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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본작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본작
근본이 다른 자연과 한국인의 혼이 만든 걸작
오래도록 기억되는 명작은 근본이 다릅니다.
유구한 역사, 인내와 끈기, 변치않는 정성, 불굴의 혼, 그대로의 자연
그 어느 한가지도 소홀히 하지 않았을 때 명작은 탄생합니다.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좋은 땅을 고르길 2년,
자연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길 6년,
저온에서 추출하여 좋은 빛이 서릴 때까지 6개월의 정성을 다하여
비로소 홍삼의 명작, 본작이 탄생됩니다.

본작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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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2 270843K

148,000원
크

기

PV 22,250 | BV 33,600

164 ㎜ X 68 ㎜ X 120 ㎜

원 산 지

홍삼농축액(국산)

구

홍삼정 100 g × 2병

성

제조업소명

(주)화인내츄럴

판매업소명

한국암웨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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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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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작 혼휘삼 홍삼진액원 선물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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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집 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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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하시면 전용 쇼핑백을 드립니다.

9403 270844K

58,000원
크

기

PV 8,740 | BV 13,200

320 ㎜ X 65 ㎜ X 155 ㎜

원 산 지

홍삼농축액(국산), 대추농축액(부원료, 국산)

구

홍삼진액원 3 g × 90포

성

제조업소명

(주)화인내츄럴

판매업소명

한국암웨이(주)

본작 한휘삼 홍삼절편 선물세트
6년근 홍삼 중 육질이 단단하고 고른 것을 엄선해 얇게 잘라
국산 아카시아 꿀과 프락토올리고당에 절인 홍삼절편입니다.
맛과 향이 부드러워 간식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진한 홍삼에 배어 있는 은은한 단맛이 과하지 않고,
오독오독한 식감이 좋아 온 가족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드실 만큼만 개별 포장되어 있어 외출할 때나 여행 시
휴대하기도 좋습니다.
•원료삼 배합비 : 홍삼근 100%
•당침액 비율 : 아카시아꿀 50%, 프락토올리고당 50%
·본작 홍삼 제품을 구매하시면 전용 쇼핑백을 드립니다.

9405 270845K

39,000원
크

기

PV 5,890 | BV 8,900

286 ㎜ X 38 ㎜ X 267 ㎜

원 산 지

홍삼(국산), 벌꿀(국산)

구

홍삼절편 15 g × 8개

성

제조업소명

(주)화인내츄럴

판매업소명

한국암웨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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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ABO가격

노브스갈라 포도씨유

11,600

라임트리 매실원

15,700

노브스갈라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15,800

정기품 산소마을 전통김

16,800

까페드다몬 아메리카노 컬렉션 with COE

16,800

정기품 자연발효 식초 선물세트

16,900

정기품 완도 진상각 미역

17,600

라임트리 유자원

19,900

정기품 북촌옥 들기름

20,800

정기품 오색수연소면

22,500

노브스갈라 포도씨유 세트

23,000

정기품 무농약 찰진 잡곡 선물세트

24,500

사조 참치 선물세트

24,500

라임트리 복분자원

25,900

라임트리 허브 블렌딩 티 컬렉션

29,800

라임트리 캡슐 컬렉션

2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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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대

5만원대

10만원대

제품명

ABO가격

정기품 북촌옥 참기름

31,400

정기품 제주 품은 고등어 선물세트

34,900

정기품 천연 해물 다시팩 선물세트

34,900

정기품 자연담은 DMZ 꿀 선물세트

36,500

본작 한휘삼 홍삼절편 선물세트

39,000

정기품 북촌옥 참기름·들기름 세트

51,800

본작 혼휘삼 홍삼진액원 선물세트

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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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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