널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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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케어 베스트 셀러 제품으로 구성된

퍼스널케어 베스트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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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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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를 내어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는 신선한 민트향 치약입니다.

글리스터 치약 (여행용 사이즈 3개 / 개당 65 g)
치아 에나멜층의 손상 없이 프라그 제거는 물론, 표백성 없는 세정에 탁월한

효과를 내어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는 신선한 민트향 치약입니다.

휴대가 간편한 여행용 사이즈입니다.

글리스터 리후레셔 스프레이 (2개 / 개당 14 ㎖)
간편하게 휴대하여 사용하기 가능한 스프레이형 제품으로, 입 냄새 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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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287832K
[1661]

•[PV] 35,030 •[BV] 55,700 •     61,300 원

•[SIZE] 386 ㎜×78 ㎜×284 ㎜

A



289455K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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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347 ㎜×78 ㎜×230 ㎜

19

온 가족의 건강한 바디케어를 위한

퍼스널케어 
토탈 컬렉션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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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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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특허 8,263,05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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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케어 대표 제품을 한 자리에

퍼스널케어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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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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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456K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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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348 ㎜×78 ㎜×241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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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케어가 엄선하여 구성한

퍼스널케어 파워 셀렉션 선물세트

글리스터 치약 (2개 /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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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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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457K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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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286 ㎜×78 ㎜×229 ㎜

A

퍼스널케어 대표 제품을 전하세요

퍼스널케어 에센셜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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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렌지 블라썸 허니와 쉐어 버터, 호박씨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 보습막 

재건을 돕고 건조로부터 보호해주며 24시간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 주는 

바디로션입니다. 

289458K
[1751]

•[PV] 10,310 •[BV] 16,400 •     18,000 원

•[SIZE] 158 ㎜×78 ㎜×228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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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의 건강한 덴탈 케어 시스템

글리스터 토탈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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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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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리스터 칫솔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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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000 원

•[SIZE] 276 ㎜×50 ㎜×261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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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스터 대표 제품으로 건강한 덴탈 케어

글리스터 베스트 선물세트

글리스터 치약 (2개 / 개당 2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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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462K
[1755]

•[PV] 11,450 •[BV] 18,200 •     20,000 원

•[SIZE] 220 ㎜×50 ㎜×245 ㎜

A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미소를 유지하세요

글리스터 에센셜 선물세트

글리스터 치약 (여행용 사이즈 3개  / 개당 65 g)
치아 에나멜층의 손상 없이 프라그 제거는 물론, 표백성 없는 세정에 탁월한 

효과를 내어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는 신선한 민트향 치약입니다.

휴대가 간편한 여행용 사이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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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461K
[1754]

•[PV] 9,870 •[BV] 15,700 •     17,300 원

•[SIZE] 236 ㎜×37 ㎜×247 ㎜

A



•[PV] 13,710 •[BV] 21,800 •     24,000원

•[SIZE] 174㎜×7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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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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바디 피부를 위한 보습과 영양을 제공하는

G&H 너리쉬 +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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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해 주며 24시간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 주는 바디로션입니다. 

289460K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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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246 ㎜×78 ㎜×226 ㎜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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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지속되는 매끄러운 모발 엔젤링

새티니크 스무드 모이스처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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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무드 모이스처 컨디셔너 (280 ㎖)
샴푸 후 사용하는 컨디셔너는 모발을 촉촉하게 하여 매끄럽고 윤기나는 머리결로 

만들어 줍니다. 새티니크만의 *특허된 ENERJUVE™가 적용된 포뮬러는 쿠쿠이 

나무씨 오일, 프로비타민 B5와 함께 모발에 필수적인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 추가 구성품 ] 새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샴푸 미니 (40 ㎖), 

                    새티니크 글로시 리페어 컨디셔너 미니 (40 ㎖)

* 미국 특허 8,263,053

260126K
[9127]

•[PV] 14,840 •[BV] 23,600 •     26,000 원

•[SIZE] 195 ㎜×55 ㎜×250 ㎜  

A





암웨이 홈은 소중한 우리 가족을 생각합니다

암웨이 홈이 50여 년의 노하우로 독자 개발한 바이오퀘스트 포뮬러는 피부를 민감하게 자극할 수 있는 잔여물을 

남기지 않고 더 깔끔한 옷, 더 깨끗한 접시, 더 빛나는 바닥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세척 효과를 제공합니다. 

암웨이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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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있는 최고의 선물

암웨이 홈 & 퍼스널케어 
컴팩트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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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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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472K
[1702]

•[PV] 9,750 •[BV] 15,500 •     18,900 원

•[SIZE] 119 ㎜×170 ㎜×290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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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주방 필수품을 한자리에  

에센셜 키친케어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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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버즈 (4개)
디쉬 드랍스의 성능을 극대화 시켜주는 식기세척용 3중 구조의 고급 

수세미입니다. 필터폼으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연마입자가 들어있는 

부직포 수세미 면으로 눌러붙은 찌든 때도 말끔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디쉬드랍스 과일채소 세정제 (940 ml)
과일과 채소의 표면에 묻은 흙먼지, 농약 잔류물, 표면 광택제를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바이오퀘스트 포뮬러로 강력한 세정력을 제공하며 생분해성 

농축제품으로 피부과 테스트를 거친 무색소, 무향, 무방부제 제품입니다. 

287474K
[1704]

•[PV] 13,210 •[BV] 21,000 •     28,400 원

•[SIZE] 179 ㎜×170 ㎜×290 ㎜

A



홀리데이 컬렉션 리미티드 에디션

다채로운 암웨이 제품으로 구성한 홀리데이 컬렉션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보세요.

 홀리데이 컬렉션 리미티드 에디션은 1월 중순 시즌 출시될 예정입니다. 

 홀리데이 컬렉션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매하시는 경우, 설 선물세트 쇼핑백이 증정됩니다. 

 

30  암웨이 설 선물 모음집  l  홀리데이 컬렉션 리미티드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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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건강을 지키는  

파이토 키즈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뉴트리키즈 파이토 C (30정)
주원료로 비타민 C와 부원료로 토마토, 오렌지, 시금치 등을 함유한 뉴트리키즈 

파이토 C는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맛있게 씹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뉴트리키즈 파이토 C는 1정당 30 mg의 비타민 C를 함유합니다. 

또한 부원료로 자일리톨 혼합 제제, 마리골드 추출물 혼합물, 석류추출물, 토마토 

추출물 혼합물, 오렌지 추출물, 블루베리 분말 혼합물, 로즈마리 추출물, 아세로라 

농축물, 엘더베리 추출물, 레몬 건조물 혼합물, 브로콜리 건조물, 당근 펄프 

분말, 시금치 분말 등이 들어 있습니다.

글리스터 어린이 칫솔 (4개)
라운드 형태의 칫솔모로 칫솔이 닿기 힘든 구석구석까지 효과적인 양치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부드러운 모질의 칫솔모와 어린이 치아 구조에 맞는 

사이즈의 칫솔 머리는 어린이 치아에 적합합니다. 또한 어린이가 잡기 쉽고 

편안하게 디자인된 손잡이로 건강한 양치 습관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292510K
[1830]

•[PV] 24,340 •[BV] 38,700 •     42,500 원

•[SIZE] 183 ㎜×195 ㎜×46 ㎜

A



32  암웨이 설 선물 모음집  l  홀리데이 컬렉션 리미티드 에디션 

어린피부를 산뜻하게 지키는 

비타민 C 틴에이지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 C (100정)
비타민 C와 아세로라 농축물, 굴 껍질 분말 혼합물(부원료) 등을 원료로 한 

비타민 C 보충용 식품으로 1정당 200 mg의 비타민 C를 제공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비타민의 하나이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비타민C를 적절히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에센셜 바이 아티스트리 안티 블레미쉬 리프레싱 토너 (200 ㎖)
촉촉한 수분 공급으로 매일매일 시원하게 각질을 정돈해주고, 모공을 한 번 더 

수렴해 피부 결을 매끈하게 정리해주는 토너. 레몬 추출물과 알로에를 함유해 

피부 결 정돈및 피부 진정 효과를 선사하며, 각종 피부 고민을 효과적으로 

케어합니다.

에센셜 바이 아티스트리 젤 클렌저 (125 ㎖)
입자가 고운 부드러운 거품으로 모공 속 노폐물까지 말끔히 세정해주는 

젤 클렌저. 아티스트리 마일드 클렌징 시스템을 적용한 약산성 클렌저로 피부 pH 

밸런스를 맞춰줄 뿐 아니라 단 한 번의 클렌징으로 피부 표면의 피지를 97 % 

감소시켜 산뜻하고 촉촉하게 마무리됩니다.

 

292511K
[1831]

•[PV] 40,060 •[BV] 63,700 •     70,000 원

•[SIZE] 219 ㎜×225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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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촉하고 상쾌한 코랄빛 하루 

글로우 인퓨징 립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틴티드 립밤 코랄 (3.2 g)
최근 핫템으로 주목 받는 립 틴트에 입술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립밤 기능을 

더한 신제형 투톤 틴티드 립밤. 한 제품에 2가지 색상이 담겨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도 낼 수 있으며, 중간 부위에는 시어버터, 아보카도, 

코코넛/포도씨 오일 등 다양한 보습 성분들이 함유되어 입술을 오랫동안 

촉촉하게 립케어까지 해줍니다.

글리스터 리후레셔 스프레이 (2개입 / 개당 14 ㎖)
간편하게 휴대하여 사용하기 가능한 스프레이형 제품으로, 입 냄새 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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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XS 에너지 캔디 (5개입 / 개당 22.5 g) 
나이아신, 판토텐산, 비타민B6 을 포함한 비타민 B군 함유로 에너지 플러스가 

필요할때 한손에 쏙! 휴대가능한 패키지로 간편하고 허브&민트로 상쾌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파우치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뉴욕의 감성과 컬러를 표현한 레이디 제이데이의 감각적인 

아트를 담은 고급스러운 코스메틱 파우치. 아트, 도시, 여행을 사랑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열정과 워너비가 담긴 트렌디하고 시크한 파우치를 만나보세요.

292512K
[1832]

•[PV] 22,370 •[BV] 35,400 •     48,000 원

•[SIZE] 195 ㎜×134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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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히 만드는 신사의 품격  

젠틀맨 에센셜 선물세트

글리스터 리후레셔 스프레이  (2개입 / 개당 14 ㎖)
간편하게 휴대하여 사용하기 가능한 스프레이형 제품으로, 입 냄새 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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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합니다. 

뉴트리라이트 밀크씨슬 이엑스 (60정)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씨슬 추출물과 체내 에너지 대사와 생성을 

돕는 5가지 비타민 B군을 함유해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도움을 줍니다.

292513K
[1833]

•[PV] 30,350 •[BV] 48,100 •     53,000 원

•[SIZE] 149 ㎜×119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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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팎으로 채우는 항산화 에너지 * 

비타민 C 인 & 아웃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 C (300정)
비타민 C와 아세로라 농축물, 굴 껍질 분말 혼합물(부원료) 등을 원료로 한 

비타민 C 보충용 식품으로 1정당 200 mg의 비타민 C를 제공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비타민의 하나이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 비타민C를 적절히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리 인텐시브 스킨케어 
어드밴스드 비타민 C + 히알루론산 트리트먼트 (12 ㎖)
홈더마 솔루션 인텐시브 라인으로 기존 아티스트리 베스트셀러에서 더욱 

진화한 혁신적인 항산화 성분 비타민 C로 케어해보세요. 순수 비타민 C 파우더 

100 %(2제),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 체리에서 추출한 비타민 C(1제)로 이루어진 

더블 비타민 C와 고분자, 저분자로 구성되어 피부 수분력과 탄력을 개선하는 

더블 히알루론산을 한 병에 담았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더블 비타민 C와 

더블 히알루론산으로 수분이 차올라 탱탱해지는 탄력 쉐이핑을 경험해보세요.

아티스트리 하이드라-브이 앰플 마스크 (5개입 / 개당 24 g)
딥 하이드레이팅 시스템이 적용된 고농축 앰플 포뮬라로 노르웨이 피오르드

워터와 자기무게의 1,000배 이상 수분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히알루론산이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해주고 하와이안 아사이가 함유되어 

피부 보호막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대나무 유래 100 %의 피티셀 시트는 

미세하고 촘촘한 그물구조로 직조되어 수분을 보유하는 함수율이 우수하며, 

고밀도 마스크 재질로 피부에 초밀착되어 하이드라-브이 앰플의 효과를 피부 

깊숙이 전달해 줍니다.

* 아티스트리 제품의 경우 비타민 C 원료적 특성에 한함

292514K
[1834]

•[PV] 89,750 •[BV] 142,700 •     157,000 원

•[SIZE] 166 ㎜×182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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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을 촉촉하게 만드는  

맞춤 보습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하이브라-브이 크림 (50 ㎖)
유러피안 코스탈 플랜트 추출물이 수분 길을 열어주고, 하와이안 아사이와 

리포좀 성분이 보습 장벽을 형성해 피부속 수분을 단단히 잠가 하루 종일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줍니다. 외부 유해 환경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건조한 피부를

진정시키며, 풍부하고 부드러운 포뮬러는 더욱 촉촉하고 실키한 물결 피부를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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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해 주며 24시간 피부 보습을 유지시켜 주는 

바디로션입니다.

＊피부과 테스트 완료, 알러지 테스트 완료 

292515K
[1835]

•[PV] 36,050 •[BV] 57,300 •     63,000 원

•[SIZE] 244 ㎜×211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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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에너지로 채우는 

우먼 인리칭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유스익스텐드 리치 클렌징 폼 (125 ㎖)
피부를 더 빛나게 해주는 클렌징 폼으로,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이 모공 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아티스트리 독자 성분인 모이스처라이징 

리포좀과 컨디셔닝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더욱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특허*받은 오트 추출물과 아프리카 바오밥나무 열매 추출물이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얼굴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아티스트리 유스 익스텐드 인리칭 크림 (50 ㎖) 
투명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만들어주는 크림으로, 강력한리프로그래밍 효과의 

풍부한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해도 부드럽고 어려 보이는 피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리 독자 성분인 마이크로-X6 펩타이드와 

라이프시르트를 함유해 피부의 젊음을 유지하고 자생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또 피부를 빈틈없이 감싸 하루만 지나도 피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칼맥디 (120정)
뼈를 구성하는 칼슘,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수인 마그네슘,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칼맥 디는 뉴트리라이트만의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아이슬란드 빌두다르의 피오르드 해저에서 채취한 무공해 

해조 분말을 함유해 뼈 건강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보충용 제품입니다.

* 미국특허 6,753,020

292516K
[1836]

•[PV] 99,430 •[BV] 158,100 •     174,000 원

•[SIZE] 171 ㎜×221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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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웨이 대표 제품을 한 자리에 

암웨이 베스트 선물세트

더블엑스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 무기질은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로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원료로 20가지의 다양한 

식물농축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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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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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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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517K
[1837]

•[PV] 73,140 •[BV] 112,800 •     125,900 원

•[SIZE] 332 ㎜×316 ㎜×92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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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대 

2만원대 

5만원대 

4만원대 

6만원대 

암웨이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가격대별 제품군

글리스터 에센셜 선물세트 

퍼스널케어 에센셜 선물세트

암웨이 홈 & 퍼스널케어 컴팩트 선물세트

글리스터 베스트 선물세트

G&H 너리쉬 + 선물세트

새티니크 스무드 모이스처 선물세트

에센셜 키친케어 선물세트

글리스터 토탈 선물세트

G&H 너리쉬 + 스페셜 선물세트

XS 에너지 너츠 

퍼스널케어 파워 셀렉션 선물세트

파이토 키즈 선물세트

글로우 인퓨징 립 선물세트

퍼스널케어 선물세트 

젠틀맨 에센셜 선물세트

퍼스널케어 토탈 컬렉션 선물세트

퍼스널케어 베스트 선물세트

맞춤 보습 선물세트

23P

21P

28P

23P

24P

25P

29P

22P

24P

9P

21P

31P

33P

20P

34P

19P

18P

36P

17,300

18,000

18,900

20,000     

24,000

26,000

28,400

31,000

34,000

35,000

36,000

42,500

48,000

48,000

53,000

54,000

61,300

63,000

가격대 제품명 ABO가격페이지

3만원대 

비타민 C 틴에이지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하이드라-브이 아쿠아 솔루션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맨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맨 언노운 오 드 퍼퓸

아티스트리 플로라 시크 오 드 퍼퓸

뉴트리라이트 베스트 선물세트

암웨이 베스트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유스 익스텐드 선물세트    

비타민 C 인 & 아웃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틴즈 퍼펙트 팩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우먼즈 바이탈 팩 선물세트

우먼 인리칭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맨즈 에너지 팩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골든 팩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수프림 LX 선물세트 

32P

14P

14P

15P

15P

5P

38P

13P

35P

6P

4P

6P

37P

7P

7P

12P

가격대 제품명 ABO가격페이지

7만원대 

8만원대 

10만원대 

30만원대 

20만원대 

70,000

73,000

76,000

78,000

89,000

120,000

125,900

136,000

157,000

159,000

163,000

165,000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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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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