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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정을 위한 솔루션

EXCLUSIVELY FROM

천연 성분으로
더욱 좋아졌습니다

‘더욱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전보다 쉽고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고, 천연 성분의 사용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부과 전문의의 테스트를 통해
검증 받았기 때문입니다.
효과와 안전
가정과 가족에게 안전한 고성능 클리닝 파워.

Amway Hom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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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을 참고하세요

|

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천연 성분
코코넛 오일, 오렌지 오일, 알로에 베라같은
천연 성분 사용.
농축
포장 폐기물을 줄여 지구 환경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경비도 절약.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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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필요한 제품을 여기서 찾아보세요.

깨끗한 가정
세탁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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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 세정제		

19

식기 세제		
소개 번들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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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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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시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Amway는 미국 환경청(EPA)의 세이퍼 초이스(Safer Choice) 프로그램에 자랑스럽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품질 또는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보다 안전한 화학 성분으로 제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표지 내용

Amway Home™ SA8™
파우더 세탁 세제			

Amway Home™
프리워시 스프레이		

8
10

Amway Home Dish Drops
식기 세척액			
™

™

12

Amway Home™ L.O.C.™
다목적 클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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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을 참고하세요

환경청의 세이퍼 초이스 프로그램 인정이 본 제품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이퍼 초이스 라벨은 Amway가 EPA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본 제품의 제조 방식이 기존 세제에 비해 건강 및 환경에 긍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PA/세이퍼 초이스는 본 제품의
구성, 성분 및 특성과 관련한 정보에 있어 오로지 Amway와 Amway의 정직성 및 성실성을 신뢰합니다. EPA/세이퍼 초이스는 제품 포뮬러의 구성
성분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고, Amway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구성 성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PA/세이퍼 초이스는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 및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품의 환경적, 인체 건강적 특성에 한해서만 평가 결과를 표시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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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모든 Amway Home™
세탁용 제품은 고효율(High
Efficiency) 세탁기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셔 인증

NSF 인증

세이퍼 초이스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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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더욱 깨끗해지고
행복해지는 우리 집
깨끗하고 청결한 가정을 원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얼룩, 흔적,
오염은 Amway Home™ 제품에 맡기세요.
옷과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AmwayUS로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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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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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way Home™ SA8™
파우더 세탁 세제 데모 비디오

믿을 수 있는 세탁 효과

Amway Home™ SA8™ 파우더 세탁 세제

피부 자극 잔여물 남김없이 빨리 녹고 완전히 헹궈지는
대표 세탁 세제.

109849 3kg/6.6lbs./최고 99회 사용

l 36.00달러

최고

133회 사용

잘 안빠지는 얼룩까지 잡아낸다

Amway Home™ SA8™ 리퀴드 세탁 세제

3배 농축 포뮬러가 옷감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해주는
강력한 얼룩 제거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상쾌한 플로럴 향.

l 34.00달러
112532 1L/33.8fl.온스 l 9.50달러

110478 4L/135fl.온스

편안하고
안전하게
세탁하세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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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3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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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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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기세요

지우기 힘든
얼룩도 OK!
잉크

섬유를 부드럽게

최고 200회 사용

부드럽고 정전기 없는 섬유를 원한다면
Amway Home™ 섬유 유연제

무리없이 섬유를 부드럽게 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상쾌한 플로럴 향.

화장품 얼룩

자동차 오일 포도주

강력하고 확실한 얼룩 제거

Amway Home™ 프리워시 스프레이

l 27.00달러
110480 1L/33.8fl.온스 l 8.50달러

117780 4L/135fl.온스
부드럽게 또 부드럽게

최고 50회 사용

포도주 얼룩과 카펫 얼룩이

사라집니다

시청하세요

Amway Home™ “얼룩이
남지 않습니다” 데모 비디오

스프레이 한 번으로 거친 얼룩을 제거 할 수 있습니다.
110403 350g/12.3fl.온스

시청하세요

Amway Home™ 프리워시
스프레이 껌 제거 데모 비디오

l 12.50달러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안전하게
Amway Home™ 모든 섬유용 표백제

최악의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117774 3.36kg/7.41lbs./최고 112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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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l 23.00달러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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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쓰고 효과는 크게

Amway Home™ Dish Drops™ 식기 세척액

기름기 많고 지저분한 접시도 거뜬한 세척 파워! 알로에 베라와 시소
(shiso) 추출물이 손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1L 보틀로

300회 이상 사용

깨끗한 오리지널 향.

110488 1L/33.8fl.온스

시청하세요

Amway Home™
Dish Drops™ 식기
세척액 데모 비디오

l 13.25달러

펌프 디스펜서(비어있음; 리필 가능)

107890 500mL/16.9fl.온스. 용량 디스펜서

l 5.50달러

반짝반짝
빛나는 안전하고
깨끗한 식기

식기 세척기용

포장지 제거 불필요
1회용 태블릿으로 쉽고 편하게

Amway Home 태블릿형 자동 식기 세제
™

편리한 1회용 팩에 식기를 깔끔하게 설거지할 수
있는 정확한 양이 담겨 있습니다.
109867 태블릿 60개

l 19.50달러

장점

인산염, 염소 또는 기타 해로운
성분을 사용하지 않아 환경에 보다
안전합니다.

손에는

부드럽게
찌꺼기에는

강력하게

오랜 지속력, 녹 발생 방지

Amway Home™ Scrub Buds™ 냄비닦이 수세미
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녹이 슬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110490 패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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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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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l

4.50달러

알고 계십니까?

Scrub Buds™ 냄비닦이 수세미는
캐서롤을 담았던 접시부터 세라믹
냄비, 스테인리스 스틸 조리
기구까지 청소할 수 있습니다!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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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는 확실하게,
가정에는 안전하게

환경도 보호하고
비용도 절약

20회

농축액 1L 보틀로 16.9fl.온스
스프레이 보틀
사용!

당연히 환경도
보호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다양한 다목적 클리너

Amway Home™ L.O.C.™ 다목적 클리너

자극없는 농축 포뮬러로 모든 세척물, 바닥/표면,
심지어 손을 닦는 것도 가능합니다.
E0001 1L/33.8fl.온스

l 9.00달러

까지 사용 가능

면
팁: 스를 휴대하거할
가
제
문 와입
게

시청하세요

Amway Home™ L.O.C.™
다목적 클리너 데모 비디오

최고 1,001회

전
휴대하기 편리한 ‘깔끔 도구’

Amway Home™ L.O.C.™ 다목적 와입스

을쉽
할때
외출 는 얼룩
묻
옷에 니다.
습
수있

이동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이나 가방에 와입스 팩을 가지고 다니면
편리합니다.
110485 24장 들이 4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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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l 11.25달러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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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바닥 표면에
적합한 농축 클리너

끈끈하고 지저분한 잔여물을 한 번에
Amway Home™ 주방 세정제

유해한 잔여물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농축액 리필

112536 1L/33.8fl.온스

l

쉽게 절약하세요:

13.25달러

1리터 농축액 보틀 하나로 16.9fl.
온스 스프레이 보틀

8회

리필 가능!
놀라운 절약의
기회입니다!

스프레이 보틀에 농축액 1, 물 3의 비율로 담아 사용합니다.
까다로운 얼룩일 경우, 스프레이 보틀에 농축액 1, 물 1의
비율로 담아 사용합니다.

강력한 청소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Amway Home™ 욕실 세정제

자연에서 추출한 강력한 성분을 사용하며 비누 찌꺼기를
녹여 없애고 중수 얼룩과 막을 제거합니다.
농축액 리필

112546 1L/33.8fl.온스

l 13.25달러

스프레이 보틀에 농축액 1, 물 3의 비율로 담아 사용합니다.

까다로운 얼룩/청소일 경우, 스프레이 보틀에 농축액 1, 물 1의
비율로 담아 사용합니다.

암모니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Amway Home 유리 세정제
™

먼지와 기름 때를 쉽게 제거해 깔끔하고 환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축액 리필

112537 1L/33.8fl.온스

l 13.25달러

측정하기 쉬운 계량 표시

Amway Home™ 스프레이 보틀

혼합 비율을 읽기 쉽게 표시했습니다 – Amway Home™
농축 클리너와 물을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116798 500mL/16.9fl.온스

l 4.50달러

스프레이 보틀에 농축액 1, 물 1의 비율로 담아
사용합니다.

16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을 참고하세요

|

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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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을 만드세요!
청소는 번들 세트가 책임집니다
살균제가 필요하십니까

Pursue™ 살균 세정 농축액

표면 청소 및 살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세요.
E3878 1L/33.8fl.온스

l 10.75달러

22가지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99.9% 제거

세균없이 깨끗하게

Pursue™ 살균 탈취 스프레이

사용하기 쉬운 살균, 탈취 스프레이로 실내를
상쾌하게 유지하세요.

어떤 청소도 자신있게

Amway Home™ 인트로 번들 세트

E0023 16.6온스

세탁, 표면 청소, 설거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
14개 들이 번들 세트에 포함된 내용:

•S
 A8™ 리퀴드 세탁 세제 – 1L 플로럴 향
° 계량 캡 포함
•섬
 유 유연제 – 1L 플로럴 향
° 계량 캡 포함
•프
 리워시 스프레이 – 12.3온스
•주
 방 세정제 – 1L
11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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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실 세정제 – 1L
•L
 .O.C.™ 다목적 클리너 – 1L
•D
 ish Drops™ 식기 세척액 – 1L 오리지널 향
•S
 crub Buds™ 냄비 닦이 수세미 – 패드 4개
•스
 프레이 보틀 16.9fl.온스 – 3개
•마
 이크로파이버 청소용 헝겊 – 3개

l 107.00달러

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l 8.50달러

16가지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99.9% 제거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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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식사는 훌륭한
조리 기구에서 시작됩니다
기능과 디자인이 뛰어난 iCook™ 쿡웨어로 가족, 친구들과 더
맛있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드세요. 요리가 즐겁습니다. 영양이
살아 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 시간을 뜻깊게
보내고 계십니까?

@AmwayUS로 공유하세요
 SF 인터내셔널은 50년 이상
N
공중 보건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독립된
제품 검사 기관입니다.*

*iCook™ 쿡웨어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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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요리에 맞는
맞춤형 iCook™
쿡웨어 컬렉션

스캔해 보세요

쉽고 간편한 다용도 조리 세트

iCook™ 테크놀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iCook™ 4피스 소스팬 세트

수프 만들기, 야채 삶기, 고기 조림 등에 편리합니다.
4피스 소스팬 세트는 뚜껑이 있는 2L(2쿼트) 및
3L(3쿼트) 소스팬으로 구성됩니다.

101082 4피스 소스팬 세트

기름과 버터 없이도 눌어붙지 않습니다

l 250.00달러

8인치

iCook™ 논스틱 프라이팬

하루 종일 맛있는 저지방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Duramic™
논스틱 코팅으로 음식이 붙지 않고 설거지가 편합니다.

열분배 기능이

시간과
에너지 절약

6피스 프라이팬 세트는 8인치, 10인치, 12인치 논스틱
프라이팬과 뚜껑을 포함합니다. 12인치 프라이팬과 뚜껑은 개별
구입이 가능합니다.

더욱 건강하게

l 429.00달러
101087 12인치 프라이팬과 뚜껑 l 167.00달러

Vitalok™ 테크놀로지가
영양소 파괴를 줄이고
맛과 향기를 보존합니다.
일반 조리

10인치

101083 6피스 프라이팬 세트

12인치

Vitalok™으로 조리

Vitalok™ 조리 방법으로 보존된 영양과
향을 수치로 나타낸 그래프
50%

요리할 때마다 찾게 되는 편리한 기능

40%

iCook™ 5피스 소테 세트

30%

소스, 수프 및 야채를 요리 또는 재가열하거나 적은
양의 닭고기, 쇠고기 및 생선을 소테식으로 요리하는데
편리합니다.

20%
10%

넣지
뒤틀림을
에 갑자기
팬을 찬물
.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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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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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신

2)

0%

5피스 소테 세트에는 뚜껑이 있는 2L(2쿼트) 및 3L(3쿼트)
소테팬과 주니어 돔 뚜껑으로 구성됩니다.
101084 5피스 소테 세트

l 407.00달러

모든 iCook™ 스테인리스 조리 기구, 뚜껑 및 인서트는 평생 보증(lifetime warranty)이 적용됩니다.
모든 iCook™ 논스틱 프라이팬 및 강화 유리 뚜껑에는 5년 제한 보증(limited warranty)이 적용됩니다.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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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컬렉션을 고르세요

는
용하
:
상식 강판을 사 고르게
활
생 알루미늄 리하면
요
압축 mp™로 다.
te
Opti 수 있습니
할
조리

개성있는 요리에 필요한 모든 것
iCook™ 19피스 컬렉션

주방에 필요한 모든 필수 기본 사항과 스티머/강판
인서트 및 파스타 조리기와 같은 편리한 추가 품목이
포함됩니다.
19피스 컬렉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뚜껑이 있는 2쿼트 소스팬
• 뚜껑이 있는 3쿼트 소스팬
• 뚜껑이 있는 8쿼트 더치 오븐
• 파스타 부속물, 링 포함
• 스티머/강판 인서트
• 시니어 돔 뚜껑
• 뚜껑이 있는 2 쿼트 주니어 소테팬
• 뚜껑이 있는 3쿼트 시니어 소테팬
• 주니어 돔 뚜껑
• 뚜껑이 있는 4쿼트 스톡 팟
• 스티머 인서트
• 더블 보일러 인서트
120231 19피스 컬렉션

l 1245.00달러

최고의 종합 조리 기구 세트

얼티밋 iCook™ 25피스 컬렉션

알고 계십니까?

모든 냄비, 팬, 뚜껑, 기타 액세서리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쉽고
편리하게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모든 iCook™
쿡웨어는 최고의 요리를 갈망하는
주부들의 바램에 따라 오랜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
졌습니다.

스택 쿠킹

공간과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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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피스 컬렉션의 모든 조리 기구와 함께 제공되는
6피스 논스틱 프라이팬 세트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 뚜껑이 있는 8인치 논스틱 프라이팬
• 뚜껑이 있는 10인치 논스틱 프라이팬
• 뚜껑이 있는 12인치 논스틱 프라이팬
120232 25피스 컬렉션

위의 모든 사진과

6피스 프라이팬
세트가 포함됩니다

l 1565.00달러

PayPal™ Credit은 99달러 이상을 구매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액을 완납하면 이자를
물리지 않는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카드도 받습니다.

|

†PayPal은 6개월 내에 구매 금액을 완납하지 못 할 경우, 구매 금액이 포스팅된 날로부터 이자를 적용시키며 귀하의 어카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PayPal 측의 신용조회
승인요구나 다른 기타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ypal.com/credit 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한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Visa®는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의 등록상표이며, Mastercard®는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의 등록상표이며, American Express®는
American Express Marketing & Development Corp.,의 등록상표이며, Discover ®는 Discover Financial Services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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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더 많은
제품을 검색해 보세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Amway.com에서
놀라운 제품을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보호하세요

n* by Nutrilite™ 고 쉴드 면역 젤리 식이 보조제

면역력을 지원하는 엘더베리(elderberry),
비타민 C 그리고 아연 성분으로 구성.†

l 16.50달러

124555 30회 서빙 분량

패션 프룻-코코넛 7개
파인애플-진저 7개

여기를 스캔하세요!

좋아하는 제품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n* by Nutrilite™ 콤부치-야!
콤부차 스타일 드링크 믹스

면역 강화

좋은 기분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좋은 균
500M CFU.†

혼합물

†

124558 스틱 팩 14개

l 20.00달러

정!
출시 예
중요한 전해질 –

마그네슘과
칼륨 함유
마그네슘이
돕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Artistry Studio™ 글로우 보스
클렌저 + 엑스폴리에이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하면서 동시에
각질을 제거합니다.
124812 125mL

근육 건강†

l 16.00달러

매끄럽게

모험을 도와주는 ‘거품 수분 공급’

메이크업을
완성시키는
기본 바탕

XS 스파클링 + 전해질 스파클링 워터
™

설탕, 탄수화물, 칼로리 없이 향만으로 전해질과
수분을 보충하는 상쾌한 방법.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돕는
스파클링 드링크

300548
300549
300550

XS ™ 스파클링 + 마그네슘 스파클링 워터
설탕, 탄수화물, 칼로리 없이 마그네슘과
글루코사민의 일일 필요량 10%가
들어있습니다!
300553
300554

12fl.온스 12캔

l

12fl.온스 12캔

l 18.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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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달러**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환하게

메이크업의 영원한 친구

Artistry Studio™ 하이드로-프라임
라이트 하이드레이터 + 프라이머

시원한 젤라틴 젤이 피부에 즉시 수분을
공급하고 메이크업을 위한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124814 50mL

l 25.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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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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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스타일에 맞게
쉽고 정확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칼의 기능을 뛰어 넘은 나이프웨어
iCook™ 5피스 나이프웨어 세트

나이프 전문가 켄 어니언(Ken Onion)이 디자인한 이
나이프는 손쉽게 자르고, 다지고, 깍둑썰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고급 단조 스테인린스 스틸로 제작되었습니다.

:
너스

4인치 페어링
과일 및 야채 껍질을 깔끔하게 벗기고,
조각하고, 장식할 수 있으며, 감자의 ‘눈’
까지 쉽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5인치 페티
뼈에서 고기를 발라내고, 기름을 잘라내고, 과일 썰기에
편리합니다.

가

이
보 절약형 트다레.
공간 있습니
돼
포함

7인치 산토쿠
감자, 고기, 채소 등 칼에 잘 달라붙는
음식을 빠르게 자르고, 잘게 썰고, 다지는데 사용합니다.
8인치 슬라이서
빵, 토마토, 케이크와 같이 부드러운
음식을 얇게 써는 데 적합합니다.

9인치 셰프 나이프
기능이 뛰어난 다용도 칼로 자르기, 깍둑 썰기, 다지기, 얇게
썰기에 좋습니다.
102709

l 416.00달러

깔끔하고 편안한

인체공학 손잡이

스캔해 보세요

iCook™ 나이프웨어와
쿡웨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쓰임새가 많고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iCook™ 다용도 가위

프리미엄 단조 스테인리스 스틸 블레이드로 자르기 편리하고
미끄럼 방지 폴리 프로필렌 손잡이로 미끄럽지 않습니다.
102715

l 54.00달러

왼손 잡이,
오른손 잡이
모두에게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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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준비합니다

정수되지 않은 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 물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Spring™ UV 정수기는 집안 수돗물을 항상 깨끗하고
투명하고 맛있게 유지시켜 줍니다.

하루 몇 잔의 물을 마십니까?

@AmwayUS로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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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eSpring 필터 카트리지 1
개로 16.9fl.온스 병물 10,000
개를 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6인 가족 가정이 매년
음식을 조리하고 마시는 데
충분한 약 1,320갤런의 물을
정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

카본 필터 테크놀로지

건강에 해로운 140여 가지의 잠재적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깨끗한 물,
안심하고 드세요

자외선 테크놀로지

화학 물질이 아닌 빛으로 물속의 미생물을
제거합니다.

모니터 테크놀로지

스마트 칩 테크놀로지가 필터
교체시기를 알려줍니다.

: 트 튜브
스
가팁
.
문
™ 트위
전 te
세요
보
.
rili
Nut ™에 사용해 집니다
해
O
더
G
2
이
한맛
깨끗

*평균 필터 수명. 실제 필터 수명은 수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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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은 깨끗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비교해보면 eSpring™의
장점이 더욱 드러납니다
eSPRING™ 정수기

아래 같은 이유로 오염될 수 있는
수돗물에서 140가지 이상의 잠재적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eSpring™ UV 정수기

처리 방법
맛과 냄새 개선 효과
투명도 향상

칼슘, 마그네슘, 불소같은 유익하고
자연 발생적인 미네랄 보존

지하수 오염

살충제 및 제초제와 같은 화학 물질이 자연수와
섞여 지하수를 오염시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해 물질 파괴/
제거/감소 효과
평균 필터 수명

품질보증/워런티

Kinetico®† K5 드링킹
워터 스테이션

2스텝 올인원 카트리지가 포함된
UV 램프/카본-블록 필터

역삼투압/다중 필터

예

예

예

예

예

옵션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가능

• 박테리아의 99.9999%
• 바이러스의 99.99%
• 크립토스포리디움과 람블편모충
포낭의 99.99%
최고 1,320갤런 또는 1년(필터
수명은 사용하는 방법과 수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20일 고객 만족 보장‡;
3년 제한적 보증

• 박테리아의 99.99999%
• 바이러스의 99.99%
(선택적 Purefecta® 가드
필터가 있는 경우)
다양함 - 매년 교체 권장
10년 제한적 보증

정수 처리 부산물

도시 정수 기관에서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화학 물질이 섞일 수
있습니다.

eSpring™ 정수 시스템은 미국 수질 협회
(Water Quality Association)가 우수
소비자 정수 처리 제품에 수여하는
“골드 씰(Gold Seal)”을 받았습니다.

NSF 인터내셔널은 50년 이상 공중 보건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독립된 제품
검사기관입니다. 실험을 통해 eSpring™ UV
정수기가 NSF/ANSI 표준 42, 53, 55B, 401 및 NSF
Protocol P477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증했습니다.

ETL 인증 마크는 북미 전기 안전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임을 입증합니다. eSpring™
정수기는 UL Standard 60335-1 및 CAN/
CSA-IEC-E60335-1을 준수합니다.

파이프 부식

오염 물질은 갈라진 파이프를 통해서,
또는 파이프 재질 자체에서 물과 섞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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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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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inetico의 가격은 2020년 3월 http://www.kinetico.com/KineticoSystems/DrinkingWaterSystems.aspx와 h2ahh.com을 참고.
†Kinetico®은 Kinetico,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제한 및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에서 ‘고객 만족 보장(Satisfaction Guarantee)’을 검색하세요.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35

집에 꼭맞는
eSpring™ 정수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설치가 쉽습니다

싱크대 상부형 모델

싱크대 상부형 모델은 수도 꼭지에 나사로
간단히 장착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주방
수도 꼭지에 부착합니다.
100188

l 1042.00달러

스캔해 보세요

ESPRING ™ UV 시스템을 위한 카트리지

eSpring™ 정수기
작동 원리

eSpring™ UV 정수기 교체용 카트리지
(UV 테크놀로지 사용)

특허 받은 카본-블록 필터‡는140여 가지의 잠재적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면서 동시에 이로운 미네랄은
통과시킵니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낭종을 야기하는 수인성 질병
99.99%를 제거하는 UV 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100186

보이지 않아서 깔끔한 모델
싱크대 하부형 모델

3가지 방식의 모델 제공:

l 208.00달러

싱크대 하부형 모델로

공간을
절약하세요

현대식 주방의 경우 eSpring™ 보조 포셋 키트가 포함된
싱크대 하부형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100189

l 1042.00달러

110720

l 1042.00달러

기존 포셋을 사용하거나 아이스 메이커에 연결하려는 경우
싱글 라인 포셋 키트가 있는 하부형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옛날 모델이라도 문제없습니다

일반 주방의 경우 디자이너 폴리시드 크롬 포셋 키트가
포함된 하부형 모델을 선택하십시오.
118384

eSpring™ 카본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
교체용 카트리지

l 1208.00달러

이로운 미네랄은 통과시키면서 건강에 해로운 140여
가지의 잠재적인 불순물은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eSpring™ 카본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현재 판매 안함).
110194

PayPal™ Credit은 99달러 이상을 구매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액을 완납하면 이자를
물리지 않는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카드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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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ring™ 보조 포셋 키트
포함 싱크대 하부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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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를
팁: 하려면 필터
가
문
보장

전

.
을
니다
한물
깨끗 체해야 합
교
매년

eSpring™ 디자이너
포셋 옵션

†PayPal은 6개월 내에 구매 금액을 완납하지 못 할 경우, 구매 금액이 포스팅된 날로부터 이자를 적용시키며 귀하의 어카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PayPal 측의
신용 조회 승인요구나 다른 기타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ypal.com/credit 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한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Visa®는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의 등록상표이며, Mastercard®는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의 등록상표이며, American Express®
는 American Express Marketing & Development Corp.,의 등록상표이며, Discover ®는 Discover Financial Services의 등록상표입니다.

l 100.00달러

‡미국. 특허 번호 6,368,504.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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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기가
삶의 질을 높입니다

Atmosphere Sky™ 공기 정화 시스템으로 깨끗한 공기를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공기 중 알레르겐과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음식 냄새, 애완동물 및 곰팡이 같은 불쾌한
냄새를 줄이고 정화합니다.

깨끗한 공기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AmwayUS로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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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 오염도가 실외보다 최대
5배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30~40%

미국인들은 알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5%

알러지가 있습니다

곰팡이

바이러스

앞선 테크놀로지가
좋은 공기를 만듭니다

3중 필터 시스템
헤파(HEPA) 및 카본 필터가 RFID
테크놀로지와 통합하여
Atmosphere Sky™ 유닛과
지속적으로 통신합니다.

미국인들은 애완동물

비듬

인텔리플로우
(INTELIFLOW)
더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내는
독특한 내부 공기 순환 시스템.

냄새

1. 예비 필터
공기중에 떠다니는 커다란 섬유와
머리카락, 보풀을 잡아냅니다.
2. 헤파 필터
알레르겐, 박테리아, 진균,
바이러스, 곰팡이, 석면과 같은
작은 입자를 제거합니다.

3. 카본 필터
연기, 음식 냄새, 애완동물의
냄새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오존을 감소시켜 줍니다.

입자 센서가

실내 공기의 질을
모니터링합니다

최적화된 공기의 경로
공기의 흐름을 최적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모터 하우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ATMOSPHERE SKY ™ 공기 정화 시스템은:

•필
 터를 통과하는 공기에서 300여 가지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 여과율이 99.99%입니다 - HEPA보다 우수합니다.**

•사
 람의 머리카락보다 30,000배 더 작은 입자까지 걸러냅니다.

3
2
1

*미국 환경청(EPA)의 2018년 7월 보고에 따르면,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오염도가 5배나 더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tmosphere Sky™ 공기 정화 시스템은 최대 465스퀘어피트의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 전체의 공기 정화에 사용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미립자 제거 성능은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된 테스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2020년 3월 실시한 인터넷 조사에 따르면 공기 중 알레르겐의 99.99%를 제거하고, 필터를 통과하는 공기로부터 0.0024마이크론 크기의 작은
불순물도 제거합니다. 헤파(HEPA) 표준은 99.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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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으로 조절하는
깨끗한 공기

깨끗한 공기 현명한 선택
ATMOSPHERE™
커넥트 앱

Atmosphere Sky™ 고객 맞춤형 앱은
여러분이 실외에 있을 때에도 실내의
공기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ATMOSPHERE™ 커넥트 앱을
지금 다운로드하려면 여기를
스캔하세요

Atmosphere Sky™ 공기 정화 시스템

정화 시스템

향상된 ‘연결성’
음성 작동 기능

Amazon® Alexa®† 음성 명령으로 쉽게 작동
합니다.

리모콘 조절

전원을 켜거나 끄고 팬 속도 또는 모드를
조절할 수 있고 실내 공기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특징
필터 수명
정화 능력

공기의 질 모니터링

실내 공기 상태 확인
하루 24 시간 실내 공기 상태를 트래킹합니다.



유닛과 필터 등록
 연장 가능한 품질 보증 혜택을 받으세요 –
등록하는 데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필터 수명 및 구입
앱에 필터 교체 시기 알림 기능이 있고 교체
필터 구입 링크로 바로 연결됩니다.

†Amazon® 및 Alexa®는 Amazon Technologies,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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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스테이지 시스템: 헤파
‡
(HEPA) , 카본

• 먼지 오염 감지기
• 5단 풍량 속도 조절
• AHAM AC-1 인증

• 3단 풍량 속도 조절
• AHAM AC-1 인증

465평방 피트 면적

775평방 피트 면적

‡

에너지 소모

• 0.1마이크론 크기의 미세한 공기
중 입자를 99.97% 포착
• 악취, 담배 연기, 지저분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성화

예비 필터: 필요에 따라 세척을 위해 분리 가능
‡
헤파(HEPA): 1~3년
‡
카본: 4개월~1년

헤파(HEPA): 6개월
카본: 6개월

2와트~50와트

15와트~100와트

외부 공기 상태 확인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실외 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닛 및 필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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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필터 시스템: 예비 필터, 헤파(HEPA) ,
카본

• 필터를 통과하는 공기 중 존재하는
0.0024마이크론 크기의 입자를 99.99%
까지 제거, 300여가지 오염 물질 제거
• 연기, 음식 냄새, 애완동물,
포름알데히드 등의 냄새 감소

장점

Blueair®* Classic 605

Atmosphere Sky™ 공기 정화 시스템은 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브리티시 알러지 파운데이션
실(BAFS) 승인. 특정 알러지
노출 감소 인증.

ENERGY STAR®‡‡ 는 EPA
(미환경청) 소유의 등록 마크로
정식 등록돼 있습니다. ENERGY
STAR®는 에너지 효율성을 원할 때
꼭 선택해야 할 마크입니다.

가정용품 생산자 협회
(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rs)
신선한 공기 전달율 공인
(Clean Air Delivery Rate
Certification).

*경쟁사 정보는 2020년 3월 Blueair® 웹사이트에서 인용. Blueair® 는 Blueair AB의 등록 상표입니다.
‡HEPA =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의 수명은 실내의 오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 정도, 속도, 실내 상태에 따라 대부분의 경우
1년~3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ERGY STAR는 미연방정부에 트레이드 마크로 정식 등록돼 있습니다.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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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숨쉬는
공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헤파(HEPA) 필터

공기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

카본(냄새 제거) 필터

헤파(HEPA) 필터

카본(냄새 제거) 필터

Atmosphere Sky™ 공기 정화 시스템

3중 필터 시스템이 필터를 통과하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300여 가지 오염 물질을 99.99% 제거하고
냄새도 없앱니다. 다음과 같은 부품이 포함됩니다:
• 세척 가능한 예비 필터
• 교체 가능한 헤파(HEPA) 필터
• 교체 가능한 카본 필터

120539

Atmosphere Sky 교체 필터
™

Atmosphere Sky™ 공기 정화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l 1472.00달러

시청하세요

가장 작은 유해 입자도
효과적으로 제거

Atmosphere Sky
공기 정화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2

120541 교체용 카본(냄새 제거) 필터/
††
4~12개월 사용

136.00달러

113.00달러

+3

=

최고 5년간 제한적 품질 보증
년간 추가 품질
보증 가능. 단
필터를 제 때
교환했을 경우‡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mway.com/Atmosphere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을 참고하세요

101078 교체용 헤파 필터/
††
1~3년 사용

118040 교체용 카본(냄새 제거) 필터/
††
4~12개월 사용

95.00달러

††평균 필터 수명. 실제 필터 수명은 공기의 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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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Atmosphere™ 공기 정화
시스템에만 해당됩니다.

교체용 헤파 필터는 공기 중 오염 물질을
제거합니다. 교체용 카본 필터는 냄새와 화학
물질을 줄입니다.

5

품질 보증 연장이 가능합니다

년간 제한적
품질 보증

Atmosphere™ 교체 필터

120540 교체용 헤파 필터/
††
1~3년 사용

163.00달러

™

300가지 이상의 오염 물질을 걸러냅니다

|

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년간 제한적 품질
보증 가능

PayPal™ Credit은 99달러 이상을 구매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액을 완납하면 이자를
물리지 않는 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카드도 받습니다.

†PayPal은 6개월 내에 구매 금액을 완납하지 못 할 경우, 구매 금액이 포스팅된 날로부터 이자를 적용시키며 귀하의 어카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PayPal 측의 신용 조회 승인요구나 다른 기타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paypal.com/credit 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한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Visa®는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의 등록 상표이며, Mastercard®는 Master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이며,
American Express®는 American Express Marketing & Development Corp.,의 등록 상표이며, Discover ®는 Discover Financial Services의 등록
상표입니다.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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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솔루션

내 자신과 주위 환경이 쾌적하면 삶은 더욱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집니다.

Artistry™ 제품군, 식물 성분을 사용하는 Nutrilite™는 피부를 개선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Nutrilite™

건강 보조제와 XS™ 제품군은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여 최고의 기분을 느끼고 모험에 활력을 불어넣는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진정한 생활의 솔루션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Amway.com에서 모든 솔루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RTISTRY ™ | NUTRILITE™ | 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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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아침, 청소로
시작? 글쎄... 리워드?
OK!

건강한 가정에 대한 열정을
수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Amway™ 건강 가정용품이 가족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열정을 고품질 제품을 판매하는
맞춤형 비즈니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열정을 수입으로 바꿔보세요!

이제 청소 용품으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AmPerks™에 가입하고 Amway 제품 구입에 대한 리워드를 받으세요.

여기를 스캔하세요
열정을 수입으로
바꾸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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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워드가 기다립니다!
여기서 가입하세요.
Amway.com/AmPe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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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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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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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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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way™ 제품은
주문하기 쉽습니다

180일 보장

100% 고객 만족 보장 제도*

AMWAY IBO를
통해 주문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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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인 만남을 원하면 이 카탈로그 뒷면의 IBO 전화
번호 또는 이메일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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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TTO™ 예약 주문:

‘빠르고 쉽게’ 쇼핑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원하는 Amway™ 제품의 예약 주문을 설정해 놓으면 배송을
원하는 특정 날짜에 맞춰 쉽고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AmCart 스마트 패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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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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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로든 사전 통지없이 가격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Amway.com에서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 요율:

현재 배송 요율은 Amway.com을 참조하십시오.
배송 요율은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쉬운 반품:

상세 정보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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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서비스부:

전화 800-253-6500으로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동부시간)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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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이트를 통해 ‘Amway 대화’를
나눠보세요:

Amway 제품 출시, 팁, 트릭 및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Facebook.com/AmwayUS
Twitter.com/AmwayUS
AmwayConnections.com
Instagram.com/AmwayUS
YouTube.com/Amwa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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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양식은 주문 상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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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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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way.com/Catalogs
에서 최신 카탈로그와 특별
사은행사에 관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필수가정용품
2020 | 2021

최적의건강

진정한아름다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솔루션

건강한�영양�솔루션

건강한�아름다움을�위한�솔루션

EXCLUSIVELY FROM

EXCLUSIVELY FROM

EXCLUSIVELY FROM

2020 | 2021

2020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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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는 깨끗하게
절약은 더욱 많이

Amway Home™ L.O.C.™ 다목적 클리너는 여러분이 찾는 바로 그 농축 액상 제품입니다! 물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놀랍도록 안전하고 강력한 세척 파워, 직접 경험해 보세요.

1L 제품 스프레이 보틀
20개

인체와 환경에 건강한
제품

청소 한번으로 모두
해결

Amway Home™ L.O.C.™ 다목적 와입스도 사용해보세요!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Amway IBO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문할 준비가 되셨나요? 제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까? Amway
IBO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전화번호: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소비후 재활용지 사용

우리는 모든 인쇄 용지를 재활용합니다.

EXCLUSIVELY FROM
가격은 2020년 9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가격은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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