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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영양 솔루션

EXCLUSIVELY FROM

‘좋은 영양’을 공급하는
쉽고 간편한 맞춤형 솔루션
니즈에 맞는 영양소를 채워주는 제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Nutrilite™

건강 보조제 및 영양

XS™

n* by Nutrilite™ 라인
편리한 패키지 제품
기본 제품

증상별 특화 제품

스포츠 영양 및
에너지 드링크

4

44

활력 주입

12

근력 강화

18

수분 공급

52
62

빠른 회복

여기서 시작하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영양
제품을 찾아드립니다.

n* by Nutrilite™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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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레코멘더

표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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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Key
by Nutrilite™

아래 심볼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독립 기관 인증

XS™ 스파클링 워터

19

XS™ CBD 제품

22

NSF 인증

65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 3의 독립 시험 인증기관인 NSF 인터내셔널은 Nutrilite™ 핵심 비타민과 미네랄 건강 보조제의 품질과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NSF의 테스트와 인증은 Nutrilite™ 건강 보조제가 라벨에 표시된 성분만을 담고 있으며 유해한 수준의 오염 물질은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사실, 업계 전문가들은 NSF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건강 보조제를 선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제공한다는 우리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XS 프로틴 포드

19

™

Nutrilite™ 마이 팩

46

Nutrilite™ 비타민 B 듀얼 액션

*

코셔 인증

코셔 낙농
제품

할랄

오소독스
유니온

글루틴 프리
(무첨가)

채식주의자

유제품 프리
(무첨가)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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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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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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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영양소,
나를 변화시키다
우리는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날이 있을 때, 그리고 휴식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위해 준비돼 있습니다.
준비된 영양, n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무엇이며 그 제품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나요?

#nbynutri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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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n* by Nutrilite™ 제품
자세히 알아보기

햇빛이 주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

n* by Nutrilite™ 레이즈 포 데이즈 –
써니 비타민 D 젤리 식이 보조제

‘햇빛 영양소’ 비타민 D와 기분을 북돋아 주는
사프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124504 30회 서빙 분량

햇빛 부족으로

l 16.50달러

일부 업체는 제품에
글루코스 시럽을
사용하지만, n* by
Nutrilite™의 모든 젤리
제품은 유기농 사탕수수
설탕으로 단맛을 냅니다.

n*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브랜드입니다

n* by Nutrilite™ 레이즈 포 데이즈 –
써니 토피컬 에센셜 오일 블렌드

인한 필요한
성분을 보충합니다.†

베르가못, 오렌지, 레몬을 특별 배합하여 즐거운
하루와 행복감, 균형감을 선사합니다.

124561 10mL

l 20.00달러

n* by Nutrilite™ 사용 후기는 Amway.com/nbynutrilite에서 확인하세요.

집중력 향상을 돕습니다†

한숨 편하게 주무세요

n* by Nutrilite™ 스윗 드림즈 –
슬립 젤리 식이 보조제

멜라토닌과 패션 플라워 성분이 좋은 숙면을
돕습니다.†

124506 30회 서빙 분량

l 16.50달러

n* by Nutrilite™ 스윗 드림즈 –
슬립 토피컬 에센셜 오일 블렌드

라벤더, 일랑일랑, 오렌지 오일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성분이 평온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124562 10mL

l 20.00달러

편안하게 꿈나라로
안내합니다.†

n* by Nutrilite™ 슬레이 더 데이 –
포커스 젤리 식이 보조제

뇌 건강을 지원하는 비타민 B6와 B12, 인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탠저린 레몬 맛.

124556 30회 서빙 분량

n* by Nutrilite™ 슬레이 더 데이 –
포커스 샷 식이 보조제

인삼, 비타민 B6, B12, 포커스 블렌드 성분을 함유한
스트로베리 레모네이드 맛 음료입니다. GMO‡ 성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24557 샷 9개, 각 3fl.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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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7.00달러

n* by Nutrilite™ 포커스! –
토피컬 에센셜 오일 블렌드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로즈마리의 고유한 혼합물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124560 10mL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l 16.50달러

l 20.00달러

‡GMO(유전자 변형 식품) 성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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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by Nutrilite™
제품과 함께하면
놀라운 일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보호하세요

n* by Nutrilite™ 고 쉴드 –
면역 젤리 식이 보조제

면역력을 지원하는 엘더베리, 비타민 C와 아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4555 30회 서빙 분량

l 16.50달러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으세요

음악이
변화시킵니다

n* by Nutrilite™ 레스 스트레스, 모어 예스 –
릴랙스 젤리 식이 보조제

때때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천연 아미노산인
L 테아닌†과 진정 효과가 있는 레몬 밤†이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악은 행복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차분함,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n* by Nutrilite™와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제품 뒷면에 있는
Spotify ® 코드를 스캔하여
음악을 즐겨보세요.

124505 10mL

l 16.50달러

긴장을 풀고 휴식이 필요할 때

n* by Nutrilite™ 테이크 어 섹 – 스트레스 + 슬립 티

히비스커스, 라벤더, 카모마일이 어우러진 맞춤형 혼합물이
평온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124559 티백 25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곤충은 사람의 몸에
유익합니다. 콤부치-야!에
함유된 이 성분은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l 11.50달러

장이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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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분을 유지하도록 장에서 활동하는 좋은
균 500M CFU 함유.† GMO‡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7개의 패션 프루트-코코넛과 7개의
파인애플‑진저 스틱 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4558 스틱 팩 14개

l 20.00달러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GMO(유전자 변형 식품) 성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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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의 시간,
필요한 영양소를
제때 공급합니다
XS™ 제품은 모든 모험에 활력을 더해주고
에너지와 수분을 공급하며, 근력 강화와 회복
효과를 선사합니다.
활력 주입
수분 공급
다음 모험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많은모험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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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 강화
빠른 회복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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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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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 인텐스 프리-워크아웃
부스트에 대해 알아보기

운동에만 집중하세요

XS 에너지+포커스 식이 보조제
™

운동할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구력과 집중력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신속한 회복을 위해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지원합니다.†

도전에 필요한
에너지와 모험에
필요한 힘

107846 30정

10정 블리스터 3팩

l 18.00달러

101593 60정

풀사이즈 보틀

오래 지속되는 활력과 에너지
XS 에너지 바
™

GMO가 아닌‡ 순수 성분이 에너지와 활력,
퍼포먼스, 회복력을 유지해 줍니다.† 단백질이
9~12g 함유되어 있습니다.

110845 블루베리 크런치
110378 초콜릿 칩

110379 피넛 버터 크런치
바 12개

l 28.00달러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전자 조작(GMO)을 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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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31.00달러

에너지 레벨이 올라갑니다

XS 인텐스 프리-워크아웃 부스트 식이 보조제
™

CarnoSyn ® †† 베타알라닌 3.2g과 로디올라
혼합물이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110371 시트러스 버스트 스틱 팩
12회 분량

l 27.00달러

110372 시트러스 버스트 터브

30회 서빙 분량

l 46.00달러

††CarnoSyn®은 Natural Alternatives
International,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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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파워를 공급하는
에너지 드링크

시청하세요

XS™ 인텐스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에너지 100%, 설탕 0%!™
XS™ 에너지 드링크

다음 모험을 위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캔 하나당 카페인
80mg, 비타민 B 메가 도스, 탄수화물 1~2g을 함유하여 열량이 10칼로리**
에 불과합니다.

284735 블랙 체리 콜라

284733 카페인 프리 크랜베리-그레이프
284729 시트러스, 284738 클래식

12가지
놀라운 맛

284728 크랜베리-그레이프, 284731 레몬
284740 나란자, 284734 루트 비어
284737 와일드 베리, 284739 서밋

293052 타마린도, 284730 트로피컬
124652 버라이어티 케이스‡

8.4fl.온스 캔 12개

l 24.00달러*
힘찬 하루를 위한 활력 에너지를 한 캔에!
XS™ 스파클링 주스 에너지

필요한 모든 에너지에 25% 천연 과일 주스, 일일 비타민
C 권장량의 200%를 함유하고 있으며 당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293053 카페인 프리 망고 파인애플 구아바
293054 드래곤 프룻
284742 망고 파인애플 구아바
284741 핑크 그레이프 프룻

평범함을 거부하다

8.4fl.온스 캔 12개

XS™ 에너지 카페 모카

맛 좋은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커피, 80mg의 천연 카페인과
비타민 B군으로 하루의 활력을 북돋아 줍니다.

286159 8fl.온스 캔 12개

l

XS™ 에너지 카페 모카는 실제
커피, 우유 및 코코아, 7g의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예치금법이 있는 주에서 이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치금이 가격에
추가됩니다. 예치금에 대한 정보는 Amway.com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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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 주스 & 번 버라이어티 케이스

124651 8.4fl.온스 캔 12개

33.00달러*

알고 계십니까?

l 24.00달러*

l 26.00달러*

칼로리를 불태우는 하이 퍼포먼스
XS™ 에너지 + 번

카페인 80mg과 비타민 B 메가 도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100mg 이상, 아쉬와간다 추출물
125mg을 함유한 하이 퍼포먼스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293055 블러드 오렌지
284736 스트로베리

8.4fl.온스 캔 12개

10칼로리

당분 무첨가

l 28.00달러*

*예치금법이 있는 주에서 이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치금이 가격에 추가됩니다. 예치금에 대한 정보는 Amway.com에서 확인하십시오.
**맛에 따라 양이 다릅니다. 모든 영양정보는 Amway.com에서 확인하십시오. 10칼로리와 0 탄수화물은 8온스 XS™ 블랙 체리 콜라와 와일드 베리에 해당합니다.
‡맛과 종류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15

곧 출시 예정
모험을 도와주는 ‘버블 수분 공급’

XS™ 스파클링 + 전해질 스파클링 워터

칼로리와 당분을 첨가하지 않은 신선하고 상쾌한
스파클링 워터로 수분을 공급하고 전해질을
보충하세요.

300548
300549

m에서
세요
Amway.co
터’를 검색하
워
링
클
파
‘스

300550

12fl.온스 캔 12개

l 18.00달러

혜택

새로운 XS™ 스파클링 + 전해질
스파클링 워터는 마그네슘과 칼륨
일일 권장량의 5%를 함유하여
손실된 영양을 보충해 줍니다.

운동 전후
운동 중에
최적의
수분 공급

‡

이동 중에도 쉬운 전해질 섭취
XS™ 스포츠 트위스트 튜브

비타민 B, 셀레늄, 5g의 당분을 함유한 신선한 맛의 수분
전해질 보충제만 있으면 어떤 종류의 모험이든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110389 레몬 라임
110390 프룻 펀치

튜브 20개

알고 계십니까?

l 16.00달러
업계 리드
경쟁사 대비
10% 적은 당분*

운동 중에는 최대 47.3
온스의 물이 땀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중에는
반드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손실된 전해질 보충을 돕습니다

XS™ 코코워터 하이드레이션 드링크 믹스

12% 코코넛 워터, 활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B, 비타민 A, C, E와
같은 항산화제를 함유하여 기운을 북돋아 줍니다.

110601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110631 파인애플 코코넛

패킷 12개

l 23.00달러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치금법이 있는 주에서 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예치금이 가격에 추가됩니다. 예치금에 대한 정보는 Amway.com에서 확인하십시오.
*자료출처: BodyArmor SuperDrink®** – drinkbodyarmor.com – 2018년 11월.
**BodyArmor SuperDrink®는 JPMorgan Chase Bank, N.A.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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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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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과 근력 강화를
원한다면

알고 계십니까?

XS™ 프로틴 포드는 휴대가
가능하며 쉐이커 컵에
음료를 넣어 깔끔하게
용해시킬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편리하게 단백질 파우더 섭취
XS™ 프로틴 포드

분리 웨이 프로틴(whey protein) 20g과
BCAA** 4.4g 함유로 지방 없이 순수 근육 형성을
돕습니다.† 90칼로리의 키토 친화적 포뮬러로
글루틴, 락토스, 대두 성분이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분 무첨가

지방 0%

300855 바닐라
300856 초콜릿

포드 16개

l 32.00달러

곧 출시 예정
순수 근육 생성을 돕는 상쾌한 스파클링*,†

XS™ 스파클링 + 머슬 멀티플라이어*,† 스파클링 워터

혜택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특허받은 방식으로 혼합해 순수 근육
생성을 돕는 3.6g의 XS™ 머슬 멀티플라이어*,† 1회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25칼로리 음료로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습니다.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수
단백질 포뮬러로 락토스와
글루틴을 함유하지 않으며 키토
(keto) 친화적입니다.

300551
300552

12온스. 캔 12개‡

m에서
Amway.co
세요
터’를 검색하
‘스파클링 워

*규칙적인 근력/저항력 운동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이요법을 병행할 경우.
**분지사슬 아미노산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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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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근육의 형성과 회복 지원
XS™ 스포츠 프로틴 바

†

인공 색소, 향료 또는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은
글루틴 프리 성분으로 20g의 유장과 카세인
단백질을 함유합니다. 운동 도중 및 전후에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간식입니다.

110385 초콜릿 피넛 버터

110386 초콜릿 베리 블라스트
12개

혜택

특허받은 블렌드가 3.6g
의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몸속으로 전달해
순수 근육을 만들도록
돕습니다.*,†

근육 형성 및
회복을 위하여

l 30.00달러

근육을 위한 단백질 스낵
XS™ 프로틴 크리스프

순수 천연 원료에 12g의 고품질 완두콩 단백질을
혼합하여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스낵입니다.

지방 없는 순수 근육 형성을 지원*,†

110627 바비큐

운동 전이나 후, 또는 운동 중에 섭취하여 기량을
높여주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글루틴 프리, GMO 성분 사용 안 함‡, 당분 무첨가,
락토스/유제품 무첨가.

XS™ 머슬 멀티플라이어*,†
필수 아미노산 건강 보조제

110628 스리라차 라임

12회 분량(1.5온스 백)

l 31.00달러

110862 드래곤 프룻 터브
110847 와일드베리 터브

30회 서빙 분량, 6.8온스/192g

언제 어디서나 지방 없이
순수 근육 형성 지원

XS™ 스포츠 프로틴 쉐이크

유장 및 카세인 단백질 25g과 당분 1g을 함유한
맛있고 간편한 음료입니다.

110370 바닐라 크림

l 45.00달러

시청하세요

XS™ 머슬 멀티플라이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110369 리치 초콜릿

쉐이크 12개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GMO(유전자 변형 식품) 성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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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을 참고하세요

|

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l 40.00달러
*규칙적인 근력/저항력 운동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이요법을 병행할 경우.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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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요구하는
빠른 피로 회복

알고 계십니까?

XS™ CBD 제품에는
풀 스펙트럼의 헴프씨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미카 몬타나,
멘톨, 알로에 베라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더욱 빠르게 더욱 시원하게
XS™ CBD 쿨 스프레이

최대 2시간
지속되는 효과

빠르게 작용하는 스프레이로 피부를 시원하게
진정시켜 줍니다. CBD 250mg을 함유합니다.

296498 2fl.온스

l 55.00달러

시청하세요

XS™ CBD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운동 후 빠른 회복 지원
XS™ CBD 크림

피부를 진정시키고 지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CBD 300mg을 함유합니다.

따뜻하게 진정시킵니다

296753 2온스

l 55.00달러

:
가 팁 운동
전문한 활동이나에
격렬 운동 중
및
전후 세요.
하
사용

XS™ CBD 프로 크림

닿는 즉시 피부를 따뜻하게 진정시켜 줍니다.
CBD 400mg을 함유합니다.
300323 2온스

l 65.00달러

상식과 사실

모든 XS™ CBD 제품은
피부과 전문의와 알러지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안전 및 품질 기준의
경우 독립 기관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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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곧 출시 예정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스파클링 워터
XS™ 스파클링 + 마그네슘 스파클링 워터

글루코사민과 마그네슘 일일 권장량의 10%가 함유되어 있으며,
제로 칼로리의 당분 무첨가 음료로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00553

혜택

마그네슘이 근육의 건강
유지를 도와줍니다.†

더욱 빠르고
신속한 회복을
원한다면

300554

터
‘스파클링 워
서
에
요
m
o
세
.c
하
y
Amwa g water)’를 검색
n
li
rk
a
(sp

12fl.온스 캔 12개

지친 근육의 회복을 위하여†

XS™ 포스트-워크아웃 리커버리

근육 글리코겐 형성을 통해 근육 회복을
지원합니다.† Nutrilite™ 인증 강황과
글루코사민의 조합으로 관절 건강을 지원합니다.†

110374 체리 레모네이드

20회 서빙 분량

l 46.00달러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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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l 22.00달러

알고 계십니까?

XS™ 포스트-워크아웃
리커버리는 타르트와
아세롤라 체리 추출물로
만들어집니다.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25

각 스텝마다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체중 관리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BodyKey by Nutrilite™ 제품은 훌륭한 맛과 균형
잡힌 영양으로 체중 관리를 지속적으로 도와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체중 감량 목표
달성을 도와주나요?

#mybody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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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하나에
영양식 16회 분이
들어 있습니다.

포만감을 주는 맛있는 쉐이크

다운로드하세요

BodyKey by Nutrilite™ 식사 대용 쉐이크

개별 디지털 코칭을 위한
BodyKey™ SmartLoss™ 앱

허기를 달래주는 맛있고 부드러운 쉐이크입니다.
하루 한두 끼 식사를 쉐이크로 대체해 보세요.
단백질 20g, 25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합니다. 글루틴 프리, 대두(콩) 무첨가.

122276 초콜릿

이동 중에도
즐기는 맛 좋은
식사 대용 옵셥

122277 프렌치 바닐라
122278 스트로베리

16회 서빙 분량 터브

l 50.00달러

122949 초콜릿

122950 프렌치 바닐라
122951 스트로베리

싱글 서빙 패킷 14개

l 52.00달러
까? ™
십니 artLoss
계
이
고 ™ Sm

알

식
y
든음
yKe
Bod 는 이 모
에
.
식단 습니다
있
들어

휴대가 편리한 맛 좋은 바

BodyKey by Nutrilite™ 식사 대용 바

식욕을 채워주는 몸에 좋고 맛 좋은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스낵 또는 식사대용 바입니다. 글루틴 프리.

110274 카라멜 쿠키 도우

110275 믹스드 베리 크리스프
110276 초콜릿 브라우니

저탄수화물* 식사 대용 옵션

110277 카라멜 피넛 버터

BodyKey by Nutrilite™ 저탄수화물* 식사 대용 바

110828 블루베리 앤 요거트

균형 잡힌 영양 바로 GMO‡ 성분 없이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글루틴 프리.

110835 쿠키 앤 크림

바 14개

l 42.00달러

290761 시나몬 스월

290762 세이버리 아몬드 및 씨드
바 14개

l 42.00달러

*탄수화물 함량=총 탄수화물-식이섬유-설탕 알코올
‡GMO(유전자 변형 식품) 성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Amway.com/BodyKey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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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잡힌
식생활을 돕는
스낵과 차

홀그레인이 22그램

BodyKey by Nutrilite™
홀 그레인 토띠야 칩

참깨, 아마씨, 치아씨가 혼합된 쌀 반죽으로
만들어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스낵입니다.

오메가 3 및
오메가 6 총

1650MG 함유

110339 서빙 18회 분량(1.5온스 백)

l 36.00달러

음료수를 대신할 유기농 대체 음료
BodyKey by Nutrilite™ 우롱 녹차

미량의 카페인 성분을 함유하여 일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돕습니다. 제로 칼로리.

110341 박스당 티백 100개

l 25.00달러

중
실: 리 조절은 체
사
과
로

상식조절과 칼니다.

공복감을 줄여주는 편리한 스낵

BodyKey by Nutrilite™ 슬림 팝콘

분량 핵심입
의
관리

녹차 추출물을 살짝 첨가한 짭짤하고 맛있는
스낵입니다. 글루틴 프리. 섬유질 3g. 0.7온스
봉지당 110칼로리.

285369 싱글 서빙 파우치 24봉지

l 45.00달러

시청하세요

BodyKey™
SmartLoss™에 대한
정보 알아보기

몸에 좋은 유기농 허브 블렌드

BodyKey by Nutrilite™ 툴시 및 카모마일 차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으며 진정 효과가 있는
제로 칼로리 식물성 허브 차입니다.

282063 박스당 티백 25개

l 9.00달러

단백질 7그램

BodyKey by Nutrilite™
제스티 프로틴 스낵

맛있는 짭짤한 스낵입니다. 글루틴 프리,
대두 무첨가. 1온스 봉지당 120칼로리.

282064 14회 서빙 분량(1온스 백)

l 30.00달러

자세한 내용은 Amway.com/bodykey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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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감량을 직접 돕습니다†

Nutrilite™ Slimmetry™ 식이 보조제

칼로리를 낮추는 다이어트와 운동 프로그램을 병행할 경우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고 건강한 허리라인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GreenSelect®** 파이토좀 무카페인
녹차 추출물은 다이어트와 운동을 병행할 때 체중 감량을
도와줍니다.†

117085 60정

l 31.00달러

원활한 신진대사 지원

†

Nutrilite™ 글루코스 헬스 건강 보조제

건강한 글루코스 레벨을 지원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
능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합니다.† 잠재적으로 인슐린 저항의 위험을
줄여주고,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A8600 120 캡슐

:
가 팁섬유질 만감을
문
전 함께
포
.
와
하면
식사 를 섭취 줍니다
더 도움을
우
파
는데
느끼

체중 관리와
건강한 다이어트,
우리가 돕겠습니다

l 33.00달러

††소규모 연구에 따르면 크롬 피콜린산은 인슐린 저항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2형 당뇨병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FDA는
크롬 피콜린산과 인슐린 저항 또는 2형 당뇨병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불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장 미생물도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Nutrilite™ 파이버 파우더

음식에 섬유질을 추가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3가지
천연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을 통해 장내에 좋은 박테리아를
제공하고 포만감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음식에 뿌리거나
음료에 섞어서 사용하기에 좋은 부드러운 무미 파우더.

102736 스틱 팩 30개

l 28.00달러

스캔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건강
보조제를 찾는 방법
탄수화물의 소화를 억제합니다†
Nutrilite 카브 블로커
™

몸 안의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을 배출시키지 않으면서
단당과 복합 탄수화물의 소화 작용을 억제합니다.†

100193 90정

l 33.00달러

CLA가 근육이 아닌
지방을 줄입니다†
Nutrilite™ 린 머슬

저칼로리가 식이요법과 중간 수준의 신체 활동을 병행할
경우, 체지방을 줄이고 순수 근육 유지를 지원하는 필수
지방산인 공액리놀레산(CLA)을 제공합니다.†, ‡

100280 소프트젤 180개

l 49.00달러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GreenSelect®는 Idena S.p.A.의 등록 상표입니다.
‡당뇨병, 저혈당을 포함한 의학적 질병을 있는 분은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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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과학이
만났습니다

Nutrilite™ 브랜드는 식물 기반 영양소의 힘으로 식생활의 영양
불균형을 채움으로써 건강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줍니다.

6,000에이커가 넘는 자체 유기농 농장
Nutrilite™는 인증된 자체 유기 농장에서 식물을 재배,
수확, 가공하는 유일한 세계적인 비타민 식이 보조제
브랜드입니다.*

Nutrilite™ 건강 보조제는
식물 기반 영양소의 힘을
활용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전 세계에 190건이 넘는 특허와 출원 특허 보유
Amway 과학자들은 정확한 공식을 바탕으로, 최고의
보조제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문제, 예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Amway는 영양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위해 식물
영양소로 품질을 강화한 최초의 미량 영양소 보조제를
개발했습니다. 5가지 캠페인의 Nutrilite™ Power는 15
개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Nutrilite™ Little
Bits™의 형태로 필수적인 일일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Euromonitor International Limited, www.euromonitor.com/amway-claims.
제품과 성분은 유기농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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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자신 또는 가족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Nutrilite™ 브랜드는 제품의 모든
성분을 추적하여 순수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제품을 만듭니다.
농작물 추적 과정 –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시청하세요

Nutrilite™ 농작물 추적 과정

순수

우리의 농장은 유기농†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합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직 Nutrilite™ 브랜드만이
모든 식물 성분을 씨앗에서
건강 보조제에 이르는
9단계 과정에 걸쳐
추적할 수 있습니다.

Amway는
입증된 품질로
신뢰를 얻습니다

효과가 입증된 영양 성분

각 식물에 출생 증명서를 제공하고
영양소의 양을 꼼꼼하게 유지하므로
원료가 순수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 결과
대부분의 Nutrilite™ 제품은 엄격한
과정으로 제품 안전을 인증하는
세계 최고의 독립 테스트 연구소
NSF 인터내셔널에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안전

매년 50만 회 이상의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모든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200회 이상 분석하고 있습니다.

*

효과

적절한 식물 성분, 적절한 수확 시간, 건강
보조제의 적절한 영양소 수준을 직접
선택합니다.

†제품과 성분은 유기농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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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필요한 건강 보조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패키지 제품

38

스캔하세요

영양 레코멘더를 통해
나에게 맞는 건강 보조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제품

마이 팩을 하나 이상 활용하여
확실한 건강 보조제를 선택하세요.
음료 인퓨저와 맛있는 웰니스 바를
통해 이동 중에도 비타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적의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와 섬유질
제품뿐만 아니라 다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 그리고
파이토뉴트리언트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마이 팩

종합 비타민

비타민 음료 인퓨저

파이토뉴트리언트

프로바이오틱스
및 파이버

웰니스 바

순식물성
단백질 파우더

오메가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MWAY.COM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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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별 특화 제품

다음으로, 특정 건강 니즈에 맞는
증상별 특화 제품을 고르세요.

시력

두뇌

에너지

소화

면역

간

뼈 및 관절

수면

남성용

심장

여성용

세포

어린이용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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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질을
제거하고

피부를
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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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

Artistry Studio™ 글로우 보스
클렌저 + 엑스폴리에이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화하면서 동시에 각질을
제거합니다.

124812 125mL

l 16.00달러

매끄럽게

메이크업을
완성시키는
기본 바탕

민감한 눈가
주위를 촉촉하게

여기를 스캔하세요!

메이크업의 영원한 친구

Artistry Studio™ 하이드로-프라임
라이트 하이드레이터 + 프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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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제품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붓기가 사라집니다

124814 50mL

l 25.00달러

Artistry Studio™ 아이 룩 레스티드 디-퍼퍼 +
브라이트너

세럼 주입식 필로우 마스크가 붓기를 줄이고 피부를
재충전합니다.

124818 미니 마스크 세트 30개

l 30.00달러

300MG CBD

성분으로 구성

선물용으로
좋은아이템

활기찬 상하이의 향기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행복한 손

Artistry Studio™ 오 드 뚜왈레 롤러볼

Artistry Studio™ 부드러운 손 크림 트리오

3가지 가벼운 향으로 하루 종일 수분을 공급합니다.

124368 30g 튜브 3개

40

l 22.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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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플로럴 향을 느끼며 다음 모험을 준비해 보세요.

124365 로터스 블러섬 앤 바이올렛
124366 넥타 블러섬 앤 포멜로
124367 플럼 블러섬 앤 바닐라 머스크
0.34fl.온스 각각

지친 피부를 진정시키세요

Artistry Studio™ 젠 데이즈 어헤드
페이셜 오일 + 300mg CBD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고 부드럽고
빛나는 피부를 유지하세요.

124815 30mL

l 38.00달러

l 22.00달러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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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는 삶,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이 다가 아닙니다. Amway.com을
방문하셔서 모든 제품을 살펴보세요.

건조하지 않은

촉촉한 손
1리터 =

28% 절약

살균과 보호를 동시에

프로 비타민 B5가 함유된 G&H Protect+™
어드밴스드 손 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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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 표면의 세균 99.99%를 죽입니다.

125056 13.5fl.온스

l

나쁜 냄새를 없애면서 손은 깨끗하게, 촉촉하게.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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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집, 행복한 가정

Pursue™ 살균 세정 농축액

다양한 가정 표면 청소, 안전하게 맡기세요.

E3878 1L/33.8fl.온스

l 10.75달러

22가지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99.9% 제거

이동 중에도

쉽고 편리하게

휴대하기 편리한 ‘깔끔 도구’

Amway Home™ L.O.C.™ 다목적 와입스

언제 어디서나 작은 생활 먼지까지 놓치지 않고 말끔히!

110485 24장 들이 4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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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활 방식에 맞는
편리한 솔루션

모든 것을 하루에 끼워 맞추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Nutrilite™ 편리한 패키지
제품은 어디서나 나에게 필요한 건강 보조제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적절한 건강 보조제를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트리라이트마아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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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NUTRILITE™
마이 팩을 찾으려면

여성을 위한 편리한 영양 패키지
Nutrilite™ 여성용 팩

뼈 건강을 위한 칼슘 공급으로 우리 몸의 내실을
기할 수 있습니다.† 피부, 모발, 손발톱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꿔줍니다.† 각 패킷에
포함된 건강 보조제:
• 데일리 종합 비타민과 종합 미네랄
• 컨센트레이티드 프루츠 & 베지터블스
•칼맥D
• 헤어, 스킨 & 네일 헬스

123372 패킷 30개

스텝 1:
올바른 기초 영양 팩을 선택합니다.

스텝 2:
특정 니즈에 맞는 맞춤형 팩을 하나
이상 고릅니다.

l 37.00달러
*

남성을 위한 편리한 영양 패키지
Nutrilite™ 남성용 팩

튼튼한 심장, 맑은 정신, 건강한 면역 체계를
돕습니다.† 각 패킷에 포함된 건강 보조제:
• 데일리 종합 비타민과 종합 미네랄
• 컨센트레이티드 프루츠 & 베지터블스
• 밸런스드 헬스 오메가
• 비타민 C 익스텐디드 릴리스

123365 패킷 30개

l 37.00달러
*

최상의 기초 영양을 제공하는 최고의 맞춤형 팩
Nutrilite™ 퍼펙트 팩

영양학적 기초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완벽한 조합의 건강 보조제. 일일 패킷에 포함된 건강 보조제:
• Double X™ 비타민/미네랄/파이토뉴트리언트 건강 보조제
• 컨센트레이티드 프루츠 & 베지터블스
• 밸런스드 헬스 오메가
• 비타민 D

123377 오전 패킷 30개, 오후 패킷 30개

l 133.00달러

부족한 기초
영양을 채워주는
쉽고 간편한 선택

여기를 스캔하세요
결정하기 어려우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똑똑하게

마이 팩에는 개인별 필요에 맞는
최적의 건강 보조제 조합이 담겨
있습니다.
• 인공 색소 무첨가
• 인공 향 무첨가
• 인공 방부제 무첨가

AmwayPromise™가 보증합니다

180일 고객 만족 보장 제도.**

*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utrilite™ 마이 팩에 포함된 건강 보조제는 별도 구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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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 2개 페이지에 등장한 모든
제품은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외 사항 및 추가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품 및 교환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mway.com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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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영양
니즈에 맞는
증상별 특화 팩

강한 심장, 건강한 심장을 위해†
Nutrilite™ 심장 건강 팩

건강 보조제가 심장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면 생활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각 패킷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트 헬스 오메가
• 하트 헬스 CoQ10
• 콜레스테롤 헬스

1년 내내 면역력을 지원합니다†

123367 오전 패킷 30개, 오후 패킷 30개

l 125.00달러

*

Nutrilite™ 면역 팩

각 패킷에 포함된 건강 보조제:
• 비타민 C 익스텐디드 릴리스
• 면역 에키네이셔

123843 패킷 20개

l 27.00달러

시청하세요

*

마이 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는 비디오

뼈가 튼튼해야 몸이 튼튼합니다†
Nutrilite™ 뼈 건강 팩

맑은 정신, 넘치는 에너지

Nutrilite™ 울트라 포커스 + 에너지 팩

장기 및 단기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각 패킷에
포함된 건강 보조제:
• 비타민 B 듀얼 액션
• Memory Builder™ 건강 보조제
• XS™ 에너지 + 포커스

123842 패킷 20개

Nutrilite™ 마이 팩에 포함된 건강
보조제는 별도 구매도 가능합니다.
Bone Guard™는 별도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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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칼슘과 비타민 D, Bone Guard™ 건강 보조제가 뼈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뼈가 칼슘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강화시키며, 노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뼈의 변화를 막아주는
주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일 패킷에 포함된 건강
보조제:
•칼맥D
• 비타민 D
• Bone Guard™ 건강 보조제

123362 오전 패킷 30개, 오후 패킷 30개

l 109.00달러

*

l 37.00달러

Nutrilite™ 마이 팩에 포함된 건강 보조제는 별도 구매도 가능합니다.
Bone Guard™는 별도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울트라 포커스 + 에너지 팩을 제외하고 본 2개 페이지에 등장한 모든 제품은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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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에도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비타민 A와 C의 훌륭한 공급원
Nutrilite 트위스트 튜브 2GO
항산화 건강
™

™

건강한 면역 체계, 눈과 피부의 건강을
증진합니다.† 망고 시트러스 맛.

110538 튜브 20개

l 23.00달러

면역 시스템을 보호하는 건강한 맛†

Nutrilite 트위스트 튜브 2GO 면역 건강
™

™

†

항산화 보호 성분으로 구성됐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B1, B2, B3 및 B6를 함유합니다.
스트로베리-키위 맛.

110855 튜브 20개

*

l 23.00달러

관절의 유연성과 활동성 지원†

Nutrilite™ 트위스트 튜브 2GO™ 관절 건강

관절 연골과 유연성을 강화시켜주는 글루코사민†
과 비타민 C를 함유하며 라즈베리 맛입니다.

110857 튜브 20개

l 23.00달러
*

*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습니다
Nutrilite™ 웰니스 바

온 가족을 위한 맛있고 휴대 가능한
간식입니다. 인공 향료, 색소, 방부제 무첨가.
GMO 원료 미사용‡, 글루틴 프리.

111045 너티 다크 초콜릿
111044 코코넛 아몬드

바 12개

l 26.00달러

다양하게 드셔 보세요

Nutrilite 트위스트 튜브 2GO™ 버라이어티 팩
™

항산화 건강용 10개, 관절 건강 및 면역 건강이 각각
5개이며, 튜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0922 튜브 20개

l 23.00달러
*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GMO(유전자 변형 식품) 성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 2개 페이지에 등장한 모든 트위스트 튜브 제품은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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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품으로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세요

사람은 저마다 다르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
영양소는 동일합니다. 이제 Nutrilite™ 기본 제품을
활용해 보세요.

매일 최상의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Nutrili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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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하세요

종합 비타민의 대명사

Nutrilite™ Double X™ 비타민/미네랄/
파이토뉴트리언트 건강 보조제

파이토뉴트리언트가
필요한 이유

건강한 심장, 두뇌, 눈, 피부, 뼈, 면역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12가지 필수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22가지 파이토뉴트리언트를 함유한 강력한
건강 보조제입니다.† 파이토뉴트리언트 스펙트럼이
추구하는 모든 색상의 천연 식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A4300

31일분

트레이에 든 모습

가장 이상적인
종합 비타민 ‘파워 팩’

l 61.00달러

*

Nutrilite™ 건강 보조제의 원료 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way.com/Traceability를 참조하세요.

알고 계십니까?

Nutrilite™ Double X™
건강 보조제에는 12가지
비타민, 10가지 미네랄,
파이토뉴트리언트
스펙트럼이 추구하는 모든
색상의 22가지 식물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Nutrilite™ Double X™ 비타민/미네랄/
파이토뉴트리언트 건강 보조제

l 59.00달러
123364 10일 분 l 23.00달러

A0244 31일 리필

*

31일분
리필

퍼팩트 팩에도 들어 있습니다.
46페이지 참조.
20개 싱글

패킷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본 2개 페이지에 등장한 모든 제품은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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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영양소가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을 보충합니다

하루 한 알로 해결합니다
Nutrilite™ 데일리

24가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및 독점
식물성 농축물

일상의 식단에서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확실하고 편리한 방법. 전체 식물 농축액 75mg
을 함유합니다. 활성 산소로부터 항산화 보호 기능을
합니다.† 여성용 및 남성용 팩에도 들어 있습니다.
46페이지 참조.

l 15.00달러
A4230 180정 l 40.00달러

124484 60정

*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은 활성 산소가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 산소의
균형을 맞추고 일부 유형의
세포 손상을 방지하므로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항산화 보호 작용†

과일과 채소
5회 이상

섭취 분량의
파이토뉴트리언트**

Nutrilite™ 컨센트레이티드 프루츠 & 베지터블스

전립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리코펜,† 눈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루테인,† 순환계 및 심장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EGCG1 및 케르세틴,† 순환계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헤스페리딘,† 장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엘라그산을
함유합니다.†
여성용 및 남성용 팩에도 들어 있습니다. 46페이지 참조.

100648 60정

l 42.00달러

*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본 페이지에 등장한 모든 제품은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Amway 는 식사를 통해 건강 및 웰빙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믿습니다. Nutrilite™ 건강 보조제는 여러분이 실제로 섭취하는 과일, 채소와,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성분들 간의 부족한 성분들을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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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으로
과 사달콤한 맛있으며
식
상
게
수
면역력과 건강한 소화력 증진†

Nutrilite™ Balance Within™ 프로바이오틱

스럽
할
.
자연 게 섭취 습니다
없
하
리
가
편
요
할필
냉장

이로운 내장 박테리아의 자연스런 체내 균형
유지와 함께 면역력과 인체 자연 방어능력을
증진시킵니다.†,‡ 5가지 균주에서 얻은 63억
마리의 생균 프로바이오틱을 함유합니다.
글루틴 프리, 유제품 무첨가, 대두 무첨가,
락토스 무첨가.

120571 스틱 팩 30개

혜택

Nutrilite 파이버 파우더와
Nutrilite™ Balance Within™
프로바이오틱을 함께 섭취하면 장에
있는 기존의 좋은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l 41.00달러

*

면역 체계와
소화기관을
함께 지원합니다

AmwayPromise™

180일 고객 만족 보장 제도.**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번 섭취하는 이
기본 제품 건강 보조제는
간편하고 맛도 좋습니다. 혀
위에 뿌리거나 찬 음식 또는
차가운 음료에 뿌려 드세요.

내장 미생물도 함께건강해야 합니다†
Nutrilite™ 파이버 파우더

음식에 섬유질을 추가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으로, 3가지 천연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을
통해 장내에 좋은 박테리아를 제공하고 포만감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음식에 뿌리거나 음료에
섞어서 사용하기에 좋은 부드러운 무미 파우더.

102736 스틱 팩 30개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계속 복용할 경우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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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8.00달러

: 사용할
가팁
전문일상 속에서스틱 팩
바쁜 휴대용
는
수 있 니다!
입
품
제

**예외 사항 및 추가 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품 및 교환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Amway.com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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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필요한
기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1회분 12.5g에는 단백질
10g과 50칼로리의
열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두뇌와 눈 건강을 지원합니다†

Nutrilite™ 밸런스드 헬스 오메가

바다 생선 3회 섭취 분량에서 얻을 수 있는 DHA와
EPA 오메가 3를 함유합니다. 기억력, 학습력, 집중력
지원.†

A8914 소프트젤 90개

l 20.00달러

*

Wellsona™ 500mg
DHA 브레인 헬스 오메가

DHA는 뇌와
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건강한 혈액 순환과 관절 운동을 지원합니다.†

110101 소프트젤 90개

지방이 적은 신체 질량을 유지†

Nutrilite™ 순식물성 단백질 파우더

이 무향 무미의 고운 파우더를 음료, 식품 또는 반죽에
추가하여 사용하십시오. 대두, 밀, 노란 완두콩에서
추출한 순식물성 기반의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 무첨가, 락토스
무첨가, 콜레스테롤 없음, 저지방.

110415 15.87온스
*

l 45.00달러

l 38.00달러

혈액 순환과 심장 기능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Nutrilite™ 하트 헬스 오메가

천연 원료를 사용한 이 식이 보조제는
최적의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EPA 오메가 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1 지방이 많은 생선에서
얻은 지방산으로 정상적인 지질 수준을
유지합니다.†

l 35.00달러

A8919 소프트젤 90개

*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
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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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1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할 경우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FDA는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있지만 이 증거가 결정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Nutrilite™ 하트 헬스 오메가 1인분은 1.8g의 EPA와 DHA 오메가
3 지방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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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영양 니즈에 맞는
증상별 특화 솔루션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고, 한 가지 건강
보조제로는 개인별 영양 격차를 모두 채울
수 없습니다. Nutrilite™ 증상별 특화 건강
보조제는 이러한 격차를 메울 수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가장 걱정되십니까?

#Nutrilit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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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도 잘 보이는 건강한 눈을 위해†
Nutrilite™ 멀티 카로틴

부는
실: , 또한 일지
를
사
과
너
으로

눈이 빛에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카로틴, 루테인 및
제아잔틴은 활성 산소로부터 눈을 보호해 줍니다.†과일
및 야채와 유사한 해조류, 야자수 오일 및 마리골드에서
추출한 천연 카로티노이드를 혼합했습니다.

109536 소프트젤 90개

상식는 즉각적 온종일 에
일부 방출돼
히
.
천천 줍니다
해
유지

l 15.00달러

맑은 정신, 또렷한
기억력과 집중력

*

잘 보이는 눈, 예리한 시력†

Nutrilite™ 비전 헬스-루테인

항산화 복합체가 활성산소로부터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건강한 망막, 황반,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빌베리와 블랙
커런트 추출물, 비타민 A, 시금치 성분을 함유합니다.

104144 62정

l 33.00달러

*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8가지 필수 비타민 B 팩†
Nutrilite™ 비타민 B 듀얼-액션

천연 스피룰리나 성분과 8가지 필수 비타민 B군, 그리고
카페인 성분없이 신체 피로를 풀어줍니다.† 8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삼키기 쉬운 정제형.†

122971 30정 블리스터 팩
110171 120정

l 11.25달러

l 35.00달러

*

나이와 상관없는 기억력, 집중력†,‡

Nutrilite™ Memory Builder™ 건강 보조제

장단기 기억력 향상을 돕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이 단기
기억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해
두뇌 보호와 두뇌 영양 공급을 최적화합니다.†

111106 60정

l 51.00달러

*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사전 임상 연구에 따르면 Nutrilite™ 독점 육종용 추출물을 6주간 매일 복용하면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회상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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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하세요

비타민 B 듀얼 액션과
9스텝 추적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본 2개 페이지에 등장한 모든
제품은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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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얻은
성분으로 인체
면역력 지원

스캔하세요

Nutrilite™ 비타민 C
익스텐디드 릴리스는 한 알로
편리하게 온종일 면역 체계를
지지해줍니다.†

신체 면역 기능 향상을 돕습니다†

Nutrilite™ 비타민 C 익스텐디드 릴리스

하루 종일 면역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 C 500mg을 함유합니다.†
레몬, 오렌지, 자몽에 들어 있는 아스코르빈산, 파이토뉴트리언트를
함유하여 활성산소로부터 항산화 보호작용.†
8시간 동안 천천히, 지속적으로 방출.

한
실: 장에서 재배
사
농
과
가

상식인증 유기비타민 C
자체 라 체리 다.**
롤
니
아세 어 있습
되
함유

l 24.00달러
180정 l 68.00달러

109745 60정

109747

*

알고 계십니까?

Nutrilite™ 비타민 C의 원료 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way.com/Traceability를 참조하세요.

Nutrilite™ 비타민 C
익스텐디드 릴리스와
Nutrilite™ 면역
에키네이셔는 면역 팩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Nutrilite™ 비타민 C
익스텐디드 릴리스는 남성용
팩에도 들어있습니다.

코가 먼저 차이를 느낍니다†

Nutrilite™ ClearGuard™ 건강 보조제

독점적인 이 천연 포뮬러는 3일 이내에 콧속을 시원하게
뚫어 호흡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아세롤라 체리, 계피,
도깨비 바늘로 구성된 고유 혼합물을 포함합니다.

102735 180정

l 21.00달러

*

인체 면역 기능을 증진시킵니다†
Nutrilite™ 면역 에키네이셔

:
사실항력 향상
과
저 †
식

상

연
다.
의자
인체 을 줍니
움
에도

순도와 식물의 수준이 보장된 이 혼합물은 인증받은
자체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된 에키네이셔를
사용했습니다.**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임상
시험을 거친 추출물의 3중 특허 혼합물.†

A5986 120정

Amway.com에서 더 많은 Nutrilite™
면역 제품을 만나보세요.

l 33.00달러

*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 페이지에 등장한 모든 제품은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품과 성분은 유기농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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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펙트
과
상식강 팩과 퍼습니다.
뼈 건 들어 있
도
팩에

시청하세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35세 미만의 여성은 노년에
대비해 강력한 뼈를 만들어줄
칼슘이 필요합니다.

Nutrilite™ 비타민 D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농축된 식물성
원료 중 하나인 버섯에서 추출한 비타민 D3와
D2를 사용합니다. 50mcg의 비타민 D와
20mcg의 비타민 K2가 뼈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119346 90정

뼈를 튼튼하게
관절은 유연하게

l 29.00달러

*

유연하고 활동적인 내 몸 관리,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이 돕습니다†
Nutrilite™ 조인트 헬스

관절 연골과 결합 조직을 유지해주는 효과가 임상적으로
입증된 양의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을 포함한 7가지
관절 지원 영양소를 함유합니다.†

l 32.00달러
106964 240정 l 58.00달러
104664 120정

쳔연 성분이 뼈 건강을 돕습니다!†
Nutrilite™ 칼 맥 D

경화해초 사용. 칼슘 흡수를 높이기 위해
하루 5컵 이상의 강화우유보다 더 많은
비타민 D를 함유합니다.† 뼈 성장을 돕는
아연† 성분을 함유합니다.

110610 180정

l 39.00달러

*

Nutrilite™ 칼 맥 D의 원료 출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way.com/Traceability를 참조하세요.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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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 상표입니다. 조인트 헬스를 제외하고
본 2개 페이지에 등장한 모든 제품은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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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심장을 위한
영양을 한자리에

녹차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 유지
Nutrilite™ 콜레스테롤 헬스

정상 콜레스테롤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합니다.† 천연 녹차 추출물에 함유된
파이토뉴트리언트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젊은 심장을 유지하세요†

Nutrilite™ 하트 헬스 CoQ10

100070 소프트젤 60개

l 31.00달러

농장에서 재배한
녹차 추출물
NUTRICERT ™ 395MG

*

CoQ10은 세포가 심장 건강을 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영양소입니다. 이 포뮬러는 나이가
들어서도 필수 CoQ10 레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성산소로부터 항산화 보호 기능을 합니다.†
매일 복용할 경우 간, 신장, 모든 세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A8601 소프트젤 60개

l 28.00달러

*

심장혈관 시스템 지원†

Nutrilite™ 갈릭 하트 케어

알고 계십니까?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낮은 식단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정상적인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합니다.† 진정 작용을 하는 특수
코팅된 페퍼민트 오일로 “마늘 냄새”를
최소화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 CoQ10 및 알리신은
함께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이미 건강한 혈류와 혈압
유지를 돕습니다.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본 2개 페이지에 등장한 모든
제품은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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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923 120정

l 34.00달러

*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71

세포의 항산화 보호 작용을 돕습니다†
Nutrilite™ 츄어블 비타민 E

비타민 E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방 물질인 천연 레시틴을 함유합니다.† 꿀이
가미된 천연 메이플 호두 맛의 씹어먹는 정제형
제품입니다.

A4042 270정

자세히 알아보세요
숙면을 취하는 방법

l 43.00달러
*

전반적인
‘웰빙’을
돕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유제품의
정상적인 소화 지원†
Nutrilite™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탄수화물, 녹말, 지방, 유제품을 분해하는 22가지
효소를 체내에 공급합니다.† 최적의 영양 흡수를
돕습니다.†

A8903 캡슐 90개

몸은 편안하게 잠은 충분히†

l 48.00달러

Nutrilite™ 슬립 헬스

건강한 수면을 도와주는 쥐오줌풀 성분을 함유합니다.†
진정 효과를 위해 독점 혼합물을 사용했습니다.†

*

A8992 90정

l 25.00달러
*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간 기능 강화†
Nutrilite™ 리버 서포트

밀크 시슬, 민들레 뿌리, 강황의 고유한 허브 혼합물로
정상적인 간 대사 활동과 기능을 지원합니다.†
활성산소로부터 항산화 보호작용을 합니다.†

A8084 60정

l 33.00달러
*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본 2개 페이지에 등장한 모든
제품은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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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숙면을 취하면 고혈압
같은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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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의 고민,
여성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식물
기반 솔루션

실:
의
과 사선은 남성.
식
상 전립
다
한
합니
건강 큼 중요
만
연령

비오틴과 콜라겐 함유

가임기 여성들에게 중요한 철분과 엽산 성분

연구를 통해 밝혀진 영양소로 손발톱을 튼튼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건강한 모발을 지원합니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가임기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3가지 철분 공급원과
엽산 혼합물이 담겨 있습니다. 철분은 몸 안의 산소를
운반해 주고,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적절한 양의 엽산은 선천적 두뇌 또는 척수 기형아의
출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1,†

Nutrilite™ 헤어, 스킨 & 네일 헬스

A7553 60정

Nutrilite™ 아이언 폴릭

l 25.00달러

102046 90정

*

l 15.75달러

*

건강한 전립선을 위하여

Nutrilite™ 프로스테이트 헬스

:
사실강 보조제는
과
식
건
만

쏘팔메토와 네틀 루트를 함유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야 하는 35세 이상인 남성에게
좋습니다.†정상적인 소변 배출을 돕습니다.†
Nutrilite™ 베타 카로틴 농축물을 함유합니다.

A8004 소프트젤 100개

상

™
영양
rilite
Nut 은 식물
좋
가장 니다.
합
사용

l 41.00달러

*

폐경기 증상이 완화됩니다†

월경 전 증후군으로부터의 해방†

폐경기 여성들의 전반적인 건강과 항산화 보호 역할을 해 줍니다.†
감정 기복 증상을 완화합니다.† 정상적인 심장 건강과 뼈 질량을
개선하는 대두 단백질을 함유합니다.†

여성의 건강한 월경 주기를 지원합니다.†월경 전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달맞이꽃 오일과 보리지 오일의
고유한 혼합물을 함유합니다.†

Nutrilite Menopause Ease 식이 보조제
™

알고 계십니까?

야자수의 일종인
쏘팔메토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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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8085 90정

l 32.00달러

Nutrilite™ PMS 우먼스 헬스

A8006 소프트젤 120개

*

l 33.00달러

*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본 2개 페이지에 등장한 모든 제품은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1
적절한 양의 엽산이 포함된 건강식을 섭취하면 선천적 두뇌 또는 척수 기형아의 출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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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좋아하는
씹어먹는 건강 보조제
두뇌 건강을 위한 젤리 형태의 오메가 3†

Nutrilite™ Kids Brainiums DHA™ 건강 보조제

1년 내내 면역 시스템을 보호하는 건강한 맛†

112513 스트로베리 맛

독점 Nutrilite 아세롤라 체리 농축물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
3정으로 비타민 C의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킵니다.
뼈, 치아, 잇몸 건강 유지에 좋은 제품.†

두뇌 건강에 필수인 DHA와 EPA를 함유한 최초의 젤리입니다.† 온
가족에게 좋은 제품입니다.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04282 프룻 펀치 맛

젤리 약 112개

l

Nutrilite™ 키즈 츄어블 비타민 C
™

A5353 180정

33.00달러

l 33.00달러

*

*

신체 발달을 돕는 종합 비타민
Nutrilite™ 키즈 츄어블 데일리

최적의 영양은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19가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튼튼한 뼈를 위한 칼슘과 비타민
D를 함유합니다.† 건강한 면역체계를 도와주고 눈 건강을
강화합니다.†

104276 60정

l 15.75달러
*

실:
과 사강을 지원
식
상
건
으로

법
이의
어린 거운 방 인증을
즐
F
S
는
N *
하
품이
전 제 습니다!
했
획득

어린이들의 최적의 건강을 지원

Nutrilite™ 키즈 츄어블 컨센트레이티드
프루츠 & 베지터블스

어린이들의 최적의 건강을 위해 식물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맛있는 방법’입니다. 과일과 채소 5회 이상
분량에 해당하는 파이토뉴트리언트를 함유합니다. 전체
식품에서 추출한 독점 농축물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을 함유합니다.†

100346 60정

l 25.00달러
*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GMO(유전자 변형 식품) 성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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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소화 및 면역 건강 지원†

Nutrilite™ 키즈 츄어블 프로바이오틱

어린이의 소화와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지키는 안전한
천연의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만든 프로바이오틱스을 함유합니다. 자연에서 얻는
가장 농축된 형태의 비타민 C 중 하나인 아세롤라 체리
컨센트레이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115409 30정

l 24.00달러

알고 계십니까?

이 건강 보조제에는 과일
4개(구아바, 파파야, 패션
프룻, 파인애플), 12가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일일
권장량의 100%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내용은 FDA의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치유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NSF 로고는 NSF 인터내셔널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 2개 페이지에 등장한 모든 제품은 NSF 인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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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솔루션
내 자신과 주위 환경이 쾌적하면 삶은 더욱 여유롭고 행복해집니다.
Artistry™ 제품군, 식물 성분을 사용하는 Nutrilite™는 피부를

개선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Amway Home™ 제품군은 보다 나은 청소 방법을 제공하며 효율적이고
깨끗한 자연 성분으로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 줍니다.

Amway.com에서 모든 솔루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RTISTRY™ | AMWAY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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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리워드를
즐기세요

이제 좋아하는 음료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AmPerks™에
가입하고 Amway 제품 구입에 대한 리워드를 받으세요.

건강한 삶에 대한 열정을
수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Amway™ 건강 영양 제품이 건강 목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목표 달성을 향한 열정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열정을 고품질 제품을 판매하는
맞춤형 비즈니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열정을 수입으로 바꿔보세요!

스캔하세요

열정을 수익으로
바꾸는 방법 안내

리워드가 기다립니다!
여기서 가입하세요.
Amway.com/AmPerks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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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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총수입은 207달러(미국)/186달러(캐나다) 였습니다.
미국 IBO의 약 48%, 캐나다 IBO의 52%가 “활동 중”이었습니다.

*예외사항이 적용됩니다. 반품 및 교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mway.com에서 AMWAYPROMISE를 검색하십시오.
AMWAY IBO를 통해 주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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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way 제품은
주문하기 쉽습니다
™

AMWAY IBO를
통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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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일 보장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서

100% 고객 만족 보장 제도*
*일부 품목은 120일 보장제 적용. 추가적인 제한, 예외,
요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Amway.com에서 AMWAYPROMISE를 검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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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로든
사전통지 없이 가격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Amway.com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송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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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반품:

상세 정보

AMWAY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Amway.co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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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셜 미디어

아래 사이트를 통해 AMWAY와 만나 보세요:

제품 출시 정보, 유용한 정보, Amway 최근 소식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Facebook.com/NutriliteUS
Twitter.com/NutriliteUS

AmwayConnections.com

Instagram.com/NutriliteUS
YouTube.com/Amway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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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품 양식은 주문 상품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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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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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고객 만족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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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way.com/Catalogs
에서는 카탈로그와 특별
사은행사에 관한 최신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필수가정용품
2020 | 2021

최적의건강

진정한아름다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솔루션

건강한�영양�솔루션

건강한�아름다움을�위한�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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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LY FROM

EXCLUSIVELY FROM

2020 | 2021

2020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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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출시된

CBD 제품군

쿨 스프레이 250mg
크림 300mg

프로 크림 400mg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안전, 품질, 알러지 테스트 완료. 파라벤 무첨가, 동물 실험 X.

모험 ▶ 사용 ▶ 회복 ▶ 반복

채팅으로 물어보세요!
주문할 준비가 되셨나요?
제품에 관한 질문이
있나요? Amway IBO
에게 지금 물어보세요.

Amway IBO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소비후 재활용지 사용

본사는 모든 인쇄용지를 재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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