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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웨이 홈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한 프리미엄 브랜드
뛰어난 세정력과 민감한 피부 보호,
가족을 위해서라면 둘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50여 년의 노하우가 집약된 암웨이홈으로
깨끗하게 빛나는 스위트 홈을 가꾸세요.

암웨이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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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키친케어 선물세트
깨끗한 키친을 선사하는 에센셜 키친케어 선물세트입니다.
디쉬 드랍스 바이오퀘스트 식기 세정제는 바이오퀘스트 포뮬러와
코코넛 오일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식기의 기름 때와 음식 때를
말끔히 없애는 한편, 알로에 베라와 들깻잎(시소) 추출물로
손 피부를 보호해주는 식기 세정제입니다.
원액을 물과 함께 희석(1:5=원액:물 비율 권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희석용기와 3중 구조의 고급 수세미 소프트 버즈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프트 버즈는 필터폼으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게,
연마입자가 들어있는 부직포 수세미 면으로 눌러 붙은 찌든 때도 깨끗이
제거하여 디쉬 드랍스 바이오퀘스트 식기 세정제의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디쉬 드랍스 과일채소 세정제는 과일과 채소 표면에 묻은 흙먼지,
농약 잔류물, 광택제 등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생분해성 농축제품으로
피부과 테스트를 거친 무색소, 무향, 무방부제 세제이며,
필요에 따라 함께 구성된 분무용기에 담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40 287481K

29,800원

PV 13,210 | BV 21,000

크

기

220 ㎜ X 169 ㎜ X 290 ㎜

구

성

분무 용기
디쉬 드랍스 바이오퀘스트 식기 세정제 1 L
디쉬 드랍스 과일채소 세정제 1 L
디쉬 드랍스 전용 희석용기 300 ml
소프트 버즈 4개

암웨이 홈 & 퍼스널케어 컴팩트 선물세트
암웨이 홈과 퍼스널케어 대표 제품이 만났습니다.
디쉬 드랍스 바이오퀘스트 식기 세정제는 고품질의 세정성분으로
거품은 오래 유지시키며, 식기의 기름 때와 음식 때를 말끔히 없애줍니다.
바이오퀘스트 포뮬러로 강력한 세정력을 제공하고 자연에서 유래한
코코넛 성분이 음식 잔여물까지 깨끗하게 제거하며
알로에 베라와 들깻잎(시소) 추출물이 손을 보호해줍니다.
함께 구성된 전용 희석용기로 원액과 물을 1:5로 희석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치아 에나멜층의 손상 없는 프라그 제거와 표백성 없는 탁월한 세정으로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는 글리스터 치약은 신선한 민트향으로 기분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1702 287472K

18,900원

PV 9,750 | BV 15,500

크

기

119 ㎜ X 170 ㎜ X 290 ㎜

구

성

디쉬 드랍스 바이오퀘스트 식기 세정제 1 L
디쉬 드랍스 전용 희석용기 300 ml
글리스터 치약 2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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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원대

2만원대

3만원대

4만원대

5만원대

6만원대

제품명

ABO가격

글리스터 에센셜 선물세트

17,300

퍼스널케어 에센셜 선물세트

18,000

암웨이 홈 & 퍼스널케어 컴팩트 선물세트

18,900

글리스터 베스트 선물세트

20,000

G&H 너리쉬 + 선물세트

24,000

새티니크 스무드 모이스처 선물세트

26,000

에센셜 키친케어 선물세트

29,800

퍼스널케어 컴포트 선물세트

30,000

글리스터 토탈 선물세트

31,000

G&H 너리쉬+ 스페셜 선물세트

34,000

XS 에너지 너츠

35,000

퍼스널케어 파워 셀렉션 선물세트

36,000

새티니크 안티 헤어폴 선물세트

38,000

홀리데이 컬렉션 데일리 케어 선물세트

45,000

퍼스널 케어 선물세트

48,000

홀리데이 컬렉션 바이탈 케어 선물세트

49,000

퍼스널케어 토탈 컬렉션 선물세트

54,000

홀리데이 컬렉션 암웨이 베스트 선물세트

60,400

퍼스널케어 베스트 선물세트

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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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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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대

제품명

ABO가격

아티스트리 하이드라-브이 아쿠아 솔루션 선물세트

71,000

아티스트리 맨 선물세트

76,000

아티스트리 맨 언노운 오 드 퍼퓸

78,000

뉴트리라이트 디럭스 선물세트

80,000

아티스트리 플로라 시크 오 드 퍼퓸

89,000

뉴트리라이트 베스트 선물세트

120,000

아티스트리 유스 익스텐드 선물세트

136,000

틴즈 퍼펙트 팩 선물세트

159,000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 선물세트

163,000

우먼즈 바이탈 팩 선물세트

165,000

맨즈 에너지 팩 선물세트

195,000

20만원대

골든 팩 선물세트

212,000

30만원대

아티스트리 수프림 LX 선물세트

363,000

7만원대

8만원대

1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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