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요의 
소망을 
담아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10만원 이상 선물세트 모음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9204 289204K

 120,000원     PV 70,800 | BV 109,100

159 ㎜ X 57 ㎜ X 169 ㎜

Made in USA

더블엑스

새몬 오메가-3

엑세스 비즈니스 그룹 엘엘씨(미국)

한국암웨이(주)

크 기

원 산 지  

구 성

제 조 업 소 명

수입판매업소명

뉴트리라이트
베스트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과 새몬 오메가-3를 담았습니다. 

심해에서 잡은 연어와 정제어유를 주원료로 오메가-3 지방산(EPA 및 DHA 함유 유지)을

보충해드립니다. 혈중 중성지질 개선 및 혈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고마운 선물세트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수익성 지수 조정으로 9월 1일부터 모든 선물세트의 PV/BV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mwa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1624 280985K

 136,000원   PV 77,740 | BV 123,600

[ 추가 구성품 ] 

유스 익스텐드 크림 미니 7 ml  주름 개선 기능성

아티스트리 
유스 익스텐드 선물세트

피부의 미래를 리프로그래밍하다! 

피부 생명력 강화 & 피부 젊음 활성화

피부 생명력 강화로 피부 젊음을 활성화해주는 강력한 리프로그래밍 스킨케어 

선물세트입니다. 씨럼의 흡수를 도와주며 건강한 피부 상태를 만들어주는 

유스 익스텐드 소프트닝 로션과, 탄력을 잃고 거칠어진 피부에 젊음과 윤기를 되찾아 주는 

에멀젼을 동시에 만나보세요. 바르는 즉시 느껴지는 촉촉한 보습감이 하루종일 지속되며 

피부에 윤기와 매끄러움을 선사합니다.

·유스 익스텐드 선물세트를 구매하시면 아티스트리 쇼핑백을 드립니다.

176 ㎜ X 61 ㎜ X 235 ㎜

유스 익스텐드 소프트닝 로션 200 ml

유스 익스텐드 리치 밀키 에멀젼 100 ml  주름 개선 기능성

크 기

구 성

*수익성 지수 조정으로 9월 1일부터 모든 선물세트의 PV/BV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mwa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리



140 ㎜ X 90 ㎜ X 127 ㎜

Made in USA

더블엑스(360정)

비·디에이치에이 블렌드(120캡슐)

아세로라 C(60정)

엑세스 비즈니스 그룹 엘엘씨(미국)

한국암웨이(주)

2134 272213K

 159,000원   PV 90,880 | BV 144,500

크 기

원 산 지

구 성

제 조 업 소 명

수입판매업소명

*수익성 지수 조정으로 9월 1일부터 모든 선물세트의 PV/BV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mwa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틴즈
퍼펙트 팩 선물세트

청소년기, 영양관리도 공부만큼 중요하답니다. 

최대로 성장하는 청소년기 기초 체력 증진을 위한 균형잡힌 영양을 더블엑스(360정)를 통해

공급 받으세요. 비·디에이치에이 블렌드(120정)에는 두뇌 구성 성분 DHA,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함께 빌베리, 마리골드 추출물 등이 부원료로 담겨 있습니다.

아세로라 C(60정)에는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비타민 C와 아세로라 농축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한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선물세트 

자연이 주는 건강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 무기질은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 

그리고 부원료로 20여가지 다양한 식물농축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분의 건강을 더블엑스가 지켜드리겠습니다.

224 ㎜ X 46 ㎜ X 232 ㎜

Made in USA

더블엑스

더블엑스 리필

엑세스 비즈니스 그룹 엘엘씨(미국)

한국암웨이(주)

크 기

원 산 지  

구 성

제 조 업 소 명

수입판매업소명

9201 289201K

 163,000원   PV 97,500 | BV 148,200  

뉴트리라이트

*수익성 지수 조정으로 9월 1일부터 모든 선물세트의 PV/BV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mwa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 기

원 산 지

구 성

제 조 업 소 명

수입판매업소명

140 ㎜ X 90 ㎜ X 127 ㎜

Made in USA

더블엑스(360정)

오메가-3 밸런스(120캡슐)

칼맥 디(60정)

아세로라 C(60정)

엑세스 비즈니스 그룹 엘엘씨(미국)

한국암웨이(주)

2132 272211K

 165,000원   PV 94,340 | BV 150,000

*수익성 지수 조정으로 9월 1일부터 모든 선물세트의 PV/BV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mwa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우먼즈 
바이탈 팩 선물세트 

여성은 보통 다이어트, 출산 등으로 끊임없는 몸의 변화가 있죠. 

더블엑스(360정)의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무기질로 다이어트, 출산 등의 잦은 신체변화로 깨지기 

쉬운 영양밸런스를 지킬 수 있도록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합니다. 오메가-3 밸런스(120캡슐)로

혈중 중성 지질을 개선하고 혈행 개선이 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칼맥 디(60정)을 통해 30대 이후 

급격하게 약해지는 여성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공급해드립니다.

또한 아세로라 C(60정)는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해주는 비타민 C와 아세로라 농축물이 주원료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생각한 우먼즈 바이탈 팩 선물세트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세요.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140 ㎜ X 90 ㎜ X 127 ㎜

Made in USA

더블엑스(360정)

새몬 오메가-3(120캡슐)

밀크씨슬 이엑스(60정)

엑세스 비즈니스 그룹 엘엘씨(미국)

한국암웨이(주)

크 기

원 산 지

구 성

제 조 업 소 명

수입판매업소명

2131 272210K

 195,000원   PV 111,510 | BV 177,300

뉴트리라이트

*수익성 지수 조정으로 9월 1일부터 모든 선물세트의 PV/BV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mwa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맨즈 
에너지 팩 선물세트 

더블엑스(360정)는 과도한 업무로 영양 불균형에 시달리는 남성을 위해 균형잡인 영양을

공급합니다. 새몬 오메가-3(120캡슐)는 과도하게 육류를 섭취하고 운동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오메가-3 지방산(EPA 및 DHA 함유 유지)으로 혈중 중성 지질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밀크씨슬 이엑스(60정)에는 현대인에게 간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밀크씨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남성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선물하세요.



크 기

원 산 지

구 성

제 조 업 소 명

수입판매업소명

140 ㎜ X 90 ㎜ X 127 ㎜

Made in USA

더블엑스(360정)

새몬 오메가-3(120캡슐)

조인트 가드(180정)

엑세스 비즈니스 그룹 엘엘씨(미국)

한국암웨이(주)

2133 272212K

 212,000원   PV 121,190 | BV 192,700

뉴트리라이트

*수익성 지수 조정으로 9월 1일부터 모든 선물세트의 PV/BV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mwa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골든 팩 선물세트 자신을 가꾸고 활기찬 생활을 즐기는 중장년층을 응원합니다. 

더블엑스(360정)를 통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정서변화에 따라 소홀해지기 쉬운 중장년층의

건강유지를 위해 균형잡힌 영양을 공급합니다. 새몬 오메가-3(120캡슐)로 신체기능저하에 따라 

약해지기 쉬운 혈중 중성 지질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드립니다. 조인트 가드(180정)를 통해

활기찬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고마운 분에게 골든 팩 선물세트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세요.



[ 추가 구성품 ] 

수프림 LX 리제너레이팅 크림 미니 7 ml  주름 개선 기능성

수프림 LX 리제너레이팅 아이크림 미니 3 ml  주름 개선 기능성

아티스트리 
수프림 LX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피부 리듬을 정상화하여 피부 노화를 혁신적으로 케어하는

아티스트리 최상의 럭셔리 크림

가드니아 스템셀의 강력한 생명력으로 완성된 수프림 LX 리제너레이팅 크림은 

노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격조 있고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를 

완성해줍니다. 피부 탄력을 증진시키고 주름 개선을 도와 놀라운 피부 변화 경험을 

선사합니다.

·수프림 LX 선물세트를 구매하시면 수프림 LX 쇼핑백을 드립니다.

186 ㎜ X 94 ㎜ X 128 ㎜

수프림 LX 리제너레이팅 크림 50 ml  주름 개선 기능성

크 기

구 성

1918 295061A

 363,000원   PV 207,550 | BV 330,000

*수익성 지수 조정으로 9월 1일부터 모든 선물세트의 PV/BV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mwa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가격대별 선물세트 [코어]

가격대 제품명 ABO가격

1만원대

글리스터 에센셜 선물세트

퍼스널케어 에센셜 선물세트

암웨이 홈 & 퍼스널케어 컴팩트 선물세트

17,300 
18,000 
18,900 

2만원대

글리스터 베스트 선물세트

G&H 너리쉬 + 선물세트

새티니크 스무드 모이스처 선물세트

에센셜 키친케어 선물세트

20,000 
24,000 
26,000
29,800 

3만원대

퍼스널케어 컴포트 선물세트

글리스터 토탈 선물세트

G&H 너리쉬+ 스페셜 선물세트

XS 에너지 너츠

퍼스널케어 파워 셀렉션 선물세트

새티니크 안티 헤어폴 선물세트

30,000 
31,000 
34,000 
35,000 
36,000 
38,000 

4만원대

홀리데이 컬렉션 데일리 케어 선물세트

퍼스널 케어 선물세트

홀리데이 컬렉션 바이탈 케어 선물세트

45,000 
48,000 
49,000 

5만원대 퍼스널케어 토탈 컬렉션 선물세트 54,000 

6만원대
홀리데이 컬렉션 암웨이 베스트 선물세트

퍼스널케어 베스트 선물세트

60,400 
61,300 

*수익성 지수 조정으로 9월 1일부터 모든 선물세트의 PV/BV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mwa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웨이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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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고객 불만족으로 인한 제품 반환 시 해당 ABO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제품을 무료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 전액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소비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손상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정수기,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 듀러블 제품의 필터류, 생활제지류, 식음료는 포장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신 후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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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가격대 제품명 ABO가격

7만원대

아티스트리 하이드라-브이 아쿠아 솔루션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맨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맨 언노운 오 드 퍼퓸

71,000 
76,000 
78,000 

8만원대
뉴트리라이트 디럭스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플로라 시크 오 드 퍼퓸

80,000 
89,000 

10만원대

뉴트리라이트 베스트 선물세트

아티스트리 유스 익스텐드 선물세트

틴즈 퍼펙트 팩 선물세트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선물세트

우먼즈 바이탈 팩 선물세트

맨즈 에너지 팩 선물세트

120,000 
136,000 
159,000 
163,000 
165,000 
195,000 

20만원대 골든 팩 선물세트 212,000 

30만원대 아티스트리 수프림 LX 선물세트 363,000 

*수익성 지수 조정으로 9월 1일부터 모든 선물세트의 PV/BV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mwa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대별 선물세트 [코어]



9402 270843K

 148,000원   PV 22,250 | BV 33,600

본작
혼휘삼 홍삼정 선물세트

6년근 홍삼농축액

6년근 홍삼을 원료로 정성스럽게 달여 그 진액을 농축한 홍삼원액입니다. '사포닌'을 비롯한 

홍삼 유효 성분이 풍부한 홍삼근의 비율을 80%로 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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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 1과 Rb 1, Rg 3의 합 4.2 mg/g, 고형분 70% 이상) 100%

·본작 홍삼 제품을 구매하시면 전용 쇼핑백을 드립니다.

본작

164 ㎜ X 68 ㎜ X 120 ㎜

홍삼농축액(국산)

홍삼정 100 g × 2병

(주)화인내츄럴

한국암웨이(주)

크 기

원 산 지

구 성

제조업소명

판매업소명

*수익성 지수 조정으로 9월 1일부터 모든 선물세트의 PV/BV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mwa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가격대 제품명 ABO가격

1만원대

노브스갈라 포도씨유

라임트리 매실원

노브스갈라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정기품 산소마을 전통김

까페드다몬 아메리카노 컬렉션 with COE

정기품 자연발효 식초 선물세트

정기품 완도 진상각 미역

라임트리 유자원

11,600 
15,700 
15,800 
16,800 
16,800 
16,900 
17,600 
19,900 

2만원대

정기품 북촌옥 들기름

정기품 오색수연소면

노브스갈라 포도씨유 세트

정기품 무농약 찰진 잡곡 선물세트

사조 참치 선물세트

라임트리 복분자원

라임트리 허브 블렌딩 티 컬렉션

라임트리 캡슐 컬렉션

20,800 
22,500 
23,000 
24,500 
24,500 
25,900 
29,800 
29,800 

가격대별 선물세트 [원포원]

암웨이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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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고객 불만족으로 인한 제품 반환 시 해당 ABO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제품을 무료로 교환해주거나 구입가 전액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소비자의 고의나 부주의로 손상된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정수기, 공기청정기,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 듀러블 제품의 필터류, 생활제지류, 식음료는 포장을 개봉하거나 사용하신 후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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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 지수 조정으로 9월 1일부터 모든 선물세트의 PV/BV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mwa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가격대 제품명 ABO가격

3만원대

정기품 북촌옥 참기름

정기품 제주 품은 고등어 선물세트

정기품 천연 해물 다시팩 선물세트

정기품 자연담은 DMZ 꿀 선물세트

본작 한휘삼 홍삼절편 선물세트

31,400 
34,900 
34,900 
36,500 
39,000 

5만원대
정기품 북촌옥 참기름·들기름 세트

본작 혼휘삼 홍삼진액원 선물세트

51,800
58,000

10만원대 본작 혼휘삼 홍삼정 선물세트 148,000

*수익성 지수 조정으로 9월 1일부터 모든 선물세트의 PV/BV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amwa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가격대별 선물세트 [원포원]



한국암웨이(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Ι 고객센터 TEL 1588-0080 FAX 

인터넷 주문 www.amway.co.kr  Ι  전화 주문 1588-0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