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NOURISH+

G&H REFRESH+

G&H PROTECT+

SINCE 1964

INSPIRED BY
NATURE,
REALIZED BY
SCIENCE

자연에서 영감받다
피부 과학으로 실현하다
1964년 자연 보습 성분 알란토인을 주원료로 한
바디케어 브랜드 ALLANO의 폼 로션을 처음 개발한 후,
암웨이 연구진은 식물 성분을 통한 피부 과학을 끊임없이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바디케어 브랜드가
바로 오늘날의 G&H입니다.
자연에서 받은 영감을 과학으로 실현한 G&H가
이제 당신의 피부에 놀라운 식물 에너지를 전해 드립니다.

G&H
NOURISH+

하루를 부드럽게
채워주는 진한 보태니컬
에너지를 경험하세요
G&H 너리쉬+

G&H 너리쉬+ 라인은 보습력이 뛰어난 꿀 중의 꿀인 오렌지 블라썸 허니,

아프리카의 생명력 넘치는 에너지가 담긴 시어버터, 오스트리아 왕실 오일로
알려진 와일드 펌킨씨드 오일 등 풍부한 보태니컬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피부에 닿는 순간 진한 영양이 깊숙이 스며들면서, 매혹적인 프루티 플로럴
향과 은은하고도 달콤한 바닐라 향이 온 몸 가득 퍼져 나갑니다.
G&H 너리쉬+ 바디로션

연간 100만개 판매1)를 돌파한 베스트셀링 제품으로, 너리쉬 보태니컬
성분이 크리미한 터치감으로 바르는 순간 빠르게 스며들어 온 종일
피부를 촉촉하게 지켜줍니다.
G&H 너리쉬+ 바디워시

너리쉬 보태니컬 성분과 함께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하는 카밍
콤플렉스, 샤워 중에도 보습을 더하는 모이스처 콤플렉스 성분이
수분감 가득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특히 부드럽고 풍성한 거품이
샤워할 때마다 편안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G&H 너리쉬+ 컴플렉션 바

G&H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하는 시그니처 제품으로 세안은 물론
온 몸에 사용할 수 있으며, 컴플렉션 바만의 특별한 향과 풍부한
거품이 좋은 추억을 불러 일으킵니다.
G&H 너리쉬+ 핸드크림

외부 자극으로 쉽게 건조해지는 손을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꿔줍니다.

1) 너리쉬+ 바디로션에 한함, 2018년 기준 2) 너리쉬+ 바디로션에 한함

G&H
REFRESH+

산뜻한 보태니컬
에너지가 일상의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G&H 리프레쉬+
G&H 리프레쉬+ 라인은 보습과 진정효과가 뛰어난 멕시코 만테의
자연을 담은 알로에, 스리랑카 우바에서 섬세한 공정을 거친 영양
가득한 그린티, 자연을 지키며 키워낸 항산화 에너지가 농축된

그레이프 씨드 등 리프레쉬 보태니컬 성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경쾌함을 일깨우는 리프레쉬만의 그리너리 향이 온 몸을 감싸 활기
넘치는 기분을 안겨줍니다.

G&H 리프레쉬+ 바디밀크

리프레쉬 보태니컬 성분이 라이트한 텍스처로 바르는 순간 피부를
산뜻하게 감싸주어 온 종일 지속되는 보습을 선사합니다. 부드러운
그리너리 향과 함께 상쾌한 하루를 만들어 줍니다.
G&H 리프레쉬+ 바디워시-젤

보태니컬 성분과 함께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하는 카밍 콤플렉스,
샤워 중에도 보습을 더하는 모이스처 콤플렉스 성분이 수분감
가득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거품, 리프레쉬
그리너리 향은 샤워하는 동안 마음까지 활력 넘치게 만들어 줍니다.

G&H
PROTECT+

쉼없이 사용해 지치기
쉬운 손에 포근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G&H 프로텍트+
G&H 프로텍트+ 라인은 항산화 에너지가 가득한 유럽 빌베리, 이른

봄 차 나무에서 따낸 솜털 보송한 어린 싹을 발효시켜 만든 화이트 티,
발틱 해의 에너지가 그대로 담긴 씨솔트 등 풍부한 프로텍트 성분이
거칠어지기 쉬운 손에 부드러운 휴식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안티

오더 테크놀로지 Anti Odor Technology 로 불쾌한 생활 냄새가 손에
남지 않도록 막아주고, 은은하게 지속되는 우디 향을 자연스러운 살
냄새로 남겨줍니다.

G&H 프로텍트+ 컨센트레이티드 핸드솝

프로텍트만의 보태니컬 성분과 함께 카밍 콤플렉스가 수시로
세정해 민감해지기 쉬운 손을 진정해주고, 모이스처 콤플렉스가
수분감을 더해 부드럽고 촉촉한 손으로 가꿔줍니다.
G&H 프로텍트+ 바솝

지속 가능한 농장과 숲에서 채취한 레인포레스트 인증1) 원료를
사용한 건강한 비누입니다. 손에 남은 불쾌한 생활 냄새를
효과적으로 없애주며 부드러운 우디 향의 살 냄새를 남겨줍니다.
1)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 엄격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
인증을 받은 농장 또는 숲에서 얻은 팜 오일 함유

피부 건강,
그 이상을 위해 노력하다

INSPIRED BY NATURE

LOVING NATURE

방대한 양의 보태니컬 데이터가 모여있는 곳, 암웨이 보태니컬 라이브러리

자연의 건강까지 고민하며 세심하게 챙기는 아낌없는 노력

서플라이어 파트너 등에서 찾아낸 보태니컬 성분을 항산화, 피부 장벽 건강

만큼, G&H는 영감의 원천인 자연의 건강에도 세심하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G&H의 성분들은 이 곳의 데이터들을 통해 엄선되고 있습니다. 암웨이 농장과
등의 9가지 영역에서 수없이 테스트하고, 매년 백여개 이상의 보태니컬 성분을

원료를 얻고, 관리하고, 가공하는 모든 과정에서 피부의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는
있습니다. 많은 원료들을 공정 무역으로 구매하는 일1), 제품 디자인 이전에 생분해성

축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품부터 이후의 제품까지, 영감과 개발의 시작이

포뮬러를 먼저 생각하는 일2), 암웨이 공장의 에너지를 풍력 에너지로 얻는 일, 재활용

REALIZED BY SCIENCE

SINCE 1964

식물에너지를 피부에 고스란히 그리고 안전하게 전하기 위한 연구

오랜 시간 찾아온 보태니컬 에너지, G&H

되고 있습니다.

까다롭게 골라낸 식물 원료의 좋은 성분을 고스란히,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전하기 위해 G&H는 오늘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G&H는 보태니컬
성분이 G&H의 제품이 되기까지 특별한 기술로 끝없이 노력합니다.

패키지3)로 사용 후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일이 바로 그 예들입니다.

1964년

1972년
압착 EXPRESSION

갓 채취한 가장 신선한 고농축 식물 오일을 성분 파괴를 줄이는 낮은 온도에서 짜냅니다.

1973년

발효 FERMENTATION

원료가 지닌 영양성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료에 맞는 다양한 발효 방식을 적용합니다.

1995년

용매 & 여과 추출 MACERATION & ENFLEURAGE

2016년

고대부터 내려온 가장 오래된 추출방식으로 용매를 이용해 다양한 에센셜 성분을
분리해 추출합니다.

자연 보습 성분인 알란토인을 기본으로 한 바디케어 브랜드
ALLANO의 폼 로션 첫 개발
강력한 보습력을 지닌 글리세린과 꿀에서 영감을 받은 G&H
스킨 컨디셔너, 비누 등 개발
자연에서 얻은 보습성분, 향을 특징으로 한
NATURE SHOWER 개발
새로운 제품디자인으로 다시 선보인 BODY SERIES의
바디 케어 제품
자연에서 받은 영감, 피부 과학의 힘으로 실현한다는
원칙으로 G&H 리뉴얼 개발

1) 일부 원료에 한함 2) 너리쉬+ 바디워시, 프로텍트+ 바솝 3) 카톤, 보틀에 해당

HISTORY of
G&H

STORY of
G&H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피부 과학으로 실현하다

G&H 너리쉬+

G&H 너리쉬+

12,000원

20,000원

바디로션 400ml

G&H 너리쉬+

12,000원

10,000원

바디워시 400ml

클레오파트라 피부의
비밀로 알려진 꿀,
수많은 내부테스트를
거쳐 보습력을
인정받아 선정한
단하나의 꿀,
오렌지 블라썸 허니

컴플렉션 바 3개

시어버터

와일드
펌킨씨드 오일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아기 피부
에 바른 씨앗으로 알려
진 원료. 사하라 이남
지역의 시어버터가
무르익은 제철에 손으로
따 진한 영양이 가득한
시어버터

1700년대 오스트리아
왕실에서 사용한 오일.
청정지역에서 야생으로
자란 펌킨씨드에 함유
된 풍부한 지방산과
비타민이 파괴를
줄이기 위해 저온
압착하여 신선한
와일드 펌킨씨드 오일

산뜻한 보태니컬 에너지가 일상의 싱그러움을 더합니다

G&H 리프레쉬+

G&H 리프레쉬+

12,000원

12,000원

바디워시-젤 400ml

쉼없이 사용해 지치기 쉬운 손에 포근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G&H 프로텍트+

G&H 프로텍트+

11,000원

15,000원

컨센트레이티드 핸드솝 250ml

화학실에서 온것 같은
이름이지만, 열대지역
에서 자란 야자나무와
코코넛에서 온 식물
에너지가 풍부한
글리세린

핸드크림 30g x 3개

G&H 너리쉬+

바디밀크 400ml

오렌지 블라썸
허니

바솝 100g x 4개

알로에

그린티

최적의 산지 멕시코 만테
에서 온, 수분공급 및
진정 효과가 뛰어난
알로에 . 본래의 보태니컬
성분을 고스란히 보존
하는 방식으로 추출한
자연에 가까운 알로에

세계 유명 차 산지인
스리랑카 우바에서 손
으로 딴 찻잎을 섬세하게
여과하는 방식으로
녹차의 풍부한
보태니컬 에너지를
담아낸 그린티

그레이프 씨드

씨솔트

자연을 지키며 키운
포도, 그 중에서도
항산화 에너지가
집약되어 있는 포도의
씨앗

푸른 발틱해의 에너지
를 그대로 담아 효과적
인 피부 보호와 수분
밸런스에 도움을 주는
씨솔트

빌베리

화이트티

건강하게 키워낸 생기
넘치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빌베리

이른 봄, 차나무에서
아직 솜털이 남아 있는
어린 싹을 수확해 말린
후 정성스레 발효시킨
화이트티

G&H
INGREDIENT

G&H PRODUCT
LINE UP

하루를 부드럽게 채워주는 진한 보태니컬 에너지를 경험하세요

글리세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