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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만원대

가격대별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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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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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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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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246 ㎜×78 ㎜×226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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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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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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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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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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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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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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289455K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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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ZE] 347 ㎜×78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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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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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참깨를 저온 볶음, 

저온 압착하여 진하고 부드러운

정기품 북촌옥 참기름

269448K
[9408]

•[PV] 2,720 •[BV] 4,100 •     31,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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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작 홍삼 제품을 구매시, 전용 쇼핑백이 함께 증정됩니다.

6년근 홍삼을 얇게 썰어 국산 꿀과 프락토올리고당에 절인 홍삼절편

본작 한휘삼 홍삼절편 

270845K 
[9405]

•[PV] 5,890 •[BV] 8,900 •     39,000 원

•[SIZE] 286  ㎜×38  ㎜×267  ㎜ 

•[원산지] 홍삼(국산), 벌꿀(국산)

•[구성] 홍삼절편 15  g×8개

A



국산 통깨를 저온 볶음, 

저온 압착하여 진하고 부드러운

정기품 북촌옥 
참기름·들기름 세트

269450K
[9421]

•[PV] 3,440 •[BV] 5,200 •     51,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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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000 원

•[SIZE] 320 ㎜×65 ㎜×155 ㎜

•[원산지] 홍삼 농축액(국산), 대추 농축액(국산)

•[구성] 홍삼진액원 3 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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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 1과 Rb 1, Rg 3의 합 4.2 mg/g, 

   고형분 70% 이상) 10 %

  본작 홍삼 제품을 구매시, 전용 쇼핑백이 함께 증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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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룻티 컬렉션

라임트리 유자원

정기품 북촌옥 들기름

라임트리 레몬진저원

정기품 오색수연소면  

노브스갈라 포도씨유 세트 

사조 참치 선물세트

정기품 무가미 유기김

라임트리 복분자원

사조 프리미엄 선물세트

라임트리 캡슐 컬렉션

라임트리 허브 블렌딩 티 컬렉션

정기품 북촌옥 참기름

본작 한휘삼 홍삼절편 

16P

7P

17P

12P

9P

13P

4P

7P

14P

8P 

11P      

16P

22P

10P 

8P

21P

6P

5P

14P

20P

11,600

15,700

15,800

16,800

16,800

17,600

18,000

19,900

20,800

22,000

22,500

23,000

24,500

24,800

25,900

29,500

29,800

2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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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P

19P

18P

51,800

58,000

148,000

가격대 제품명 ABO가격

10만원대 

5만원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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