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의
소망을
담아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라임트리
까페드다몬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라임트리 & 까페드다몬
자연의 싱그러움과 유럽의 낭만을 담은 한 잔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한 잔의 차와 커피.
라임트리와 까페드다몬이 담긴 한 잔은 조금 특별합니다.
라임트리 차에는 자연의 싱그러움이 담겨 있고,
까페드다몬 커피에는 유럽의 낭만이 녹아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소중한 분의 삶에 자연의 싱그러움, 유럽의 낭만을 선물하세요.

라임트리

2019 한국암웨이 추석 선물세트

라임트리
허브 블렌딩 티 컬렉션

자연 원료 허브에 과일과 홀 플라워, 꽃잎을 더한 오감 만족 허브티
어떤 차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30년 이상 경력의 티 마스터 그룹이 블렌딩한 최상의
포뮬러 티 컬렉션을 선택해 보세요.
부드러운 레드베리 루이보스, 우아한 로즈페탈 쟈스민에서 산뜻한 허니애플 캐모마일과
프레시한 레몬머틀 그린민트까지 조화롭게 구성했습니다. 허브와 과일, 홀 플라워, 꽃잎을 담은
네 가지 허브 블렌딩 티의 맛과 향을 느끼고,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세요.
커다란 주머니 형태의 ‘티 라운지 tea lounge’ 티백은 찻잎이 물과 만나 점핑하는 공간이
여유로워 차가 잘 우러납니다. 티백 윗부분의 고리형 태그지를 사용하면 컵이나 티팟,
텀블러 안에 티백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9779 278379K

29,800원
크

기

원 산 지

PV 3,580 | BV 5,400

390 ㎜ X 70 ㎜ X 195 ㎜
루이보스(남아프리카공화국산), 건조 크랜베리(미국산)/쟈스민티(중국산: 우롱차 98%, 쟈스민꽃 2%),
장미꽃잎(모로코산)/캐모마일(크로아티아산), 벌꿀 분말(국산), 사과 분말(국산)/스피아민트(독일산),
페퍼민트(미국산), 녹차(국산), 레몬머틀(호주산)

구

성

총 32개입
레드베리 루이보스 2.8 g X 8개입, 로즈페탈 쟈스민 2.4 g X 8개입,
허니애플 캐모마일 1.9 g X 8개입, 레몬머틀 그린민트 1.8 g X 8개입

제조업소명

(주)티젠 농업회사법인

판매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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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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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트리
캡슐 컬렉션

캡슐 하나로 건강한 주스 한 잔, 샐러드 드레싱 한 스푼
자연에서 똑 따낸 싱그러운 과일을 정성껏 손질하고 농축해 캡슐에 담았습니다.
캡슐 하나(27 g)를 물 한 컵(약 120 ml)에 부으면 맛있고 건강한 주스 한 잔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탄산수에 이스프링 얼음을 넣고 캡슐 하나를 부어 집에서도 시원한 에이드를
만들 수 있고, 따뜻한 물에 녹여 후후 불어 마시는 차, 요리에 맛을 더하는 소스,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석류를 더해 달콤새콤한 '남미의 뜨거운 태양빛 담은 그라비올라원'은
오직 라임트리 캡슐 컬렉션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정 수량 판매 제품으로, 상황에 따라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9780 278380K

29,800원
크

기

원 산 지

PV 3,580 | BV 5,400

250 ㎜ X 50 ㎜ X 365 ㎜
그라비올라 분말(브라질산), 석류 농축액(이스라엘산)/복분자 과즙(국산)/유자 과즙(국산)/
생강 농축액(국산), 레몬 농축 과즙(이스라엘산)/매실 농축 과즙(국산), 사과 농축 과즙(국산)

구

성

총 50개입
그라비올라원 27 g X 10개입, 복분자원 27 g X 10개입, 유자원 27 g X 10개입,
레몬진저원 27 g X 10개입, 매실원 27 g X 10개입

제조업소명

코엔에프(유)

공급업소명

보해양조(주)

판매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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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트리 & 까페드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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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트리 매실원
하동 매실의 맛을 듬뿍 담았습니다.
경상남도 하동의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자란 매실은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맛 좋은 매실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면 음식의 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1023 267243K

15,700원
크

기

PV 1,920 | BV 2,900

155 ㎜ X 80 ㎜ X 270 ㎜

원 산 지

매실 농축 과즙(국산), 사과 농축 과즙(국산)

구

매실원 1 L × 2병

성

제조업소명

보해양조(주)

판매업소명

한국암웨이(주)

라임트리 유자원
고흥 유자의 상큼한 맛을 전합니다.
전라남도 고흥의 풍부한 햇볕과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유자에는
남도의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남도의 맛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면 음식의 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1025 267245K

19,900원
크

기

PV 2,380 | BV 3,600

155 ㎜ X 80 ㎜ X 270 ㎜

원 산 지

유자 과즙(국산)

구

유자원 1 L × 2병

성

제조업소명

보해양조(주)

판매업소명

한국암웨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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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트리 & 까페드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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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트리 복분자원
고창 복분자의 단맛이 가득합니다.
전라북도 고창 선운산 일대의 황토에서 자란 복분자는
영양이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달콤한 복분자를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요리할 때 사용하면 음식의 맛이 더 풍부해집니다.

1024 267244K

25,900원
크

기

PV 3,110 | BV 4,700

155 ㎜ X 80 ㎜ X 270 ㎜

원 산 지

복분자 과즙(국산), 배 농축 과즙(국산)

구

복분자원 1 L ×2병

성

제조업소명

보해양조(주)

판매업소명

한국암웨이(주)

까페드다몬 아메리카노 컬렉션 with COE
최고의 커피에게만 허락되는 이름 COE(Cup of Excellence),
까페드다몬은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COE 원두로
아메리카노 컬렉션 with COE를 만들었습니다.
까페드다몬을 만드는 숙련된 커피 전문가들은 -196℃ 마이크로 그라인딩 공법과
저온 저압의 건조 기술로 커피의 풍부한 아로마와 깊은 바디감,
그리고 최상의 맛 밸런스를 구현했습니다. 그들의 오랜 연구 끝에 완성된
로스팅과 블렌딩 노하우는 커피가 가진 최적의 향미를 이끌어냈죠.
차가운 물에서도 잘 녹기 때문에 COE의 맛과 향을 시원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헤이즐넛을 직접 갈아 넣어 맛과 향이 매력적인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with 브라질 COE는
오직 아메리카노 컬렉션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5629 265629K

16,800원
크

기

원 산 지

PV 2,050 | BV 3,100

300 ㎜ X 80 ㎜ X 120 ㎜
아메리카노: 커피(독일산), COE원두(콜롬비아산)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커피(브라질산),
COE원두(브라질산), 헤이즐넛 페이스트(터키산)

구

성

총 90개입
까페드다몬 아메리카노 30개입 X 1박스
까페드다몬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30개입 X 2박스

제조업소명

(주)쟈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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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주문 www.am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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