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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fresh)한 피부, 환한 표정으로 
주위를 밝혀보세요. 새로운 Artistry 
Studio™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컬렉션이 더 자연스럽게, 더욱 
화려하게 자신을 만들어 줍니다.

낮부터 밤까지, 피부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Artistry스튜디오

빛나는 피부 
맞춤형 컬러 
돋보이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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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닦아주세요
Artistry Studio™  

클린 스타트 미셀라 메이크업 리무버 + 클렌저
너무 피곤해서 움직일 수 없어도, 헹굴 필요 없는 이 
와입스만 있으면 클렌징은 확실합니다. 내일 아침, 

환하게 빛나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젠 = 스킨 컨디셔너
에너지 = 미셀, 박리 

124811  30장 l 8.50달러

깨끗한 피부를 원한다면
Artistry Studio™  

로제 올 데이 여드름 방지 토너 + 포어 리프레셔 
1% 살리실산 트리트먼트

끈적이지 않는 워터 베이스 리퀴드 토너로 문제 
피부의 불순물을 매일 닦아내고 모공을 온종일 

완벽한 상태로 유지하세요.
젠 = 라일락, 로즈
에너지 = 살리실산

124813  200mL l 15.00달러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Artistry Studio™  

글로우 보스 클렌저 + 엑스폴리에이터
상쾌한 피부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이 ‘

클렌저와 스크럽’을 사용하면 클렌징 동안 
피부 각질과 불순물이 제거되어 더욱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 

피부를 느껴보세요!
젠 = 알로에 베라

에너지 = 대나무 엑스폴리에이팅 입자

124812  125mL l 16.00달러

메이크업의 영원한 친구
Artistry Studio™  

하이드로-프라임 라이트  
하이드레이터 + 프라이머

언제든지 최고의 시간을 위해 준비해 보세요. 
젤라틴 형태의 시원하고 상쾌한 젤이 피부에 즉시 

수분을 공급하고 기름기 없이 메이크업을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젠 = 스킨 컨디셔너
에너지 = 시트러스 블렌드

124814  50mL l 25.00달러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세요
Artistry Studio™  

젠 데이즈 어헤드 페이셜 오일 + 300mg CBD
피부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가볍게 오일 한 방울로 

피부에 풍부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진정시켜 고급스러운 피부 광채를 더해줍니다. 
밤에 바르면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젠 = 라벤더, 오이
에너지 = 포도씨

124815  30mL l 38.00달러

아름다운 피부  
완벽한 균형

전문가 팁:  

이 제품을 사용하면 매끄러운 

무결점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상식: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미셀

(Micelles)이 피부의 먼지를 

효과적으로 없애고 막힌 모공

을 뚫어줍니다.

300MG CBD 
주요 헴프씨 
추출물이 더욱 
깨끗한 피부로

피부 클렌징은 
각질 제거 
비즈와  
천연 대나무로
깔끔하게

피부를 진정시키는 젠
(Zen)과 활력을 더해주는 

에너지 성분의 강력한 
조합으로 피부의 완벽한 
균형을 찾아보세요. 이 

유쾌한 다기능성 제품은 
피부가 균형을 잡고 

아름다워 보이도록 특별히 
디자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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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게 흐려지는 ‘잡티’
Artistry Studio™  

스팟 온! 블레미시 닷 0.5% 살리실산 
잡티 위에 붙이면 끝! 신경 쓰이는 보기 싫은 
자국을 재미있는 하트와 별, 원형 스티커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밤 또는 낮 시간 동안  

붙인 채로 둡니다.

젠 = 티트리 오일
에너지 = 화산재

124816  닷 60개 l 24.00달러

붓기가 사라집니다
Artistry Studio™  

아이 룩 레스티드 디-퍼퍼 + 브라이트너
잠이 부족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럼이 
함유된 마스크가 붓기를 가라앉히고 피부를 

재충전하여, 눈에 편안한 느낌을 주고  
환하게 밝혀줍니다. 

젠 = 해조류
에너지 = 조류

124818  미니 마스크 30세트 l 30.00달러

풍부한 거품, 상큼한 얼굴
Artistry Studio™  

에브리데이 아임 버블링  
클렌저 + 스킨 인비거레이터

풍부한 거품과 함께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하세요. 
놀라운 향기의 시트 마스크로 피부에 누적된 

불순물을 제거하고, 모공을 닦아내 피부와 감각에 
활력을 더해보세요. 얼굴을 위한 거품 목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트 마스크 3장 세트:

파란색 마스크 1장
젠 = 라벤더 향기

에너지 = 탄산 거품

핑크색 마스크 2장
젠 = 로즈 향기

에너지 = 탄산 거품

124817  3팩 l 15.00달러

최고의 ‘립’ 제품
Artistry Studio™  

팸퍼드 파우트 립 밤 + 오버나이트 마스크
멋진 입술이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입술을 

진정시켜 즉각적인 광채와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이 제품으로 언제나 매끄럽고 촉촉한 입술을 

느껴보세요. 잠들기 전 강력한 립 마스크로, 이동 
중에는 데일리 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젠 = 시아 버터
에너지 = 스타프룻 넥타

124819  9mL l 19.50달러

피부에 
좋은 성분만 
모았습니다

모든 것은  
균형입니다

Artistry Studio™ 
브랜드는 고객이 최고의 
삶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놀라운 다기능성 제품으로 

피부를 관리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리세요. 

절약된 비용은 취미활동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민감한 눈주위
충분한 수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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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 넘치는 레드  
고급스러운 실크,  
개성있는 스타일의  
상하이를 만나보세요

겹쳐 바를 수 있는 생기 넘치는 컬러
Artistry Studio™  

소프트 앤 실키 아이 앤 치크 팝 트리오
크림-파우더 텍스처로 뭉치거나 흐려지는 
일 없이 컬러를 겹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컬러의 강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4.4g/0.14온스 각각 l 29.00달러
 

매끄러운 화장을 위한 준비 작업
Artistry Studio™  

2 in 1 퍼펙팅 프라이머
메이크업을 위한 피부를 만들고, 오염 물질로부터 

보호하세요. Nutrilite™가 직접 재배한 석류로 
만들어진 오일 프리 포뮬러가 항산화 효과를 

선사합니다.

124363  매트 피니시 – 완벽한 준비와 보호 효과

124364  글로우 피니시 – 광채 효과와 보호 효과

1.05온스 각각 l 32.00달러

눈위에 더해지는 선명한 컬러
Artistry Studio™  

리퀴드 펜 팝 아이라이너
매끄럽고 고르게 발려 정교한 라인을 완성해주는 
리퀴드 라이너로 눈매를 또렷하게 표현해보세요. 

0.04 fl.온스 각각 l 21.00달러

재미있는 상식:  

층층이 자석처럼 겹쳐져,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뚜껑 바로  
아래 거울 
빠르게 화장 수정

124355
Shanghai Starlight

124356
Shanghai Nudes

124350
Silk  

Sapphire

124351
Silk  

Slate

124352
Silk  
Noir

124354
Shanghai P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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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게 물드는 도시처럼
Artistry Studio™  

라이트업 실키 매트 립 컬러
온종일 지속되는 강력한 컬러로 입술에 

개성을 더하세요. 매끄러운 리퀴드 
포뮬러가 매트한 느낌으로 모던  

룩을 완성합니다. 

0.15온스 각각 l 17.50달러

상하이의  
대담한 컬러와  
이국적인 향기

활기찬 상하이의 향기
Artistry Studio™  
오 드 뚜왈레 롤러볼

과일 플로럴 향을 느끼며 다음 모험을 
준비해 보세요. 상하이의 밝은 조명과 

고요한 티 가든에서 영감을 받은 가볍고 
상쾌한 향기를 느껴보세요. 상하이에서 

영감을 받은 원료로 제작됐습니다. 

124367  플럼  블러섬 앤 바닐라 머스크
124365  로터스 블러섬 앤 바이올렛 

124366  넥타 블러섬 앤 포멜로 

0.34fl.온스 각각 l 22.00달러

실크처럼 매끄럽고 부드러운 손
Artistry Studio™  

부드러운 손 크림 트리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부드럽고 촉촉한 
감촉의 손으로 가꿔보세요. Nutrilite™에서 

재배한 석류로 만들어져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기분 좋게 느껴지는 가벼운  

향이 특징입니다.

124368  30g 튜브 3개 l 22.50달러

바닐라로터스 블러섬 포멜로

여기를 스캔하세요 
향수  레이어링 레시피!

라이트업 
어플리케이터 

어디서든 편하게

124359 

Cherry Red

124360 
Rose Red

124361 
Spice Red

124362 
Berry Red



14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15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을 참고하세요  |  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피부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ArtistrySkincare

Artistry™ 스킨케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으로 피부를 손쉽게 케어할 수 있으며 
각자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피부, 매일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느껴보세요.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 
과학으로 완성된 제품 
나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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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안
먼저 화장 잔여물, 모공을 막는 
불순물, 박테리아 및 환경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죽은 
피부 각질을 제거하여 피부를 
컨디셔닝합니다.

2  토닝
세안 스텝이 끝난 피부를 균형 
있게 유지시켜 특별 트리트먼트
를 위한 피부로 만듭니다.

3  트리트먼트
건조, 둔감한 피부, 다크 
스팟, 미세 주름, 주름 및 
처진 피부를 위해 특화된 
트리트먼트 제품을 사용해 
피부 문제를 해결합니다.

4  보습
마지막으로 피부에 수분을 공
급하고, 특별한 스킨케어 요법
으로 수분을 가두어 줍니다.

†Apple® 및 App Store®는 App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Google Play®는 Google LLC의 등록상표입니다.

Artistry™ 4스텝 스킨케어 요법 
아침과 저녁, 아래 스텝을 따라하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스킨케어로  
쉽고 간편하게

ARTISTRY™ 가상 뷰티 앱
휴대폰 카메라만 있으면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으로, 최신 
얼굴 인식 기능과 증강 현실 기술을 통해 
스킨케어와 뷰티 경험을 디지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십시오.

 
 

원터치 피부 분석
주름, 잡티, 피부결, 다크 서클을 기준으로 몇 초 

안에 피부 점수를 분석합니다.

 

맞춤형 제안
피부 분석과 피부 특성 및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질문을 결합해 맞춤형 스킨케어를 빠르게 
제안합니다.

 

스킨케어 다이어리
하루에 셀카를 한 장씩 찍어 시간이 경과하면서 

피부 상태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기록합니다.

 

실시간 메이크오버
메이크업 캠을 사용해 완전한 메이크업 룩과 가상 

필터를 적용합니다.

 

인앱 구매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면 앱에서(In-App)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스캔하세요 
Artistry™ 가상 뷰티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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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레이션 
앰플리파이어

효과: 수분 부족, 
건조 피부

하이드로-
프로바이오틱 
테크놀로지 

피부 수분 장벽을 
회복시키고 

보호하여 하루 종일 
수분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주요 혜택  
수분 공급  

233% 증가*

안티-링클 
앰플리파이어

효과: 미세 주름과 
일반 주름

라인-디미니싱 
테크놀로지 

피부 지지망(skin’s 
support network)
을 강화시켜 피부의 
미세 주름과 깊은 

주름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주요 혜택  
사용자의 81%가 

미세 주름과 주름의 
눈에 띄는  
개선 효과*

퍼밍  
앰플리파이어

효과: 처진 피부

스킨-타이트닝 
테크놀로지 

피부의 견고성, 
유연성 및 

탄력성 향상을 
임상적으로 증명한 

테크놀로지가 
사용됩니다. 

주요 혜택  
사용자의 92%가  
피부 탄력 향상 

경험*

안티-스팟 
앰플리파이어

효과: 다크 스팟과 
고르지 못한 피부 톤

스팟-타게팅 비타민 
C 테크놀로지 

눈에 잘 보이는 
다크 스팟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피부 
톤을 밝고 균일하게 
만드는 테크놀로지. 

주요 혜택  
사용자의 100%가 
다크 스팟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경험*

내 피부에 맞는  
맞춤형 세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믹스로 탄생하는  
최상의 피부 

Artistry Signature Select™ 
퍼스널라이즈드 세럼  

자연과 과학이 만나 강력한 세럼이 
탄생했습니다. Artistry Signature 

Select™ 퍼스널라이즈드 세럼은 
개개인의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Nutrilite™ 
식물 성분과 식물 수분, 진보된 

스킨케어 테크놀로지를 결합시켜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맞춤형 세럼

 베이스로 시작합니다
항산화제로 피부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피부 문제에 따라 
베이스 세럼(base serum)에 최대 3개의 

우수한 앰플리파이어(amplifier)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세럼만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97.7%의 여성은 피부 

문제가 2가지 이상, 94.7%
는 피부 문제가 3가지 이상 

있다고 답했습니다.

브라이트닝 
앰플리파이어
효과: 둔하고  
칙칙한 피부

래디언스-리뉴얼 
테크놀로지 
피부 세포 

재생주기를 높이고 
피부 표면을 다시 

정리하여 둔한 
느낌을 없애줍니다.

주요 혜택 
피부 밝기가 

100%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피부  

톤 개선*

*자료출처: 임상 연구.

100% 식물 수분
(PHYTO-INFUSED 

WATER)
아세롤라 체리, 블랙커런트, 

녹차, 석류 및 시금치와 
같은 순수한 5가지 

Nutrilite™ 식물 성분을 
혼합하여 지금까지 

만들어진 Artistry™ 제품 중 
최고 농도를 자랑하며 가장 
다양한 Nutrilite™ 성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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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ry Signature Select™ 
하이드레이션 앰플리파이어

121556  2mL l 28.00달러

Artistry Signature Select™  
하이드레이션 앰플리파이어 및 베이스 세럼

282715  26mL l 61.00달러

Artistry Signature Select™  
안티-링클 앰플리파이어 및 베이스 세럼

282718  26mL l 66.00달러

Artistry Signature Select™  
퍼밍 앰플리파이어 및 베이스 세럼

282719  26mL l 72.00달러

Artistry Signature Select™  
안티-스팟 앰플리파이어 및 베이스 세럼

282717  26mL l 72.00달러

Artistry Signature Select™  
브라이트닝 앰플리파이어 및 베이스 세럼

282716  26mL l 66.00달러

최고의 피부 리프터와
브라이트너

최고의 피부 광택 
부스터

1
베이스 세럼에 앰플리파이어 1개 

추가로 시작

2
내가 겪고 있는 피부 문제에 따라 

앰플리파이어 2개 이상 선택

3
모두 함께 섞어 사용

*앰플리파이어와 베이스 세럼을 함께 사용할 경우.

Artistry Signature Select™ 
브라이트닝 앰플리파이어 

121557  2mL l 33.00달러

Artistry Signature Select™ 
안티-링클 앰플리파이어

121558  2mL l 33.00달러

Artistry Signature Select™ 퍼밍 
앰플리파이어

121559  2mL l 39.00달러

Artistry Signature Select™ 
안티-스팟 앰플리파이어 

121560  2mL l 39.00달러

나에게 맞는 솔루션   
‘맞춤형 믹스’

시청하세요 
Artistry Signature Select™ 

퍼스널라이즈드 세럼  
사용 안내 가이드

앰플리파이어 
효과 

최대 175%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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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탈로그에 있는 가격이 결제 시 반영됩니다.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생기충전. 활력보충. 피부재생. 
Artistry Hydra-V™ 시스템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Artistry 
Hydra-V™ 시스템은 모든 

피부 타입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새로운 차원의 보습 
기능을 제공합니다. 순수 식물 

성분에서 얻은 수분과 한 발 앞선 
테크놀로지가 선사하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 이제 여러분이 경험해 볼 

차례입니다.

과도한 유분기 제거

Artistry Hydra-V™ 지성 피부용 시스템과  
Artistry Hydra-V™ 리프레싱 젤

영양소가 풍부한 천연 유럽 해양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져 건조감 없이 과도한 유분기를 

흡수합니다. 가벼운 리프레싱 젤이 빠르게 
흡수되어 보습이 오래 유지됩니다. 

119881 l 70.20달러
 

피부의 균형 유지
Artistry Hydra-V™ 중복합성 피부용 

시스템과 Artistry Hydra-V™ 너리싱 젤 크림
하와이안 아사이 베리, 모이스처라이징 리포좀, 

영양소가 풍부한 유럽 해안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져 피부의 수분량을 유지해줍니다.  

무게감 있는 너리싱 젤 크림이 재빨리  
스며들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줍니다. 

119882 l 73.80달러
 

건성 피부와 작별하세요

Artistry Hydra-V™ 건성 피부용 시스템과  
Artistry Hydra-V™ 리플레니싱 모이스처 크림

진귀한 블루 로터스 플라워, 히비스커스, 배 
추출물로 만든 항산화 포뮬러가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여 건조하고 푸석푸석하며 
스트레스 쌓인 피부를 편안하게 달래줍니다. 

진하면서도 가벼운 리플레니싱 모이스처  
크림이 건조한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고  

빛나게 가꿔줍니다. 

120227 l 70.20달러 

+

* Artistry Hydra-V™ 너리싱 젤 크림과 함께 사용할 때. 

번들로 구입할 경우
10% 절약‡

지성 피부용

건성 피부용

강력한 보습 효과
노르웨이 피오르드 

천연수, 영양소가 풍부한 
유럽 해양 식물 추출물, 
하와이안 아사이 베리를 
혼합해 최대 24시간 동안 
피부에 지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며 오랜 시간 촉촉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

중복합성 피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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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진정 및 수분 밸런스 회복
Artistry Hydra-V™  

프레시 토너
마지막 남은 먼지와 화장까지도 깔끔하게 없애 

피부를 진정시키고 매끄러운 탄력을 선사합니다. 
홍조류(Red Algae) 추출물로 만들어져 피부 

자체의 수분을 유지하도록 보호합니다. 

117644  6.7fl.온스 l 21.00달러
 

깨끗한 피부로 당당하고 자신 있게
Artistry Hydra-V™  
프레시 포밍 클렌저

피부를 상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는 귀리 추출물과 특별한 

컨디셔닝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17642  4.2fl.온스 l 21.00달러
 

온종일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건조한 피부에서 탈출
Artistry Hydra-V™ 건성 피부용  

리플레니싱 모이스처 크림
보습 효과가 있는 진정 성분이 건조하고 지친 

피부를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117646  1.7fl.온스 l 36.00달러
 

번들거림 감소
Artistry Hydra-V™  

지성 피부용 리프레싱 젤
즉각적인 보습 작용으로 피부 표면의 과다한 
유분기를 흡수 및 조절하여 번들거림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117647  1.7fl.온스 l 36.00달러
 

 24시간 촉촉하게
Artistry Hydra-V™  

중복합성 피부용 너리싱 젤 크림
무게감 있는 순수 모이스처라이저가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가꿔줍니다. 

117648  2.5fl.온스 l 40.00달러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눈가
Artistry Hydra-V™  
리프레싱 아이 젤 크림

눈 주변의 붓기와 다크 서클을 줄여 보다 
또렷하고 건강하며 생기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117649  0.5fl.온스 l 33.00달러

전문가 팁:  

약지 손가락으로 아이 크림을 바

르면 자극이나 당김 없이 민감한 

눈가를 케어할 수 있습니다.

바르는 순간  
197% 증가하는  

피부 수분량 
더 건강하고 
탄력적이며  

매끄럽고  
생기 있는 

피부

프레시 토너  
사용으로 

수분량 
        211% 

즉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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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밝고 환하게  
다크 스팟은 흔적없이 미백. 보호. 예방. 

Artistry Ideal Radiance™ 
시스템은 진귀한 원료와 ‘AA2G* 
스킨-브라이트닝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젊어 보이고 환한 피부를 
되돌려 드립니다. 임상 실험에 따르면, 

피부톤을 고르게 만들어 주고 눈에 
띄는 다크 스팟과 변색을 없애, 

아름답게 빛나는 피부로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복합성-지성 피부
Artistry Ideal Radiance™  

복합성-지성 피부용 시스템과 일루미네이팅 
밀키 이멀전(모이스처라이저)

가벼운 이멀전이 피부의 느낌을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탄력 있게 유지해 줍니다.

119690 l 133.20달러
 

중성-건성 피부
Artistry Ideal Radiance™  

중성-건성 피부용 시스템과 일루미네이팅 
모이스처 크림

풍부한 영양 크림이 최고의 보습과 다크 
스팟 감소 효과를 선사합니다.

119691 l 127.80달러
 

+

+
하늘나리의 

눈에 띄는 효과 
Artistry Ideal Radiance™ 

제품은 ‘하늘나리 블렌드
(Star Lily Blend)’를 
함유하여 칙칙한 피부, 

다크 스팟 및 피부 변색을 
잡아주면서 최고의 미백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번들로 구입할 경우  
10% 할인‡

‡카탈로그에 있는 가격이 결제 시 반영됩니다.*아스코르빈산 2- 글루코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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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보습도 맞춤형으로
Artistry Ideal Radiance™  

일루미네이팅 밀키 이멀전 또는 모이스처 크림
특허받은 화이트 치아씨와 석류 추출물 혼합 성분으로 
만들어져 항산화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진주 단백질 

추출물과 함께 사용돼 눈에 띄는 다크 스팟을 
줄여줍니다. 

119621  밀키 이멀전  3.4fl.온스 l 73.00달러

119622  모이스처 크림  1.7fl.온스 l 67.00달러

 

온종일 피부를 보호하는 SPF
Artistry Ideal Radiance™  

UV 프로텍트 SPF 50+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선스크린으로 가장 강한 
햇빛에 노출될 때에도 최고 수준의 UVB/UVA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117809  1.0fl.온스 l 43.00달러
 

보호와 준비를 동시에
Artistry Ideal Radiance™  

일루미네이팅 소프트닝 로션(토너)
Artistry Ideal Radiance™ 스킨케어 요법의 
모든 장점을 흡수시켜 피부를 상쾌하고 맑고 

촉촉한 상태로 준비해 보세요.

119619  6.7fl.온스 l 40.00달러
 

불순물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Artistry Ideal Radiance™  

일루미네이팅 폼 클렌저
피부를 깨끗하게 닦아줄 뿐 아니라 피부의 

수분을 보호합니다. 귀리에서 추출한 각질 제거 
성분, 하늘나리 블렌드, AA2G* 스킨 브라이트닝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환하고 밝게 빛나는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119618  4.2fl.온스 l 35.00달러
 

기분도 바꿔주는 
밝고 환한 피부 

*아스코르빈산 2- 글루코시드

알고 계십니까?
자외선에 노출되면 점차 
다크 스팟과 주근깨, 피부 

변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SPF 
빠르게 흡수되는 

가볍고 투명한  
포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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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성-지성 피부
복합성-지성 피부를 위한 시스템과  

Artistry Youth Xtend™ 프로텍팅 로션

116159 l 99.00달러

중성-건성 피부
중성-건성 피부를 위한 파워 시스템과  
Artistry Youth Xtend™ 인리칭 크림

288165 l 193.50달러

* 파워 시스템에 세 번째 앰플리파이어를 추가하려면 Amway.com을 방문해 파워 시스템(Power System)을 검색하세요. 
‡카탈로그에 있는 가격이 결제 시 반영됩니다.

Artistry Youth Xtend™ 스킨케어 시스템
Artistry™ 어드밴스드 크리미 폼 클렌저와 Artistry™ 

어드밴스드 소프트닝 토너가 포함됩니다.

Artistry Youth Xtend™ 파워 시스템
Artistry Signature Select™ 퍼스널라이즈드 세럼 

베이스, 안티-링클 앰플리파이어, 퍼밍 앰플리파이어*와 
Artistry Youth Xtend™ 아이 크림으로 구성됩니다. 

건강하고 젊은  
피부 더욱 오래  
간직하세요 

회복. 치유. 보호. 
Artistry Youth Xtend™ 시스템  

혁신적인 스킨케어 컬렉션이 
피부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변화시킵니다. 특허 테크놀로지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물, 

특허 받은 Micro-X6 펩타이드를 
독점적으로 결합, 사용해 동안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나만의 피부 특징에 맞는  
맞춤형 효과

트리트먼트 시스템으로  
관리 요법 강화

중성-건성 피부
중성-건성 피부를 위한 시스템과  

Artistry Youth Xtend™ 프로텍팅 크림

116160 l 99.00달러

복합성-지성 피부 
복합성-지성 피부를 위한 파워 시스템과  
Artistry Youth Xtend™ 인리칭 로션

288164 l 193.50달러

+ +
로션 또는 크림 선택로션 또는 크림 선택

번들로 구입할 경우 10% 할인‡

풍부한 항산화제 성분
라이프서트(LifeSirt) 지중해 
식물 추출물, 아프리카 바오밥 

추출물 그리고 특허 받은 
Micro-X6 펩타이드를 포함한 
특화 성분을 결합하여 눈에 

띄게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고 
매끄럽게 치유해 줍니다.

Amway.com에서 ‘유스 익스텐드(Youth Xtend)’를 검색하면 모든 스킨케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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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임상 연구.

피부 나이,  
이제부터 거꾸로

때이른 노화 현상에 대처합니다

  Artistry Youth Xtend™ 인리칭 아이 크림
섬세한 눈 주변을 위해 특별 제조된 이 제품은 

속부터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눈가의 미세 주름과 
주름을 모두 감소시켜 줍니다. 

113810  0.5fl.온스 l 50.00달러
 

자외선으로부터 낮시간 보호 효과
Artistry™ Youth Xtend™  

프로텍팅 로션과 프로텍팅 크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공급합니다. 항산화제와 식물 성분으로 만들어져 
피부를 환경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합니다. 

113803  로션(지복합성 피부용)
113807  크림(중성-건성 피부용)

1.7 fl.온스 l 60.00달러
 

자는 동안 피부 회복과 수분 공급
Artistry Youth Xtend™  
인리칭 로션과 인리칭 크림

밤 시간 동안 피부의 수분량을 높이고 부드러우며 
매끄러운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독점 Micro-X6 

펩타이드는 손상된 부분을 회복해주고 미세 
주름과 주름을 줄여줍니다. 

113804  로션(지복합성 피부용)
113808  크림(중성-건성 피부용)

1.7fl.온스 l 60.00달러

피부 수분을 그대로 유지
Artistry™ 어드밴스드 소프트닝 토너

가벼운 우윳빛 포뮬러가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켜 줍니다. 맥문동(Japanese 

lilyturf)을 사용하여 피부 고유의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줍니다. 

116066  6.7fl.온스 l 27.00달러
 

정돈된 피부 관리의 시작
Artistry™ 어드밴스드 크리미 폼 클렌저

메이크업과 불순물을 닦아내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귀리 추출물로 만들어져 피부를 

매끄럽게 가꿔줍니다.

116065  4.2fl.온스 l 23.00달러
 

알고 계십니까?
Artistry Youth Xtend™ 
컬렉션은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의 피부 손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80%의 여성들이 3주 만에 
피부에 더욱 윤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미있는 상식: 

93%의 여성들이 불과 2주만에 

눈가의 눈에 띄는 미세 주름이 

감소한 것을 임상 테스트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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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눈 밑 다크 서클 감소
Artistry Supreme LX™  
리제너레이팅 아이 크림

전체 눈 주위에 종합적으로 안티 에이징 효과를 
주고, 젊고 광채 나는 눈을 만들어 주는 리치 
에몰리언트 크림으로 눈에 띄는 눈 밑 다크 

서클을 감소시켜 줍니다.

6~8주 분량 

118185  0.5fl.온스 l 163.00달러

눈에 보이는 피부 리프팅 효과
Artistry Supreme LX™  

리제너레이팅 크림
피부 시계를 15년 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뛰어난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이 최고급 
안티 에이징 크림은 피부 모습을 ‘젊게’ 

탈바꿈시키고 재생시켜 줍니다. 

6~8주 분량 

118184  1.7fl.온스 l 304.00달러

피부 시계를  
15년 전으로

‘럭셔리’ 크림
치자나무 꽃 줄기 세포와 

특허받은 카디올리핀, 
24K 금과 셀이펙트 24 

컴플렉스로 강화된 강력한 
성분이 피부에 젊은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즉시
미세 주름이 
줄어들고,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며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3일 
눈에 띄는 주름이 
사라지고, 눈 부위가 
더 젊어지고 탄력 
있고 밝아집니다.

2주
눈에 보이는 눈밑 
지방, 붓기 및 처짐 
현상이 현저하게 
완화됩니다.

4주 
오돌토돌한 피부, 다크 
스팟, 깊은 주름이 
줄어들고, 처진 눈 
부위가 탄력으로 
올라갑니다.

향상되는 
단단함 
그리고 
피부 탄력

완화되는  
미세 주름

그리고
주름

경험을 통해 얻은 효과

회복. 충전. 재생.   
Artistry Supreme LX™  

피부를 다시 살아나게 해 최대 
15년은 젊어 보이게 해줍니다! 
치자나무 꽃의 재생력을 담은 
진귀한 포뮬러는 피부의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고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을 완화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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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흡수 8시간 지속 효과
Artistry™ 인텐시브 스킨케어  

어드밴스드 스킨 리피니셔
눈에 띄는 모공을 즉시 줄여 줍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렌틸콩 씨앗으로 만들어져, 
임상 시험 중 4주 만에 피부의 모공이 62% 

줄어들었습니다. 순한 성분으로 매일 아침과 
저녁 클렌징과 토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5408  1.7fl.온스 l 77.00달러
 

한 번만 사용해도 부드러워지는 피부
Artistry™ 인텐시브 스킨케어 리뉴잉 필

독점 성분인 뮤코 미에헤이 버섯 효소를 사용해 
피부 세포가 자극 없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도와줍니다. 참가자의 100%가 6주 만에 피부의 

매끄러움과 피부결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107998  0.67fl.온스 l 74.00달러
 

임상적으로 입증된 강력한 
 탄력 강화 제품

Artistry™ 인텐시브 스킨케어  
어드밴스드 비타민 C + HA 트리트먼트

항산화 보호, 피부탄력 재생 신기술이 
스킨케어 트리트먼트의 정의를 새롭게 
합니다. 비타민 C와 히알루론산이 최고 

농도로 함유되어 있는 이 Artistry™ 제품은 
4주 사용 후 얼굴 전반에 걸친 미세 주름 

및 주름을 극적으로 매끈하게 완화해주며, 
피부를 재생해 줍니다.

120524  12mL l 52.00달러
 

30일간  
최대 효과를 
얻으세요:

비타민 C 분말이 
Nutrilite™ 아세롤라 체리 
추출물을 함유한 액상형 
히알루론산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흔들어 

사용하세요!

*결과는 성형/미용 수술 결과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상식:  

단 8분만에 더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젊어 보이는  

피부로 바뀝니다!

집에서 받는  
전문 트리트먼트  
즉각 눈에 띄는
주름 감소 효과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프로레티놀
트리트먼트*

4주 안에 완성하는 ‘탱탱한’ 피부
Artistry™ 인텐시브 스킨케어  

안티-링클 퍼밍 세럼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주름을 개선하며, 피부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이 강력한 세럼은 필요한 
부위에 레티놀을 공급하여 안티 에이징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109709  1.0fl.온스 l 82.00달러
 

매일
클렌징과 토닝 후 Artistry™ 인텐시브 

스킨케어 비타민 C + HA 트리트먼트와 
어드밴스드 스킨 리피니셔를 사용하세요. 

야간
Artistry™ 인텐시브 스킨케어 안티-
링클 퍼밍 세럼으로 피부의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매주
Artistry™ 인텐시브 스킨케어 리뉴잉 필을 

사용하여 각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더욱 빛나는 피부로 가꿉니다.

분기
Artistry™ 인텐시브 스킨케어 14일밤 

복원 프로그램으로 손상된 피부가 최고의 
상태를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결과는 성형/미용 수술 결과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품을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집에서 받는  
화학적 박피*

집에서 받는  
레이저

트리트먼트*

집에서도 가능한
주입식 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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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변화. 반복. 
Artistry™ 인텐시브 스킨케어  

14일밤 복원 프로그램  
가장 빠르고 종합적인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변화시키세요. 하룻밤만 사용해도 

아침에 효과를 느낄 수 있고,  
2주 후에 드라마틱하게 젊어지고 

건강해진 피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손상된 피부를 

150%까지 치유합니다*.

*결과는 성형/미용 수술 결과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입증된 솔루션,  
놀라운 결과

3개월

회복. 
자는 동안 피부 세포가 가진 
본연의 힘을 깨웁니다**.

반복. 
최적의 결과를 얻고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3개월마다 프로그램을 반복해 
몰라보게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1일밤: 
강력한 수분 보호막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7일밤: 
더욱 매끄러워집니다.

4일밤: 
피부톤이 
균일해집니다.

10일밤:
피부가 더욱 
탄탄해집니다.

14일밤:
전문적인 
트리트먼트를 
집에서 받는 
것처럼, 눈에 
띄는 주름이 즉시 
감소합니다.†

변화
한 번만 사용해도 즉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14
일간 밤마다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2
1

4
3

6

5

8 7

10

9

12
11

14
13

젊고 건강한 피부를 깨우다
Artistry™ 인텐시브 스킨케어  

14일밤 복원 프로그램
가장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트리트먼트 
프로그램으로 눈에 띄게 손상된 피부를 

14일 동안 속부터 새롭게 바꾸세요. 
처음 사용한 24시간부터 즉각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123776  0.05fl.온스(미니 펌프 14개) 

179.00달러 

**표피 속 깊은 곳의 손상 부위와 세포가 가진 힘.  
†피부 건조로 인한 현상.

전문가 팁:  

분기별로 혹은 피부를 최상의 

상태로 가꾸고 싶은 특별한 이

벤트 전에 사용하세요.

14일 밤, 피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강력한 파이토-3 시카
Artistry™ 딥 나이트 액션 

울트라 테크놀로지는 
시카와 로즈마리, 

에키네이셔 성분의 
파이토-3 시카 블렌드를 
피부 깊숙이 침투시켜 

자는 동안 피부를 
회복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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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방식대로  
‘멀티 마스크’  

Artistry Signature  
Select™ 마스크   

Nutrilite™ 파이토뉴트리언트를 
함유해 진정 효과를 선사하며 
가장 고민되는 피부 문제를 

집중 해결하는 페이스 마스크 
컬렉션입니다.

많이 사용해도 좋습니다
얼굴의 여러 부위에 여러 

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사용해보세요. 25가지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마스크는 7분이면 
충분합니다!

혁신적인 블랙 커런트 추출물
Artistry Signature Select™  

폴리싱 마스크
천연 슈거 스크럽으로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가꾸세요.

122339  3.5온스 l 29.00달러
 

화이트 치아씨 추출물의 놀라운 효과
Artistry Signature Select™  

브라이트닝 마스크
실크처럼 부드러운 마스크로 피부 본연의 

건강한 광채를 깨울 수 있습니다.

122340  3.5온스 l 36.00달러
 

석류가 피부에 힘을 전달합니다
Artistry Signature Select™  

퍼밍 마스크
시원한 리프레싱 젤 마스크로 피부에 활력을 

더하고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킵니다.

122341  4.2온스 l 38.00달러
 

여러 개의 마스크로  
더 많은 효과를

프렌치 클레이의 세정 효과
Artistry Signature Select™  

퓨리파잉 마스크
피부를 딥 클렌징하고 모공 크기를 줄여 줍니다.

122342  3.5온스 l 29.00달러
 

녹차 추출물의 보습 효과
Artistry Signature Select™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고습스러운 휘핑 마스크로 피부에  

오래가는 수분을 채워주세요.

122343  3.5온스 l 33.00달러
 

다운로드
손쉬운 멀티 마스크를 위한 팁과 제안
이 담긴 Artistry Signature Select™ 
마스크 레시피 카드입니다. 리소스에 
있는 각각의 마스크 제품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MultiMaskMultiTask

로 팁을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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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를 매끄럽고 건강하게
Artistry Signature Select™  

폴리싱 바디 스크럽
피부 각질을 제거해 상쾌하고 

매끄럽게 빛나는 피부로 가꿔보세요. 
Nutrilite™ 블랙 커런트로 

만들어졌습니다.

123860  197g l 30.00달러
 

강력한 세정 효과
Artistry Signature Select™  

퓨리파잉 바디 클렌저
피부를 건강하게 가꾸고  

건조하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Nutrilite™ 시트러스 추출물로  

만들었습니다.

123859  200g l 26.00달러
 

환하고 밝게 빛나는 피부
Artistry Signature Select™  

브라이트닝 바디 크림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재생하여 

환하게 밝혀줍니다. Nutrilite™ 
치아씨로 만들었습니다.

123862  200g l 31.00달러
 

48시간 보습 효과
Artistry Signature Select™  

하이드레이팅 바디 젤
바르기 편한 젤이 피부의 수분 

보호막을 강화해 줍니다. Nutrilite™ 
녹차 추출물로 만들었습니다.

123858  200g l 23.00달러
 

항상 탄력있는 느낌
Artistry Signature Select™  

퍼밍 바디 로션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눈에 

보이는 셀룰라이트를 줄여줍니다. 
Nutrilite™ 석류 추출물로 

만들었습니다.

123861  200g l 38.00달러
 

맞춤형 바디 케어 
Artistry Signature  

Select™ 바디  
바디 케어 제품의 상쾌한 향기, 

컬러, 텍스처로 몸의 피부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세요. 

각 제품에는 Nutrilite™ 
파이토뉴트리언트가 함유되어 
있어 #일상적인아름다움유지  

를 도와줍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피부를 아름답게

알고 계십니까?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때이른 노화의 징후가 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적’입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가렵고 당기며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덥거나 
추울 때, 바람이 불거나 공기가 
건조할 때,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rtistry Signature 

Select™ 하이드레이팅 바디 
젤로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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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을 도와주는 ‘거품 수분 공급’
XS™ 스파클링 + 전해질 스파클링 워터
설탕, 탄수화물, 칼로리 없이 향만으로 

전해질과 수분을 보충하는 상쾌한 방법.

300548
300549
300550

12fl.온스 12캔 l 18.00달러** 

온라인으로 더 
많은 제품을 
검색해 보세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Amway.com에서 놀라운  
제품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전해질 
마그네슘과 

칼륨 함유 

–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 예치금법이 있는 주에서 이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치금이 가격에 추가됩니다. 예치금에 대한 정보는 Amway.com에서 확인하십시오.

@XSNation을 팔로우하면 신제품 출시 
전에 종류와 맛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스캔하세요!
좋아하는 제품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출시 예정!

숙면을 
돕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n* by Nutrilite™  

콤부치-야! 콤부차 스타일 드링크 믹스

좋은 기분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균 500M CFU.†

124558  스틱 팩 14개 l 20.00달러 

한 숨 편하게 주무세요
n* by Nutrilite™  

스윗 드림즈 – 슬립 젤리 식이 보조제
멜라토닌과 패션 플라워 성분이  

숙면을 돕습니다.†

124506  30회 서빙 분량 l 16.50달러 

패션 프룻-코코넛 7개 
파인애플-진저 7개

피부 진정을 원한다면
건조하고 피곤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진정시킵니다. 

XS™ CBD 프로 크림

300323  2온스 l 65.00달러 

XS™ CBD 크림

296753  2온스 l 55.00달러

빨리 진정됩니다
XS™ CBD 쿨 스프레이

빠르게 효과를 나타내는 스프레이!  
최대 2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296498  2fl.온스 l 55.00달러

250MG 
CBD

400MG 
CBD

300MG 
C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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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피부를 위한 
완벽한 포뮬러

기억되는 남성, 존재감 있는 나
Artistry men unknown™  

오 드 퍼퓸 스프레이
베르가못, 세이지, 패출리를 혼합해 풍부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남성적인 향입니다. 

120549  1.7온스 l 67.00달러
 

그루밍을 위한 ‘준비 완료’
Artistry™ Men 시스템

영양을 공급하는 컨디셔닝 포뮬러 라인업의 
세정, 재생 및 보습 효과로 피부를 더 건강하고 

젊게 가꿔주세요. 시스템에는 다음 제품이 
포함됩니다: Artistry™ Men 젠틀 페이스 워시, 
Artistry™ Men 포스트 쉐이브 토너, Artistry™ 

Men 세럼 컨센트레이트, Artistry™ Men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저

118205 l 137.00달러

보이는 것만큼 상쾌한 느낌
Artistry™ Men 세럼 컨센트레이트

안티 에이징 농축액으로 피부 전체의 탄력을 
높여보세요. 자연스럽게 각질을 제거하는 귀리 

추출물로 만들어져 피부를 매끄럽게 가꿔줍니다.

119024  1.05fl.온스 l 57.00달러 

수분 손실 최소화
Artistry™ Men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저
빠르게 흡수되는 가벼운 포뮬러로 피지를 

조절하고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해, 건강하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줍니다.

111228  5.0fl.온스 l 39.00달러
 

번들거림을 없앤 톤업 효과
Artistry™ Men 포스트 쉐이브 토너

면도 후에 사용하는 가벼운 토너로 수분 공급과 
유분 제거를 통해 매끄럽고 균형 있는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알로에, 호스 체스넛, 토코페롤 

등의 성분이 피부 자극과 붉어지는  
현상을 줄여줍니다. 

111227  5.0fl.온스 l 32.00달러
 

세안과 각질제거를 한 번에
Artistry™ Men 젠틀 페이스 워시

보습 효과가 있는 호호바와 만난 입자가 
일상적인 오염 물질과 과도한 유분기를 
제거해, 당김이나 건조함 없이 피부를 

깨끗하고 상쾌하게 가꿔줍니다. 

111225  3.8fl.온스 l 24.00달러
 

재미있는 상식:  

92%의 남성들이 피지 분비 

감소효과를 체험했습니다.* 전문가 팁:  

G&H Soothe+ 포 맨 포밍  

쉐이브 젤과 함께 사용하세요. 

76페이지 참조.

‡카탈로그에 있는 가격이 결제 시 반영됩니다. *4주 사용 후 얻은 결과

시스템으로 구입할 경우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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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안

2 토닝

3 트리트먼트

4 보습

주요 혜택

Artistry™ 가상 뷰티 앱. 이상적인 스킨케어 요법을 알아보려면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 차트에 나오는 사용 순서를 따라 해보세요.

Artistry™ 스킨케어 

최고의 안티 에이징 
스킨케어 경험을 선사하는 
수프림 포뮬러입니다. 

남성들도 젊은 피부를 
위한 피지 조절 및 보습 
관리가 쉬워졌습니다.

지성 피부를 포함해 모든 
피부 유형에 균형 있는 
보습 효과를 제공합니다.

가정에서 전문적인 
트리트먼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고 
다크 스팟과 색소 침착을 
줄입니다.

피부에 활력을 더하고 
과거의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며 미래에 
발생할 피부 손상을 
미리 보호합니다.

피부 고민을 해결해 줄 7분 
 마스크 및 멀티 마스크 
트리트먼트입니다. 

Artistry Hydra-V™ 
프레시 포밍 클렌저

Artistry Hydra-V™ 
프레시 토너

Artistry Signature Select™  
퍼스널라이즈드 베이스 세럼 
및 하이드레이션 앰플리파이어

Artistry Hydra-V™ 
리프레싱 아이 젤 크림
리프레싱 젤
너리싱 젤 크림
리플레니싱 모이스처 크림

Artistry Ideal 
Radiance™

일루미네이팅 폼 클렌저 

Artistry Ideal Radiance™

 일루미네이팅 소프트닝 로션
(토너)

Artistry Signature Select™ 
퍼스널라이즈드 베이스 세럼
및  브라이트닝 앰플리파이어

및 안티-스팟 앰플리파이어

Artistry Ideal Radiance™

일루미네이팅 밀키 이멀전
일루미네이팅 크림 
UV 프로텍트 SPF 50+ 
일루미네이팅 CC 크림

Artistry™ 어드밴스드 
크리미 폼 클렌저

Artistry™ 어드밴스드 
소프트닝 토너

Artistry Signature Select™ 
퍼스널라이즈드 베이스 세럼
및 안티-링클 앰플리파이어

및 퍼밍 앰플리파이어

Artistry Youth Xtend™

프로텍팅 로션
프로텍팅 크림
인리칭 로션 
인리칭 크림
인리칭 아이 크림

Artistry Supreme LX™

리제너레이팅 아이 크림
리제너레이팅 크림

Artistry™ 인텐시브 스킨케어
리뉴잉 필
어드밴스드 비타민 C + HA
14일밤 복원 프로그램
어드밴스드 스킨 리피니셔
안티 링클 퍼밍 세럼

Artistry Signature Select™

퓨리파잉 마스크
폴리싱 마스크
브라이트닝 마스크
퍼밍 마스크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Artistry™ Men 
젠틀 페이스 워시

Artistry™ Men 
포스트 쉐이브 토너

Artistry™ Men 
세럼 컨센트레이트

Artistry™ Men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저

내 피부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찾아보세요. 모든 유형의 피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Artistry™ 스킨케어 시스템이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Amway.com에서 ‘세럼
(Serums)’을 검색하면 더 
많은 스킨케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성 화장품하이드레이션 브라이트닝 안티 에이징 럭셔리 전문 트리트먼트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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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에 맞춰 
표현하는  
강렬한 개성
나만의 스타일을 표현하세요. 
완벽한 피니시, 멋진 쉐이드, 풍성한 
속눈썹과 선명한 립을 원하시나요? 
오직 당신만을 위한 모든 종류의 필수 
제품을 만나보세요.

내 모습을 공유하세요

@Artistr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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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 방지 효과
Artistry Youth Xtend™  
리프팅 스무딩 파운데이션

SPF 20 UVB/UVA 보호 기능을 가진 
풍부한 보습 포뮬러. 빛을 반사시키는 
고 해상도의 광 기능이 피부 광택을 
살리고 미세 주름과 주름을 완화해 

줍니다. 리프팅 기능의 Artistry 
Youth Xtend™ 테크놀로지가 밤새 

피부 탄력을 개선시킵니다.

1.0fl.온스 l 41.00달러
 

오래 지속되는 커버력
Artistry Exact Fit™  
롱웨어링 파운데이션

컬러 록(Color Lock) 테크놀로지로 
완성된 가벼우면서도 강한 고정력의 
포뮬러가 최고 24시간 동안 색소를 
유지해 줍니다. 타히티 진주와 광 

프리즘이 빛을 부드럽게 반사시키고, 
불완전한 모습을 최소화합니다.

1.0fl.온스 l 37.00달러
 

바르는 즉시완벽하게 표현
Artistry Exact Fit™  

파우더 파운데이션
손쉽게 발리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파운데이션이 피부를 완벽하게 
표현해 줍니다. 타히티 진주와 광 

프리즘, 진귀한 아마존 미네랄 성분이 
자연스러운 무광택 피니시를 조절해 
보송보송함을 오래 지속해 줍니다.

0.4온스 l 24.00달러
 

사진 촬영에도 완벽한 피부 세팅
Artistry Hydra-V™  

시어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 SPF 15
간편하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결점을 커버하며 피부톤을 
균일하게 표현해 줍니다. 노르웨이 

피오르드 천연수와 하와이안 아사이 
베리로 만들어져 피부에 신선하고 
촉촉한 광채를 선사하며 은은하게 
빛나는 느낌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1.0fl.온스 l 37.00달러
 

커버리지: 시어에서 미디엄까지 
마무리: 내추럴에서 매트까지
혜택:  쉽게 바를 수 있고 하루 종일 지속

커버리지: 시어 
마무리: 듀이
혜택:  보습 및 광택

커버리지: 미디엄 
마무리: 매트
혜택: 24시간 지속

커버리지: 미디엄에서 풀 커버까지 
마무리: 레디언트
혜택: 안티-에이징

모든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데이션

Artistry Exact Fit™ 콤팩트는 
별매입니다(55페이지 참조).

64페이지의 차트를 확인해 

나에게 맞는 파운데이션을 

찾아보세요.
전문가 팁:  

Artistry™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사용해 

바르거나 메이크업 퍼펙팅 스폰지를 

사용하면 더 쉽게 블렌딩해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60페이지 참조).

파운데이션 가이드는 64페이지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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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리시한 ‘터치 업’
Artistry Exact Fit™ 콤팩트

파우더 파운데이션과 프레스드 파우더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리필형 콤팩트로  

거울이 달려 있습니다.

116745 l 13.00달러

Artistry Exact Fit™ 파우더 어플리케이터

116104 l 2.00달러 

8시간 지속 효과
Artistry Exact Fit™  

퍼펙팅 컨실러
가볍고 크리미한 포뮬러가 실제 피부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여 피부 결점과 미세 주름 및 

주름을 감춰 줍니다. 다크 서클을 밝게 만들어 
결점 없는 피부로 마무리해 줍니다. 

0.25온스 l 23.00달러

고급 포뮬러 아름다운 마무리
Artistry Exact Fit™ 퍼펙팅 루스 파우더

고급 파우더에 담긴 타히티 진주와 광 프리즘이 
빛나는 피부를 연출합니다. 미세 주름이나 주름에 
끼이지 않고 눈에 띄는 피부 결점을 최소화하며 

오랜 시간 지속됩니다.

0.9온스 l 36.00달러
 

완벽한 원래 모습 그대로
Artistry Exact Fit™ 프레스드 파우더

비단처럼 매끄러운 포뮬러가 하나의 완벽한 
색조를 만들어 실제 피부처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마무리해 줍니다.

116744  0.4온스 l 19.25달러
 

피부 보정 및 보호 효과
   Artistry Ideal Radiance™  

일루미네이팅 CC 크림
맞춤형 진주 단백질 추출물로 만들어져 피부를 

자연스럽고 밝은 느낌으로 커버해 줍니다.  
다차원 피니싱 컴플렉스가 피부를 가꿔주고  

SPF 50 기능으로 피부를 유해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합니다.

1.0fl.온스 l 33.00달러
 

모든 피부에 맞는 쉐이드
Artistry Exact Fit™  

뷰티 밤 퍼펙팅 프라이머
피부를 바꿔주는 일라스토-네트워크(Elasto-
Network)를 통해 즉각 피부결을 개선합니다. 
파운데이션 전 단계에 사용하면 메이크업과 

블렌딩이 더 쉬워지고, 단독으로 사용  
시 SPF 35 기능으로 투명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118209  1.0fl.온스 l 33.00달러
 

전문가 팁:  

섀도를 바르기 전 눈꺼풀에  

사용하면 컬러가 더욱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전문가 팁:  

Artistry Exact Fit™ 파우더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하면 더 

쉽게 바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무결점  
피부를 원한다면

MEDIUM DARK  
120560

LIGHT  
118208

LIGHT MEDIUM  
118207

MEDIUM  
119336

DARK  
120561

MEDIUM  
120362

BRIGHTENER  
120365

LIGHT  
120360

LIGHT MEDIUM  
120361

MEDIUM DEEP  
120363

DEEP  
120364

LIGHT  
116694

MEDIUM  
116695

DARK  
11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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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24시간 지속되고  

물에 강한 포뮬러
Artistry Signature Color™  

롱웨어링 리퀴드 라이너
손쉽게 그려지는 정교한 라이너로 

눈매를 완성해 보세요. 방수 
기능으로 열기와 습기에 강하며, 
바르는 즉시 활동할 수 있습니다.

120471  블랙 

0.118fl.온스 l 22.00달러
 

한올한올 길고 선명한 속눈썹
Artistry Signature Eyes™  

렝스 앤 데피니션 마스카라
획기적인 플렉스에프엑스

(FlexFX) 포뮬러가 속눈썹을 
70%나 길어 보이게 하고 습기와 

고온에 강한 마스카라입니다. 
옵티렝스(OptiLength) 

브러시가 뿌리에서 끝까지 
속눈썹을 하나하나  

코팅해 줍니다. 

112237  블랙 

0.28fl.온스 l 22.00달러
 

완벽한 라인으로 또렷하게
Artistry Signature Color™  

롱웨어링 아이 펜슬
쉽게 바를 수 있고 번지지 않는 

컬러 라이너로 눈을 원하는 
모양으로 또렷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눈과 콘택트 
렌즈 사용자에게 안전합니다.

0.04온스 l 18.25달러
 

매력이 더욱 돋보이는 눈
Artistry Studio™  

래시 부스팅 3-in-1 마스카라
볼륨, 리프팅, 뭉침 방지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조절형 브러시를 
길게 늘리면 볼륨 효과, 짧게 
줄이면 리프팅 효과, 모호크 

사이드를 사용하면 뭉침 방지 
효과를 볼 수 있어 속눈썹을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20872  고담 블랙   

0.23fl.온스 l 22.00달러
 

선명하고 아름다운 눈썹
Artistry™ 오토매틱 
아이브라우 펜슬 리필

끝 부분은 단단한 펜슬이지만 
매끄럽게 발리고 오래 

유지되어 완벽한 눈화장이 
가능합니다.  

0.005온스 l 12.50달러

 Artistry™ 오토매틱 
아이브라우 펜슬 홀더

112145 l 10.00달러

풍성해 보이는 속눈썹 효과
Artistry Studio™  

마스카라 베이스 프라이머
컨디셔닝 프라이머가 
마스카라를 바를 때,  

더 길고, 풍성해 보이는 
속눈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줍니다. 

123038 

0.28fl.온스 l 15.00달러
 

*Artistry Studio™ 래시 부스팅 3-in-1 마스카라와 함께 사용 시

전문가 팁: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볼륨이 

80% 더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 팁: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3개월마다 마스카라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흔든 후에
사용하세요

BLACK   
118921

BROWN   
118922

GRAPHITE SHIMMER   
118923

PLUMBERRY   
118924

TAUPE   
110989 n

BROWN   
110990 n

SOFT BLACK
110991 n

NEUTRAL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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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렌딩이 가능한 아름다운 컬러가 얼굴에 그대로
Artistry Signature Color™ 블러시

실크처럼 부드럽고 오래 지속되는 이 포뮬러는  
세련된 멋진 최신 유행 색조로 순수한 홍조  

또는 드라마틱한 매력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Artistry Signature Color™  

콤팩트는 별매입니다.

0.1온스 l 16.75달러

매혹적인 나만의 눈을 연출하다
Artistry™ Signature Color™  

아이 섀도 쿼드
완벽한 조합의 아이 섀도로 어울리는 색조를 
따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팔레트별로 

시머, 새틴, 메탈릭 피니시의 베이스, 액센트, 
중간톤, 쌍꺼풀 부위(crease) 색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rtistry Signature Color™  

콤팩트는 별매입니다.

베이스 색조 0.15온스,  
기타 색조 0.03온스 

각각 l 33.00달러
 

SHIMMER s     MATTE m

스타일리시한 콤팩트
Artistry Signature Color™ 콤팩트

거울 달린 고급스러운 리필형 콤팩트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터치업이 가능합니다.  

Artistry Signature Color™ 블러시 또는  
아이 섀도 쿼드를 끼울 수 있습니다. 

118404 l 13.00달러
 

다용도 메이크업 제품
내추럴 글로우 아이 섀도 
쿼드에 있는 매트 브라운 

컬러는 눈썹을 채우고 
눈썹의 틈을 메우거나, 젖은 
브러시를 사용해 자연스러운 

아이라이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러시 또는 아이 섀도 
에 꼭맞는 제품

매혹적인 컬러로 
자신감 ‘업’ 

PEACHY PINK  
118399 s

SMOKY  
118393

PLUMBERRY  
118397

PINK CHOCOLATE  
118396

SPICE BRONZE
118395

NATURAL GLOW  
118394

DUSTY
MAUVE  

118403 m

SWEET 
PINK  

118402 s

SOFT 
ROSE  

118401 s

FRESH 
CORAL  

118400 s

GOLDEN 
LIGHT  

11839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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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변신을 위한 도구
Artistry™ 6종류 브러시 세트

완벽한 화장에 필요한 모든 
브러시입니다. 브러시 케이스와 

파운데이션, 파우더, 하이라이팅/
윤곽화장, 컨실러, 아이 섀도 그리고 

아이/브로우 라이너 브러시로 
구성된 세트입니다.

110858 l 67.00달러
 

Artistry™ 메이크업  
퍼펙팅 스폰지

뾰족한 끝부분으로 눈 아래, 코 주변의 
굴곡선을 따라 빈틈없이, 구석구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그란 바닥 

부분은 제품을 섞어서 펴 바르거나 
두들겨 바를 때 안성맞춤입니다.

763778 l 15.00달러
 

밝고 아름다운 여인의 향기
Artistry Flora Chic™ 오 드 퍼퓸 스프레이
만다린과 스위트 오렌지의 신선한 향이 가미된 
모던한 느낌의 플로럴 향수로 오래 지속되는  

향이 특징입니다.

119630  1.7온스 l 75.00달러
 

아름다운 모습, 변함 없이 그대로
Artistry Studio™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피부에 수분을 더하고 방금 마친 화장을 
그대로 고정하여 온종일 변함없이  

완벽하게 유지해 줍니다. 

122587  1.5fl.온스 l 19.25달러
 

상쾌하고 깨끗한 클렌징
Artistry™ 아이 앤 립 메이크업 리무버
롱 래스팅 또는 워터프루프 메이크업과 

마스카라를 제거하고 컨디셔닝 효과로 눈가의 
피부와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 줍니다. 안과, 

피부과 검사 및 알러지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117652  4.0fl.온스 l 20.00달러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

 듀오 액션 
포뮬러
흔들어서  

사용하세요

브러시 세척
피부과 전문의에 따르면 
자주 사용하는 메이크업 
브러시를 7~10일 마다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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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에 더해지는 빛  
거울에 반사되는 무드

Artistry Signature Color™  
라이트업 립 글로스

보습 효과가 뛰어난 호호바와 아보카도 오일이 
첨가되어 오랜 시간 입술을 달콤한 모습으로 
연출하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포뮬러입니다.

  0.21온스 l 18.00달러
 

풍부하고 다양한 색상으로 입술을 
촉촉하고 아름답게

Artistry Signature Color™ 
립스틱

밝고 선명한 컬러로 입술을 부드럽게 
하고, 보습과 활기를 더해줍니다. 

수분을 36% 더 잡아주는 천연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색 바램 
없이 오래도록 유지되는 15가지의 

놀라운 컬러를 만나보세요. 

   0.13온스 l 25.00달러
 

순수한 컬러와 광택의 완벽한 밸런스
Artistry Signature Color™  

시어 립스틱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컬러와 컨디셔닝 

효과의 비타민 E가 선사하는 광채로 더욱 
부드럽고 촉촉한 입술을 만나보세요. 색 
바램 없이 오래도록 유지되는 여섯 가지 

컬러로 출시됩니다. 

   0.13온스 l 25.00달러
 

단독으로 혹은 립스틱과 함께 사용
Artistry™ 오토매틱 립라이너 펜슬 리필
색 바램 없이 오래도록 유지되는 아름다운 

롱 래스팅 컬러로 전문가처럼 입술을 
부드럽고 또렷하게 표현해 보세요. 

0.007온스 l 9.25달러

입술이 달라집니다
Artistry™ 오토매틱 립라이너 

펜슬 리필은 펜슬 홀더에 
간편하게 끼우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립 브러시는 혼합하는 데 
안성맞춤입니다.

Artistry™ 오토매틱 립라이너  
펜슬 홀더

112146 l 10.00달러
 

홀더

오토매틱  
립라이너 펜슬

리필
+

=

전문가 팁:  

립스틱은 일년에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생기 넘치는  
립 컬러

스마트 팁
깎을 필요  
없습니다

BEIGE-TO-BROWN b     CORAL-TO-RED r     PINK-TO-BERRY p

BEIGE-TO-BROWN b     CORAL-TO-RED r     PINK-TO-BERRY p

DUSTY ROSE  
112141 n

NEUTRAL n

SPICED WINE
112142 n

CLEAR  
BALM – 50  

115398 b

NATURAL  
PINK – 56  

115404 b

RED  
KISS – 51  

115399 r

HONEY – 57  
115405 r

PRINCESS – 52  
115400 p

PINK TULIP – 53 
115401 p

RICH  
COCOA – 02  
115379 b

WILD  
ORCHID – 15  
115394 b

NUTMEG – 10  
115387 b

CORAL  
SUNRISE – 19  
120435 r

BELLINI – 03  
115380 r

TERRACOTTA – 18  
115397 r

DARING 
 RED – 06 

 115383 r

CRIMSON – 17  
115396 r

BALLET 
PINK– 07  

115384 p

SILK  
LILAC – 13  

115391 p

HAVANA  
ROSE – 09  

115386 p

TAFFETA 
ROSE – 14  

115393 p

BOUGAINVILLEA  
– 12  

115390 p

PRIMROSE – 11  
115389 p

VELVET – 16  
115395 p

PINK NUDE  
118566  b

JUICY PEACH  
118567  r

SWEET MELON  
118568  r

REAL RED  
118569  r

PINK SUGAR  
118570  p

ROSE PETAL  
118571  p

RASPBERRY KISS  
118573  p

MISTY MAUVE  
118572  p

BEIGE-TO-BROWN b     CORAL-TO-RED r     PINK-TO-BERR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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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은 어떤 종류의 메이크업도 소화할 수 있도록 피부를 
준비시켜 줍니다. 피부가 필요로 하는 커버리지, 마무리, 혜택을 기본으로 
한, 여러분의 니즈와 매치되는 파운데이션을 만나보세요.

Artistry™ 시그니처 메이크업 테크닉이 적용된 페이스, 아이, 컬러 제품으로 
원하는 룩을 연출해 보세요.

나에게 꼭맞는 파운데이션을 만나보세요 원하는 ‘룩’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완벽한 컬러 매치를 위한 혁신적인 테크놀로지 

HV = Hydra-V™ 시어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 
EFP = Exact Fit™ 파우더 파운데이션 
EF = Exact Fit™ 롱웨어링 파운데이션
YX = Youth Xtend™ 리프팅 스무딩 파운데이션

1

2

3

4

5

6

얼
굴

희망하는 파운데이션 포뮬러를 확인하려면 아래 코드를 사용하세요

눈
컬

러

Artistry Exact Fit™  
퍼펙팅 컨실러

55페이지

Artistry Exact Fit™ 
프레스드 파우더

55페이지

Artistry Exact Fit™  
퍼펙팅 루스 파우더

54페이지

Artistry Hydra-V™  
시어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 SPF 15
52페이지

Artistry Signature 
Color™ 아이 섀도 쿼드

59페이지

Artistry Studio™ 
마스카라 베이스 프라이머

57페이지

Artistry Exact Fit™ 
파우더 파운데이션 

(드라이 브러시 사용) 
52페이지

Artistry Signature 
Color™ 블러시 

59페이지

Artistry Studio™ 래시 
부스팅 3-in-1 마스카라

56페이지

Artistry Exact Fit™ 
롱웨어링 파운데이션

52페이지

Artistry™ 오토매틱 
립라이너 펜슬 홀더 

및 리필 
63페이지 

Artistry Signature 
Eyes™ 렝스 앤 데피니션 

마스카라 
56페이지

Artistry Youth Xtend™ 
리프팅 스무딩 파운데이션

53페이지

Artistry Signature 
Color™ 라이트업 립 

글로스
62페이지 

Artistry Signature Color™

롱웨어링 리퀴드 라이너
56페이지

Artistry Ideal 
Radiance™  

일루미네이팅 CC 크림 
55페이지

Artistry Signature 
Color™ 립스틱 

63페이지 

Artistry™ 오토매틱 
아이브라우 펜슬 홀더 

및 리필 
57페이지

Artistry Exact Fit™ 뷰티 
밤 퍼펙팅 프라이머 

54페이지

Artistry Signature 
Color™ 시어 립스틱 

63페이지 

간편한 단계별 메이크업

따뜻한 색상 중간 색상 시원한 색상
언더톤

레
벨

BRULEE 
L4W1  
EFP: 116737  
EF: 117700
YX: 110020 
 

SAND 
L2W1  
HV: 121138 
EFP: 116731  
EF: 117694 
YX: 110014 

SOLEIL 
L3W1  
HV: 121141 
EFP: 116734
EF: 117697 
YX: 110017 
 

MINK 
L6W1  
EF: 117706
YX: 110026 
 

BUFF 
L1W1  
HV: 121133
EFP: 116726
EF: 117689  
YX: 110009 

CREAM
L1W2 
EFP: 116727
EF: 117690 
YX: 110010 

CAPPUCCINO 
L5W1  
EFP: 116740 
EF: 117703 
YX: 110023 

GOLDEN 
L4N1  
HV: 121142 
EFP: 116736  
EF: 117699
YX: 110019 
 

OCHRE  
L2N1  
HV: 121136 
EFP: 116729  
EF: 117692
YX: 110012

NATURAL 
L2N2  
EFP: 116730
EF: 117693 
YX: 110013 
 

CARAMEL 
L5N1  
HV: 121143 
EFP: 116739  
EF: 117702
YX: 110022 

TAWNY 
L3N1  
HV: 121140 
EFP: 116733  
EF: 117696
YX: 110016 
 

BISQUE 
L1N1  
HV: 121132 
EFP: 116725
EF: 117688 
YX: 110008 
 

WALNUT 
L6N1  
HV: 121144 
EFP: 116742  
EF: 117705
YX: 110025 
 

PLUSH 
L3C1  
HV: 121139 
EFP: 116732 
EF: 117695  
YX: 110015 

CHIFFON 
L2C1  
HV: 121135 
EFP: 116728  
EF: 117691
YX: 110011 
 

CHABLIS 
L1C1  
HV: 121131
EFP: 116724 
EF: 117687 
YX: 1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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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모발과 피부를 
뽐내주세요!

#SatiniqueGHCare

가족 모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모발, 피부 제품
나에게 맞는 헤어, 배스 앤 바디 케어 
컬렉션을 만나보세요.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져 모발과 피부에 영양 공급, 
컨디셔닝, 보호 효과를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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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고정력
Satinique™ 파이널 스텝 피니싱 스프레이
온종일 습기, 곱슬거림, 날리는 현상을 방지해  

주는 에어로졸 포뮬러입니다.

116822  7.6fl.온스 l 10.75달러
 

원하는 대로 자연스러운 스타일링
Satinique™ 텍스처링 매트 왁스

포뮬러가 모발에 밀착하여 기름지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하루 종일 헤어  

스타일을 유지시켜 줍니다.

110675  1.7온스 l 13.25달러
 

샴푸와 컨디셔닝을 한 번에
Satinique™ 2 in 1 샴푸 앤 컨디셔너

보리지 씨앗 기름과 비타민 E 성분을 함유한 
포뮬러로 세정하고 컨디션해 주면서 동시에 

모발을 보호하고 수분을 공급하며  
매끄럽게 해줍니다.

115304  9.4fl.온스 l 9.25달러

116510  25.6fl.온스 l 18.75달러
 

모발 광택 효과가 필요할 때
Satinique™ 샤인 스프레이

아르간 오일을 함유한 가벼운 느낌의 스프레이로 
뻗친 모발과 곱슬머리를 원하는 형태로  

손질할 수 있습니다. 

110685  3.38fl.온스 l 13.25달러
 

시청하세요 
Satinique™ 제품으로  

감각적인 헤어 스타일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유지하는  
건강한 모발

Satinique™ 헤어 케어 
제품은 모든 유형의 
모발을 빠르고 쉽게 

세정하고 스타일링할 수 
있습니다. 아르간 오일과 

양전하 Enerjuve™ 
컴플렉스 등의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져 

모발에 활력과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ENERJUVE™ 
컴플렉스가 

모발 안팎을   
건강하게  

복원

바쁜 현대인 
쉽고 간편한 
헤어 케어



12주 만에 
72%가 경험

두꺼워진 
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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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을 강화하고  
두피를 진정시켜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가려움과 비듬 제거
Satinique™ 비듬 방지 샴푸

건조한 모발을 진정시키고 비듬을 완화해 모발 
본래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줍니다. 

110670  9.4fl.온스 l 9.75달러
 

110657  샴푸 9.4fl.온스 l 9.00달러  
110667  컨디셔너 9.4fl.온스 l 9.00달러

114944  샴푸 25.6fl.온스 l 17.75달러 
 114945  컨디셔너 25.6fl.온스 l 17.75달러

 

모발 손실은 줄이고 두피는 건강하게
Satinique™ 스캘프 토닉

두피를 회복시키고 잘 부서지거나 가는 모발을 
강화하여 더 두꺼워 보이게 만들어 줍니다. 

110686  2.7fl.온스 l 22.00달러
 

두껍고, 풍성하고 활기찬 모발로
Satinique™ 시크닝 시스템

모발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세요.** 샴푸와 
컨디셔너를 함께 사용해 잘 부서지거나, 

가늘거나, 얇은 모발을 강화하고 손상으로  
인한 탈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10659  탈모 방지 샴푸 

9.4fl.온스 l 9.75달러

116823  탈모 방지 컨디셔너 

9.4fl.온스 l 9.75달러
 

그날의 가장  
건강한 모발을 위해
특허받은 Enerjuve™ 

컴플렉스와 식물 성분이 
모발과 두피를 회복 및 

진정시키고 활력을 더해, 
가장 건강한 모발로 가꿀 수 

있습니다!

시청하세요 
Satinique™ 스캘프 토닉으로 
두껍고 풍성한 모발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탈모 방지 샴푸와 컨디셔너를 시스템으로 사용할 경우. 
†비듬 방지 샴푸와 스캘프 토닉을 시스템으로 사용할 경우. ††엑스트라 볼륨 샴푸와 컨디셔너를 시스템으로 사용할 경우.

볼륨과 탄력으로 
생기있게††

Satinique™ 엑스트라 
볼륨 시스템

마카다미아 넛 오일과 대두 
단백질 혼합물이 들어있어 
모발의 힘과 범위를 더욱 

강화하고 부드러움과 
광택을 더해줍니다. 

전문가 팁: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한 달에 

최고 1,800개의 모발이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비듬 감소
4주 후 결과†



72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73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을 참고하세요  |  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갈라진 모발을 치유합니다
Satinique™ 오버나이트 리페어 트리트먼트
손상 모발을 회복시키고 갈라짐을 방지하세요. 

110677  3.38fl.온스 l 16.00달러
 

황산염 무첨가로 모발 색상을 보호
Satinique™ 컬러 리페어 시스템

석류와 포도씨 추출물이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을 
보호하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원합니다.

110663  샴푸 9.4fl.온스 l 9.75달러 
110671  컨디셔너 9.4fl.온스 l 9.75달러

114948  샴푸 25.6fl.온스 l 19.50달러
 114949  컨디셔너 25.6fl.온스 l 19.50달러

더 오래 유지하는
모발 컬러

UV 및 열 손상 예방
Satinique™ 듀얼 디펜드 스프레이

모발에 수분과 광택을 더해주는 전용 스프레이로 
UV 및 열 손상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세요. 

110684  3.38fl.온스 l 16.00달러
 

* 컬러 리페어 샴푸, 컨디셔너, 리바이탈라이징 마스크, 
듀얼 디펜드 스프레이를 시스템으로 사용할 경우. 

모발이 최고 9배 강해집니다*
Satinique™ 리바이탈라이징 마스크

강화 트리트먼트가 손상된 모발을 치료하고 
부드러움과 제어력이 오래 지속되도록 

복원시킵니다. 

119593  8.1fl.온스 l 16.00달러
 

황산염 무첨가 포뮬러
Satinique™ 컬러 리페어 

샴푸와 컨디셔너는 
황산염이 함유되지 않아 
모발에 더욱 부드럽게 
작용하며, 색빠짐을 
최소화하고 컬러를 

오랫동안 더 선명하게 
유지해 줍니다. 석류와 

같은 쳔연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5회를 감아도  
변색없는 
컬러

시청하세요 
Satinique™ 오버나이트 

리페어 트리트먼트로 모발 
갈라짐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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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간편해진 스타일링
Satinique™ 스타일링 크림

컬을 더욱 생기있게 연출하고 끈적임 없이 헤어 
스타일을 고정해 주는 피니싱 포뮬러입니다. 

114954  1.76온스 l 13.25달러
 

실크처럼 매끈한 헤어
Satinique™ 헤어 오일 세럼

젖은 모발 또는 건조한 모발에 사용해 곱슬머리를 
정돈하고 광택을 더하며 부드럽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아르간, 아보카도, 쿠쿠이 나무 씨앗 
오일의 독특한 혼합물로 만들어 졌습니다. 

120467  3.4fl.온스 l 22.00달러
 

6배 더 매끄러운 모발†

Satinique™ 스무드 모이스처 시스템
쿠쿠이 나무 씨앗 오일과 프로 비타민 B5가 

블렌딩되어 모발의 윤기를 높이고, 부스스함을 
방지해 손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관리하기 쉬워집니다.

110655  샴푸 9.4fl.온스 l 9.00달러

110664  컨디셔너 9.4fl.온스 l 9.00달러 

110656  샴푸 25.6fl.온스 l 17.75달러 

 110665  컨디셔너 25.6fl.온스 l 17.75달러

긴 머리를 더욱 깔끔하게
Satinique™ 스트레이트닝 밤

활기 충전 포뮬러가 모발을 더 매끄럽게 만들어 
주고 습기로부터 보호하며 곱슬거림과 날리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110676  3.52fl.온스 l 13.25달러
 

더욱 매끄럽고 부드럽게
스무드 모이스처 헤어 케어 

및 스타일링 제품에는 
쿠쿠이 나무 씨앗 오일 
및 프로 비타민 B5가 

블렌딩되어 모발의 훨력을 
지원하고 세련미와 광택을 

살려줍니다.

†스무드 모이스처 샴푸, 컨디셔너, 스트레이트닝 밤을 시스템으로 사용할 경우.

더욱 매끄럽게  
윤기를 되살립니다

시청하세요 
Satinique™ 스트레이트닝 

밤으로 곱슬머리 정리하세요.

모발 윤기  
를 복원시킵니다

†

매끄러운 모발 
최대 24시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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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L 제품으로 450회 세정
G&H Protect+™ 농축 핸드 솝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로 손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주고 세정과 동시에 보습 효과를 선사합니다. 

118117  250mL l 8.00달러 
 123398  1L 리필 l 23.00달러

 

피부 자극을 진정
G&H Soothe+ 포 맨 애프터 쉐이브 밤

뭉침 없이 피부를 보습하는 포뮬러로 알로에 베라 
추출물과 비타민 E, 카모마일로 만들어져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 줍니다.

123747  100mL l 13.25달러
 

면도 후 화끈거림 방지
G&H Soothe+ 포 맨 포밍 쉐이브 젤

풍부한 거품 텍스처가 매끄러운 면도를 도와주고 
면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수염의 모질을 부드럽게 준비시켜 줍니다. 감초 
뿌리 추출물로 만들어져 피부를 진정시켜 줍니다.

123746  200mL l 11.50달러
 

피부 세정 및 컨디셔닝 효과
G&H Protect+™ 바 솝

피부를 깨끗하고 부드럽고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냄새 제거 테크놀로지가 적용되어 수분 

밸런스를 유지해 줍니다. 생분해성이며
트라이클로산 및 황산염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118116   150g 바 6개 l 21.00달러
 

살균과 보호를 동시에
G&H Protect+™ 어드밴스드 손 소독제  

(프로 비타민 B5 함유)
피부 표면의 세균을 99.99% 없애는 동시에 

상쾌하고 깔끔한 컨디셔닝 효과로 손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포뮬러입니다.

125056  13.5fl.온스 (400mL) l 10.00달러
 

더욱 상쾌하고 쾌적하게
G&H Protect+™ 알루미늄 프리 디오도런트

식물성 탈취제로 온종일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상쾌한 향이 온종일 지속됩니다.

298153  3.0온스 l 9.00달러 

G&H Protect+™ 디오도런트 및 안티-퍼스피런트 롤 온
깨끗하며 빠르게 건조되는 포뮬러로 피부와  

옷에 흰얼룩을 남기지 않습니다. 

118120  100mL l 7.00달러 

영양 공급 및  
보호 효과로  
상쾌한 피부

곧 출시 예정

상식과 사실:  

G&H 제품은 천연 성분을  

고유한 방식으로 혼합해  

제조합니다.

최대  
48시간

 지속됩니다

프로-비타민 B5로 
촉촉하고  
부드럽게

1리터 =
28%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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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극 복합 성분으로 상쾌한 샤워를
G&H Refresh+™ 바디 워시-젤

거품 샤워 후 헹궈내 깔끔해진 피부를 
느껴보세요.  비누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특허받은 무자극 복합 성분의 순한 포뮬러가 
피부를 차분하게 진정시켜 줍니다.

118110  400mL l 9.75달러 
 123397  1L l 21.00달러

피부 보습과 보호를 동시에
G&H Refresh+™ 바디 밀크

자극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포뮬러가 
피부에 즉시 흡수되어, 24시간 동안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촉촉한 피부를 유지해 줍니다.

118104  400mL l 11.50달러
 

얼굴과 몸을 함께 깨끗하게
G&H Nourish+™ 컴플렉션 바

피부 본연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며 부드럽게  
영양을 공급하세요.

118112   250g/9온스 바 3개 l 8.00달러
 

세정 후에도 부드러운 손
G&H Nourish+™ 핸드 크림

피부 재생 및 개선을 도와 건강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만들어 주며, 환경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118114   30mL 튜브 3개 l 12.75달러
 

샤워하는 동안에도 수분 공급
G&H Nourish+™ 바디 워시

깨끗하게 세정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 줍니다. 풍부한 거품이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피부 진정 효과를 
선사합니다.

118107  400mL l 9.75달러 
 123396  1L l 21.00달러 

피부에 신속 수분 공급 129%
G&H Nourish+™ 바디 로션

부드럽게 작용하는 크리미한 로션으로 피부 
보습이 최고 24시간 지속됩니다. 피부의 수분 

보호막을 재생시켜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118102  400mL l 11.50달러
 

피부에는 부드럽게  
진정 효과는 빠르게  
수분 공급은 온종일 

1리터 =
13% 
절약

1리터 =
13% 
절약

상식과 사실:  

G&H 제품은 천연 성분을 고유

한 방식으로 혼합해  

제조합니다.

친환경 제품입니다
G&H는 풍력 발전에 

투자하여, 대부분의 제품 
제조 시 사용되는 전기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패키지를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합니다.†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통해 리
사이클링 가능;보틀과 포장 카톤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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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고 건강한 미소가 함께 합니다
Glister™ 멀티 액션 불소 치약

주기적인 칫솔질로 치아 미백, 광택, 얼룩 제거, 
충치 예방, 플라그 제거 효과를 제공하며  

상쾌한 민트 향이 납니다. 

일반 사이즈  

E9530  6.75온스 튜브 l 4.00달러

여행용 사이즈 

122875   2.3온스 튜브 6개 l 16.00달러

세균도 없애고 비용도 절약
GLISTER™ 멀티 액션 오럴 린스

컨센트레이티드 제품으로 가성비와 
효과가 우수하며, 2온스 제품으로 최대 
100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펌프 

디스펜서와 계량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쾌한 민트 향.

E9529  2.0fl.온스 l 9.25달러
 

언제나 깔끔하고 시원한 숨결
Glister™ 리프레셔 스프레이

민트향 스프레이 한 번으로 입안 가득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을 즐기세요. 에어로졸 방지 

포뮬러로 당분 및 칼로리가 0입니다.

120351  0.47fl.온스 l 5.25달러
 

건강한 치아를 위한 필수 도구
Glister™ 어드밴스드 칫솔

꼼꼼한 칫솔질로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보세요. 부드러운 솔과 중간 강도의 

솔이 치아 사이의 플라그도 제거하고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유연한 칫솔대가 치아와 

잇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100957  칫솔 4개 l 11.50달러 

구강 전체를 
관리하세요

구강 위생은 전체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lister™ 브랜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구강 케어 제품을 

통해 온가족의 치아와 잇몸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며 
빛나는 미소를 선사합니다.

전문가 팁:  

핸드백, 운동 가방 또는 책상에  

놓아 두고 사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온 가족에게  
건강한 미소를  
보여주세요

알고 계십니까? 
Glister™ 2온스 용기 한 

병은 리스터린 마우스워시
(Listerine† Mouthwash)  

16온스 용기 두 병과 같습니다.

x2

†Listerine®은 Johnson & Johnson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 상표 법률 검토.

미끄럼  
방지 처리  
인체공학적  
디자인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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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LITE™  |  XS™  |  AMWAY HOME™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솔루션 
내 자신과 주위 환경이 쾌적하면 삶은 더욱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Nutrilite™ 건강 보조제와 XS™ 제품군은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여 최고의 기분을 느끼고 모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효과적이고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는 
Amway Home™ 제품은 깨끗하고 안전한 가정을 지켜줍니다.

Amway.com에서 모든 솔루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4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85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을 참고하세요  |  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더욱 멋진 리워드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가입하세요.
Amway.com/AmPerks

카트에 활기를 더해보세요. 
AmPerks™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Amway 제품 

구입에 대한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mway의 성공은 곧 IBO들의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며 AmwayPromise™†를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활동 중”인 IBO들의 경우 월 평균 총수입은 207달러(미국)/186달러(캐나다)였습니다.  
미국 IBO의 약 48%, 캐나다 IBO의 52%가 “활동 중”이었습니다.

†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반품 및 교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way.com에서 AMWAYPROMISE를 검색하십시오.

스캔하세요  
열정을 수익으로  
바꾸는 방법 안내

건강한 삶에 대한 열정을  
수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Amway™ 건강 미용제품이 개별화된 스킨케어, 
트렌드에 앞서가는 메이크업 룩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 앞서가는 제품에 대한 열정을 
개별화된 내 비즈니스로 만드세요. 열정을 수입으로 바꿔보세요! 



™

진정한아름다움
2020 | 2021

건강한�아름다움을�위한�솔루션

EXCLUSIVELY FROM

건강한�영양�솔루션

최적의건강
2020 |  2021

EXCLUSIVELY FROM

필수가정용품
2020 | 2021

건강한 가정을 위한 솔루션

EXCLUSIVELY FROM

       LET’S DO         

SOMETHING 

       NEW!
FAVORITE BEAUTY + HEALTH PRODUCTS 

SEPTEMBER 2020 – MARC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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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 
Amway.com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태블릿 또는 
컴퓨터에서 24시간, 365일 주문 가능합니다. 또는 
간편하게 디지털 카탈로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IBO에게 어떻게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AMWAY IBO를 통해 주문 
개별적인 만남을 원하면 이 카탈로그 뒷면의 IBO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을 확인하십시오.

Amway™ 제품은 
주문하기 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소셜 미디어
아래 사이트를 통해 AMWAY 대화를 
나눠보세요:
Amway 제품 출시, 팁 및 트릭 및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Facebook.com/AmwayUS  
Twitter.com/AmwayUS  
AmwayConnections.com  
Instagram.com/AmwayUS  
YouTube.com/AmwayUS 

Amway.com/Catalogs
에서 최신 카탈로그와 특별 
사은 행사에 관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AMWAY와 제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Amway.com에 가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로 간단하게 탐색할 수도, 
아니면 정교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  모바일, 태블릿 그리고 랩톱 컴퓨터에  

최적화된 웹사이트
•  BodyKey™ SmartLoss™ 앱, Artistry™ 가상 

뷰티 앱 그리고 Atmosphere™ 커넥트 앱 같은 
유용한 앱 교육 가능

•  제품 정보, 비디오, 제품 레코멘더 그리고 제품 
주문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

180일 보장
100% 고객 만족 보장 제도*

*일부 품목은 120일 보장제 적용. 추가적인 제한, 예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mway.com에서  

AMWAYPROMISE를 검색해 확인하세요.

현재 배송 요율은 Amway.com을 참조하십시오.
배송 요금은 사전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송 요율:

전화 800-253-6500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11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동부표준시간)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반품양식은 주문상품에 들어있는 송장에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Amway.com으로 가서 반송 양식과 
반송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Amway IBO에게는 모든 반품에 대해 
청구서 당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배송 중 오류 또는 손상으로 인해 
반품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처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쉬운 반품:

Amway는 카탈로그에 적혀있는 가격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Amway IBO와 고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드리기위해 항상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mway는 언제 어떠한 
사유로든 사전통지 없이 가격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Amway.com에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 안내:

쇼핑의 부담을 덜어주는 디토 예약 주문!
원하는 Amway™ 제품의 예약 주문을 설정해 놓으면 배송을 
원하는 특정 날짜에 맞춰 쉽고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DITTO™ 예약 주문:

스마트 아이콘이 표기된 제품은 재주문이 더욱 쉽습니다. 아이콘을 
누르거나 휴대폰으로 스캔하기만 하면 재주문이 가능합니다.

AmCart 스마트 패키징



시티 레드, 
화려한 스타일, 
그리고 상하이!  
당당한 시티 레드와 
풍성한 실크, 화려한 
스타일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상하이 컬렉션으로 
멋지게 변신해 보세요.
#ArtistryStudio

Amway IBO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격은 2020년 9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가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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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비후 재활용지 사용

우리는 모든 인쇄 용지를 재활용합니다.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주문할 준비가 되셨나요? 

제품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까? 
Amway IBO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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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LY FR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