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alth & Wellness



Health & Wellness



contents

전 세계 뉴트리라이트 농장

뉴트리라이트 브랜드 스토리

리딩 가이드

기초 영양

장 건강

눈 건강

혈행 건강

두뇌 건강

관절 건강

뼈 건강

여성 / 갱년기 건강 

항산화 / 피부 건강

전립선 건강

간 건강

체지방 관리

생애주기별 맞춤 영양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판매 안내 

04

06

08

10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6

28



자연의 혜택을 그대로 담아 

최고의 원료를 키워내는 

세계 각지의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만나보세요.

1 향기로운 허브의 고향

 미국 워싱턴 트라웃 레이크 농장

  미국 워싱턴에 자리한 트라웃 레이크 농장은 연간 907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생산하는 허브의 고향입니다. 

허브 성장에 가장 적합한 기후는 물론 캐스케이드산맥에서 

흘러드는 깨끗하고 순수한 빙하수 덕분에 향긋하고 영양 

가득한 에키네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허브가 자라납니다.

4 과학에 자연을 담다

 중국 우시 보태니컬 센터

  중국 남부에 위치한 우시 보태니컬 센터는 총 33만 m2 

규모의 뉴트리라이트 식물 연구소입니다. 이곳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뷰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전통 

중의학을 이용한 식물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최상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

 멕시코 엘 페타칼 농장

  멕시코 엘 페타칼 농장은 7 개의 화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환경 덕분에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가 언제나 

넘쳐흐릅니다. 멕시코 정부로부터 생태계 농법을 인증받은 

이곳은 연평균 22 ℃의 온난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최적의 기후 아래 알팔파와 물냉이, 감귤류 등 원료 식물을 

정성껏 키워냅니다 .

3 세계 최대의 아세로라 체리 농장

 브라질 우바자라

  브라질 중부 열대 지역에 자리한 우바자라 농장은 아세로라 

체리와 망고, 파인애플, 코코넛 등 다양한 과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북동부에서 생태계 농법을 인증받은 총 

4,100 에이커의 광활한 대지에서 오늘도 건강한 농작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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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생산한 원료는 뉴트리라이트 제품의 일부 원료로 사용합니다.

뉴트리라이트 제조법

Best of Nature
‘철학은 지키고’

공기 중 질소를  

땅속으로 불어넣는다

 콩과 식물을 밭에 심어 식물 

재배에 필수 불가결한 ‘질소’를 

땅속으로 불어넣습니다. 

 대형 건조기로 원료 식물 탈수 

수확한 원료 식물을 말린 

녹찻잎처럼 될 때까지 대형 

건조기로 탈수합니다. 

자연의 섭리로 

원료 식물을 지킨다  

무당벌레, 잠자리 유충, 매, 

올빼미 등이 해충과 해수로부터 

식물을 지키게 합니다.

스프레이 드라이로 수분 제거   

고온으로 달군 철판에 농축물을 

순간적으로 분무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분을 

증발 시킵니다.

가장 영양가 높은 시기에 

수확한다 

각종 작물의 영양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영양가가 높은 부분만을 

수확합니다.

제품에 맞추어  

분말(농축물) 혼합

각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의 식물 농축물을 

섞습니다.

양이 밭을 청소하게 한다 

휴경지에 양을 방목해 수확을 

마친 원료 식물의 줄기와 뿌리를 

먹게 해 밭을 깨끗하게 합니다. 

농축물 완성 

V자 모양의 각반기에서 한 번에 

대량의 농축물과 원료를 혼합해 

제품을 만듭니다.

 토양을 쉬게 해 비옥하게 

유지한다

원료 식물을 3~4년간 재배한 

밭은 1년간의 휴경 기간을 두어 

토양을 쉬게 합니다.

정제 형태로 압축해서 완성

제품에 맞추어 형상, 성질,  

점도를 조정·압축해서 먹기  

좋은 형태로 만듭니다.

지렁이를 풀어 밭을 정리한다

 토양에 영양소를 첨가하고 

지렁이를 풀어 식물이 뿌리 

내리기 쉽게 밭을 갈게 합니다.  

건조한 원료 식물 잘게 분쇄

잘게 써는 ‘밀링’ 작업을 통해 

단면적을 키워 영양분을 쉽게 

추출합니다. 

자연 퇴비를 만든다

 콩과 식물에 태양열을 내리쬐고 

물을 주는 프로세스를 반복해 

퇴비를 만듭니다.  

원료 식물에서 영양소 추출

 물과 알코올 등을 이용해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등의 유용 

성분을 추출합니다.

원료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한다

 영양이 풍부한 토양이 

만들어지면 원료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하며, 물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영양소를 그대로 농축

영양소와 유용 성분이 녹아 있는 

물과 주정 등의 비등점을 낮추어 

끓여 영양분 손실을 최소화해 

농축합니다. 

* FDA(미국식품의약국)가 정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

끊임없는 연구와 190 건 이상의 

특허 취득

엄격하고 높은 기준의  

품질 안전 관리

뉴트리라이트에서는 과학 전문지와 학술회의 연구 발표를 

비롯해 세계적 연구 기관, 대학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0건 이상의 특허를 취득해 제품 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료 식물을 제품으로 만들어 고객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제조품질관리기준 GMP*를 적용합니다.  또 

뉴트리라이트 자체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품질을 추구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전 세계 뉴트리라이트 

농장 보유

생태계 원리를  

존중하는 농법

최고 영양가를 

지키는 수확

믿을 수 있는 원료를 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과 브라질 우바자라, 멕시코 엘 페타칼 

등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세계 곳곳에 자사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당벌레가 해충을 잡고, 지렁이가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양들이 잡초를 먹는 등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고 이해하는 

생태계 농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시기에 수확해야 최고의 

원료 식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팔파는 꽃이 피기 직전에, 아세로라 

체리는 푸릇푸릇할 때 수확하는 등 원료 

식물이 최고의 영양가를 지니는 적기에 

거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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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of Science
‘과학은 나아갑니다’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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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보건 목적의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규격을 

                                   준수한 제품에 사용하는 마크입니다. 

                                   본 책자에 소개된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식으로 품목제조신고/수입신고한 제품입니다.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 내용에 대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한 경우 표시할 수

                                   있는 마크입니다. 

                                   본 책자에 소개된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통과한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여 제품 가이드를 내 모바일 기기에 저장해보세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활용 하실 수 있습니다.

*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다운로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입하신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제조사 및  수입 판매사 : 뉴트리라이트 제품의 제조업소는 ‘액세스 비즈니스 그룹 

엘엘씨(미국)’이고, 수입판매업소는 ‘한국암웨이(주)’입니다.

단, 제조업소가 상이한 일부 제품에는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제조사 및 

수입판매사 정보가 별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핵심 제품 가이드 

모바일로 보기

인증 마크 및 표기

제품 구매 및 안내 사항

제품명(한글)

VPs: 전화 주문 시 사용하는 제품 번호

sKU: 제품 발주 시 사용하는 제품 번호

PV(판매점수치: Point Value): 

각 제품에 부여된 고유 점수치로, 자격 및 

후원수당의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 점수

* PV와 BV는 제품 가격이 아니며, 월간 후원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점수입니다.

BV(판매가격치: Business Volume): 

각 제품에 부여된 가격지수(가격의 

등락에 따라 조정)로, 후원수당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점수

제품 정보 읽는 방법

 85,000원

PV 46,850   BV 77,300  

 8843  120843K

더블엑스

• 자세한 제품 주문 및 결제 방법과 배송, 반품,

   소비자만족보증제도 관련 사항은 좌측의 QR 코드

   혹은 한국암웨이 홈페이지(www.amway.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암웨이 고객 센터(1588-0080), 홈페이지(www.amway.co.kr) 또는

Amway Korea 앱을 통해 간편하고 즐겁게 쇼핑해 보세요.

리딩 가이드08 09

개별인정형

원료사용



기
초

 영
양

기
초

 영
양

기초 영양 기초 영양

패밀리 

사이즈

1 일 3 회 / 1 회 1 정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1 일 1 회 / 1 회 2 정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골드팩 

2 정

실버팩 

2 정

그린팩 

2 정
+ +

1 일 2 회 / 골드팩 2 정, 실버팩 2 정, 그린팩 2 정 

또는 1 포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   비타민 C와 함께 아세로라 농축물, 부원료로 시트러스 

추출물,  굴껍질 분말 등을 함유한 비타민 C 보충용 제품

 ○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건강하게 보호

 ○  하루 600 mg의 풍부한 비타민 C 제공

 ○   비타민 E와 부원료인 마늘 분말, 파슬리 농축물 함유

 ○   비타민 E는 체내에서 지방산이 산화되는 것을 막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산소로부터  

신체를 보호

원산지 Made in U.S.A.

원산지 Made in U.S.A.

 69,000 원 

PV 38,000   BV 62,700  
300 정

 2018  105058K 
 29,000 원 

PV 16,000   BV 26,400  
100 정

 2013  A5971K
 36,000 원 

PV 19,820   BV 32,700  
120 정

 2028  100285K

내 몸을 지키는 

항산화 영양소

활력 넘치는 

항산화 에너지

아세로라 c 갈 이 비타민

원산지 Made in U.S.A.

 85,000 원

PV 46,850   BV 77,300  

 8843  120843K

골드팩 124 정, 실버팩 124 정, 그린팩 124 정

 82,000 원

PV 45,150   BV 74,500  

 8844  120844K

골드팩 124 정, 실버팩 124 정, 그린팩 124 정

 8846  120846K
 30,000 원 

PV 16,550   BV 27,300  
120 정

 ○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포뮬러

 ○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 부원료로 20여 가지 식물 원료에서 전달하는 19가지 식물 영양소 제공

 ○  인체시험을 통해 활성산소와 DNA 손상을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①

+  시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S Kang et al., Multivitamin and Mineral Supplementation Containing Phytonutrients Scavenges Reactive  

Oxygen Species in Healthy Subjects: A Randomized, Double-Blinded, Placebo-Controlled Trial, Nutrients 11, 2019

더블엑스 더블엑스 리필 더블엑스 10데이즈

뉴트리라이트의 

철학이 담긴

더블엑스

  더블엑스 제품영상 

10 11

아세로라 c 300 정 아세로라 c 10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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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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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영
양

기초 영양 기초 영양

매일매일 채우는 

식물성 단백질

녹차맛으로 즐기는

풍부한 단백질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뉴트리 푸로틴(녹차맛)

씹을수록 고소한 

건조효모 (비타민 B)

8가지 비타민 B로 채우는 

몸속 세포 에너지

이스트 비 비타민 비 플러스

패밀리 

사이즈

 33,000 원 

PV 18,180   BV 30,000  

 2100  110181K

90 정

 78,000 원 

PV 42,970   BV 70,900  

 2042  109874K 

270 정

 30,000 원 

PV 16,550   BV 27,300  

 2005  A4450K

85 정

원산지 Made in U.S.A. 원산지 Made in U.S.A. 

 ○  대두, 밀, 완두를 원료로 한 순 식물성 단백질

 ○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제공 

 ○  아미노산 스코어 100으로 영양가가 높은 고단백질 제품

 ○  칼로리 걱정 없이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

 ○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 제공

 ○   불규칙한 식생활로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 B군을 

      골고루 풍부하게 공급

 ○   씹어 먹을 수 있는 츄어블 타입으로 남녀노소 

맛있게 섭취 가능

 ○   건조효모(비타민 B), 스피루리나 등 

      다양한 원료에서 추출한 8가지 비타민 B군 함유

 ○   영양소 기준치 대비 평균 300 %의 풍부한 비타민 

      B군 함유(1일 섭취량 기준)

 ○   물과 함께 섭취하는 편리한 정제 타입

 ○  녹차 맛으로 즐기는 풍부한 단백질

 ○   9가지 필수 아미노산,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제공

 ○   뼈의 형성과 튼튼한 골격 유지에 도움을 주는  

칼슘, 망간 함유

원산지 Made in U.S.A. 원산지 Made in U.S.A. 

1 일 3 회 / 1 회 1 정 식사 시 씹어서 드십시오. 1 일 3 회 / 1 회 1 정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1 일 2 회 / 1 회 2 테이블 스푼을 물이나 우유, 주스 등의  

음료에 섞어 드십시오. (1 테이블스푼=15 cc)

1 일 2 회 / 1 회 3 테이블 스푼을 물 200 ml 에 넣어 

잘 녹여 드십시오.(1 테이블스푼=15 cc)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뉴트리 파이토 푸로틴 - 스틱 뉴트리 푸로틴(녹차맛)

 44,000 원 

PV 24,240   BV 40,000  
450 g(약 36 회분)

 2012  110415K
 23,000 원 

PV 12,670   BV 20,900  
175 g(12.5 g X 14 포)

 2112  111861K
 44,000 원 

PV 24,240   BV 40,000  
450 g(약 19 회분)

 2094  10257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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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 비 270 정 이스트 비 85 정



장
 건

강

눈
 건

강

하루 한 캡슐로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기능까지 듀얼 케어

 ○   검증된 다섯 가지 균주의 뉴트리라이트 독점 

      블렌딩 포뮬러

 ○   HN019Ⓡ와 NCFMⓇ 균주 함유로 코팅 없이 장까지 도달, 

      장 점막에 착 붙어 증식

 ○   1 포당 63 억 CFU(개) 프로바이오틱스 제공

 ○   부원료로 치커리 뿌리에서 추출한 이눌린 함유 

 ○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한 번에 케어하는

      ‘듀얼 케어’ 프로바이오틱스 캡슐

 ○    특허균주 3종을 포함한 8가지 복합프로바이오틱스와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한 아연을 하루 권장량 100 % 

만큼 제공

 ○    부원료로 프락토올리고당과 유산균 배양건조물(유산균 

사균체) 함유 

 46,000 원 

PV 25,330   BV 41,800  

 2407  303426K

30 캡슐

 105,000 원

PV 57,880   BV 95,500  

 2572  120572K 

90 포

 39,000 원 

PV 21,520   BV 35,500  

 2571  120571K

30 포

원산지 Made in U.S.A.

제조업소명 다니스코 아이엔씨, 미국  원산지 Made in Korea 

식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소명 한국암웨이(주)

제조업소명(위탁의뢰자) (주)락토메이슨 

제조업소명(위탁제조자) (주)노바렉스

1 일 1 회 / 1 회 1 포 직접 또는 찬물, 찬 음료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1 일 1 회 / 1 회 1 캡슐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패밀리 

사이즈

 ○  염도가 높은 사해에서 생존하는 유일한 생명체인 

      두나리엘라 조류에서 얻은 베타카로틴 제공

 ○  부원료로 토마토 추출물, 마리골드 추출물 함유

 ○  피부와 점막 형성, 상피세포의 성장 발달을 통해 

      건강한 피부 유지

 ○  어두운 곳에서의 시각 적응을 통해 눈 건강에 도움

 ○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리골드 추출물, 루테인 

      에스테르 20 mg 제공

 ○  부원료로 비타민 A와 함께 빌베리 추출물, 블랙 커런트 

      추출물, 시금치 분말 등 식물 농축물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식물영양소 함유

원산지 Made in U.S.A. 원산지 Made in U.S.A. 

 32,000 원 

PV 17,640   BV 29,100  

 2010  A8058K

90 캡슐

 52,000 원 

PV 28,670   BV 47,300  

 2874  104144K

62 정

1 일 3 회 / 1 회 1 캡슐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1 일 1 회 / 1 회 2 정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개별인정형  
원료사용

장 건강 눈 건강

뉴트리라이트의 기준으로 

까다롭게 완성한 프로바이오틱스

건강한 눈과 피부를 위한

베타카로틴

현대인의 눈을 지켜주는 

눈 건강 영양소

밸런스 위드인 카로틴 플러스 비젼 아이디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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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런스 위드인 90 포 밸런스 위드인 30 포



 ○   건강한 혈행을 위한 필수 영양소인 EPA 및 

      DHA 함유 유지를 하루 1,244 mg 제공

 ○   EPA:DHA=3:2의 혈행 건강 포뮬러

 ○  EPA 및 DHA 함유 유지를 보호하는 비타민 E 함유

 ○   혈중 중성지질의 개선 및 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건강에 필수적인 EPA 및 DHA 함유 유지를

      하루 680 mg 제공

 ○    EPA:DHA=1:1의 균형 잡힌 포뮬러

 ○    EPA 및 DHA 함유 유지를 보호하는 비타민 E 함유

 ○      온 가족이 넉넉하게 섭취할 수 있는 대용량 360 캡슐

 ○      목 넘김이 쉬운 작은 캡슐 사이즈

 119,000 원 

PV 65,580   BV 108,200  

 2093  120342K

360 캡슐

 37,000 원 

PV 20,360   BV 33,600  

 2003  A4298K 

90 캡슐

1 일 2 회 / 1 회 2 캡슐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1 일 2 회 / 1 회 2 캡슐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원산지 Made in U.S.A. 

원산지 Made in U.S.A. 

원산지 Made in U.S.A. 

1 일 1 회 / 1 회 2 캡슐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45,000 원 

PV 24,790   BV 40,900  

 2055  116338K

60 캡슐

 ○   순수 은행잎에서 추출한 ‘플라보놀배당’를 함유하여 기억력 및 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회 섭취량 기준 순수 은행잎 추출물 120 mg, 플라보놀배당체 34 mg 제공

 ○   부원료로 DHA, 레시틴, 올리브유, 오렌지 추출물 함유

두뇌 건강혈행 건강

순수 은행잎의 엄격한 

두뇌 건강 케어

징코 엠

성인 남성 및 중장년층 

혈행 건강 관리 

성인 여성 및 온 가족의 

평생건강을 위한 영양 습관

새몬 오메가-3 오메가-3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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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건강관절 건강

1 일 2 회 / 1 회 2 정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1 일 1 회 / 1 회 1 정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    건강한 뼈와 치아 형성에 필수적인 칼슘과 마그네슘에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제공

○   청정 아이슬란드 빌두다르 해저의 해조류에서 추출한 

칼슘 함유

○   부담 없이 쉽게 삼킬 수 있는 작은 정제 형태로 물과 

함께 간편하게 섭취

 ○   식물 중 유일한 비타민 D 공급원인 버섯에서 유래한 

비타민 D

○   1 일 1 정 섭취로 영양성분 기준치 250 %의  

비타민 D 공급{25 ㎍(1,000 IU)}

○   뉴트리써트 인증을 받은 버섯 농장에서 손으로  

직접 재배한 버섯 사용

 76,000 원 

PV 41,880   BV 69,100  
360 정

 32,000 원 

PV 17,640   BV 29,100  
 32,000 원 

PV 17,640   BV 29,100  
90 정120 정

원산지 Made in U.S.A. 원산지 Made in U.S.A.

 2019  110608K  2276  110607K  8761  118761K

평생 뼈 건강을 위한 

트리플 액션

버섯에서 유래한 

비타민 D

칼맥 디 비타민 디

원산지 Made in U.S.A.

 59,000 원

PV 32,480   BV 53,600  

 2099  100829K 

180 정

건강한 관절을 지키는 

2중 방어작용

조인트 가드

     연골의 주요 구성물질을 합성하고 관절 윤활액을 증가시킴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루코사민 황산염을 하루 1,500 mg 제공

   연골 콜라겐 합성의 필수요소이며 관절과 관련된 불편함을 감소시켜  

관절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MSM을 하루 1,500 mg 제공

   비타민 C 함유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줌 

   아세로라 농축물과 부원료로 상어연골 추출물, 히아루론산, 인도의 전통 허브인  

보스웰리아 추출물, 과일건조 혼합물 함유

1 일 3 회 / 1 회 2 정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패밀리 

사이즈

 칼맥 디 제품 영상  비타민 디 제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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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맥 디 360 정 칼맥 디 12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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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라지와 달맞이꽃 종자유 1:1의 균형 있는 배합에 

      다양한 식물 유래 지방산을 함유한 감마리놀렌산 제공

 ○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저온 압착공법의 비화학적 추출

 ○   감마리놀렌산 하루 250 mg 제공으로 혈행 · 콜레스테롤 · 

월경 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 면역과민반응에 의한 

피부상태 개선

 ○    2019년 뉴트리라이트에서 국내 최초로 갱년기 여성 건강 

기능성으로 개별인정을 획득한 루바브 뿌리 추출물 함유

 ○    기능성 원료인 루바브 뿌리 추출물의 인체 시험 결과, 

MRSII(갱년기 정도 평가지수) 세부항목 11가지 모두 

유의적 개선

 ○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D와 비타민 K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각각 100 %, 93 % 만큼 제공

 120,000 원 

PV 66,120   BV 109,100  

 2206  299680K

30 정 X 3 개

 45,000 원 

PV 24,790   BV 40,900

 2016   A8006K  

120 캡슐

 45,000 원 

PV 24,790   BV 40,900

 2203  299632K

30 정

1 일 2 회 / 1 회 2 캡슐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1 일 1 회 / 1 회 1 정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  항산화 작용으로 유해산소를 억제하여 체내 세포를 보호

 ○   발효공법으로 생산된 순도 높은 코엔자임 큐텐과 함께 

비타민 E, 식물 농축물(부원료)까지 함유한 독자적인 

포뮬러

 ○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피부 수분 보호막 성분이 들어 있어 수분 증발을 막아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배유 추출물을 하루    

      30 mg 제공

 ○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활력을 주는 

      비타민 C를 하루 100 mg 제공

 ○   부원료로 뉴트리라이트 식물 추출물 블렌드인 파이토인 

퓨즈 함유: 체로키로즈힙(금앵자), 울프베리(고지베리), 

포도씨 추출물

원산지 Made in U.S.A. 

원산지 Made in U.S.A. 

원산지 Made in Korea 

식품의 유형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 판매업소명 한국암웨이(주)

제조업소명 (주)위너웰 

원산지 Made in U.S.A. 

 45,000 원 

PV  24,790   BV 40,900  

 2500  105684K 

90 캡슐

 63,000 원 

PV 34,670   BV 57,200  

 1177  119406K 

60 정

1 일 3 회 / 1 회 1 캡슐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1 일 1 회 / 1회 2 정 자기 전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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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 피부 건강여성 / 갱년기 건강

생기를 주는 

활력 에너지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배유 추출물 

코큐텐 트루비비티 아쿠아 써플리먼트 

건강한 여성을 위한 

감마리놀렌산

식물에서 찾은 

갱년기 건강

지엘에이 블렌드 루바블렌드

20 21

루바블렌드 번들팩 루바블렌드

여
성

 / 갱
년

기
 건

강

항
산

화
 / 피

부
 건

강

개별인정형  
원료사용

개별인정형  
원료사용



간
 건

강

원산지 Made in U.S.A. 원산지 Made in U.S.A. 

1 일 3 회 / 1 회 1 캡슐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1 일 2 회 / 1 회 1 정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114,000 원 

PV 62,790   BV 103,600  

 2875  119053K 

90 캡슐 X 3 개

 42,000 원

PV 23,150   BV 38,200  

 2400  106093K 

90 캡슐

 43,000 원 

PV 23,700   BV 39,100  

 2070  100352K 

60 정

 ○   수많은 인체시험과 연구를 통해 전립선 건강 기능성이 인정된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함유

 ○   쏘팔메토와 네틀루트를 배합한 뉴트리라이트 독자 포뮬러

 ○   호박씨유 추출물, 오렌지 추출물, 두나리엘라 추출물을 부원료로 함유

 ○   지친 간에 활력을 불어 넣는 밀크씨슬 추출물 중 실리마린을 하루 130 mg 제공

 ○   체내 에너지 대사와 생성을 돕는 비타민 B군 5가지(비타민 B1, B2, B12, 나이아신, 판토텐산) 함유

 ○   부원료로 민들레 뿌리 추출물, 과일건조 혼합물, 아세로라 농축물 혼합물 등 다양한 식물 농축물 함유

간 건강전립선 건강

남성의 건강한 

전립선 관리

지친 간을 채우는 

건강 에너지

쏘팔메토 블렌드 밀크씨슬 이엑스

22 23

쏘팔메토 블렌드 번들팩 쏘팔메토 블렌드

전
립

선
 건

강

개별인정형  
원료사용



체
지

방
 관

리

체
지

방
 관

리

 ○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HCA(Hydroxy Citric Acid) 제공

 ○   체지방 감소 기능이 입증된 HCA를 하루 1,000 mg 제공

 ○      체내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는 나이아신 함유

 ○  리놀레산 함량이 높은 홍화유에서 추출한 CLA 함유

 ○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CLA를 하루 

      3,000 mg 제공

 ○  균형 잡힌 식생활과 운동 병행 추천

 66,000 원 

PV 36,360   BV 60,000

 2200  100280K 

180 캡슐

 55,000 원 

PV 30,300   BV 50,000  

 2029  109973K

180 정

1 일 3 회 / 1 회 2 정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1 일 3 회 / 1 회 2 캡슐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원산지 Made in U.S.A. 
원산지 Made in U.S.A. 

원산지 Made in U.S.A. 

 121,000 원 

PV 66,670   BV 110,000  

 S.O.P  122523K

60 포

(1 포 구성: 슬림스마트 3 정, CLA 3 캡슐)

 ○   과체중인 성인의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씨엘에이(CLA)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주는 슬림스마트의 더블 

      슬림 액션으로 똑똑하게 체지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영양팩

1 일 2 회 / 1 회 1 포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체지방 관리체지방 관리

똑똑한 

체지방 관리 습관

체지방 

감소를 위한

체지방 관리, 

하루 두 포 섭취로 간편하게

슬림스마트 씨엘에이 슬림 팩

24 25

한 번 주문을 생성하면 매달 자동 

결제와 배송이 이루어지는 정기 배송 

프로그램으로 6개월마다 가격 할인, 

제품 무료 증정 등의 장기구매 혜택이 

제공됩니다. 

본 책자에 표기된 커스터마이즈드 팩의 가격은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 주문 시 적용되며 일회성 

구매를 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내 동일 품목의 

‘선물세트’ 혹은 ‘일반’ 제품코드로 구매 가능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암웨이 홈페이지 

(www.amway.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s.o.P)이란?

커스터마이즈드 팩



생
애

주
기

별
 맞

춤
영

양

생
애

주
기

별
 맞

춤
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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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무기질을 공급하는 더블엑스, 

활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밀크시슬 이엑스,  

혈중 중성 지질 수치의 건강한 유지 및 혈행 건강을 위한 

새몬 오메가-3를 한 팩에 담은, 성인 남성 및 직장인을 

위한 맞춤영양팩 

 ○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무기질을 공급하는 더블엑스, 

혈행 및 혈중 중성 지질 개선을 위한 오메가-3 밸런스, 

월경 전 불편한 상태 및 면역 과민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엘에이 블렌드를 

한 팩에 담은, 여성을 위한 맞춤영양팩

원산지 Made in U.S.A. 원산지 Made in U.S.A. 

 ○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무기질을 공급하는 더블엑스, 

혈행건강 및 기억력 개선을 위한 새몬 오메가-3,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인트 가드를 한 팩에 

담아 쉽고 건강하게 건강을 케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영양팩

 ○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무기질을 공급하는 더블엑스, 

두뇌 구성성분인 DHA와 눈건강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을 함유한 비·디에이치에이 블렌드,  

과도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주는 

아세로라C를 한 팩에 담은, 청소년을 위한 맞춤영양팩

원산지 Made in U.S.A. 원산지 Made in U.S.A. 

 188,000 원

PV 103,580   BV 170,900 

 S.O.P  117874K 
 141,000 원

PV 77,700   BV 128,200

 S.O.P  117875K

25

1 일 2 회 / 1 회 1 포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1 일 2 회 / 1 회 1 포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1 일 2 회 / 1 회 1 포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1 일 2 회 / 1 회 1 포 식사 시 물과 함께 드십시오.

생애주기별 맞춤 영양생애주기별 맞춤 영양

과도한 업무와 불규칙한 

생활로 지친 남성을 위한

자신을 가꾸고 활기찬 생활을 

즐기고 싶은 중장년을 위한

신체 변화를 끊임없이 

겪는 여성을 위한

영양 관리가 중요한

성장기 청소년들을 위한

맨즈 에너지 팩 골든 팩우먼즈 바이탈 팩 틴즈 퍼펙트 팩

26 27

커스터마이즈드 팩 커스터마이즈드 팩

(1 포 구성: 더블엑스 6 정, 새몬 오메가-3 2 캡슐, 조인트 가드 3 정) (1 포 구성: 더블엑스 6 정, 비 · 디에이치 블렌드 2 캡슐, 아세로라 C 1 정)

 164,000 원

PV 90,360   BV 149,100 

 S.O.P  117873K 

(1 포 구성: 더블엑스 6 정, 오메가-3 밸런스 2 캡슐, 지엘에이 블렌드 2 캡슐)

 172,000 원

PV 94,790   BV 156,400

 S.O.P  117872K

(1 포 구성: 더블엑스 6 정, 새몬 오메가-3 2 캡슐, 밀크시슬 이엑스 1 정)

60 포60 포 60 포 60 포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판매 안내 

28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제공함으로써 섭취 시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입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기능성이 정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다음의 유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건강한 사업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적 사실(인정된 기능성) 전달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을 사용

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기능성은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과학적 검증을 거친 후 허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기능성 

외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

로, 제품 판매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를 하는 행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

시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품 판매 시 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

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② 거짓·과장된 표시나 광고 ③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 ④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나 광고 ⑤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표시나 광고는 식품등표시광고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제품과 관련된 체험 사례 및 의사 등 전

문가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 또는 사용한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 역시 금지되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성, 음향, 영상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모두 

광고에 해당하므로, SNS,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종이인쇄물, 말

로 제품을 설명하는 행위는 모두 식품등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품 및 건강기

능식품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제품명과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하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강기능식품), 한국식품산업협회

(특수용도식품)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되어 있음. 

3. 건강기능식품 일반 판매업 영업 신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정교육을 수료한 후  건강기능식

품 일반 판매업 영업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또한 영업 신고를 

완료하신 분들도 매년 1회 안전 위생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제품 소분 / 재가공 판매 금지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한국암웨이의 모든 제품은 

제공된 포장과 설명에 일체의 변경 없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

니다. 따라서 제품을 일정 분량만큼 나누어 별도의 용기에 재포장

하거나 본래와 다른 형태로 재가공하여 전달할 수 없으며, 건강기

능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권장 섭취량 이상의 제품 섭취 권유 금지

뉴트리라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제품의 원료와 섭취량, 섭취 방법

은 안전성과 기능성 및 여러 법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각 제품에 표기된 섭취량과 섭취 방법에 따라 제품을 섭취

할 때 최적의 유용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품에 표기된 섭

취량과 섭취 방법에 따라 제품을 섭취하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6. 건강진단과 연계한 제품 전달 금지

한국암웨이는 일체의 건강진단 행위(이침, 홍채 및 기타 각종 진단 

기기 포함)와 연계한 제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으며, 건강진단 프로

그램이나 증상별 제품 설명 자료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전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분께는 제품 섭취에 앞서 반드시 의사에게서 상담을 받도

록 안내해야 하며, 질병은 개인마다 증세와 정도가 다르므로 개별

적인 체험담 등을 근거로 제품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위의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암웨이 ABO 윤리 강령 및 행동 지침에 

따라 ABO 자격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ABO분들께서는 위의 사항을 준수하시어 법규 및 규정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에서 위반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한국암웨이(주) 윤리강령부(☎ 02-3468-6027)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암웨이(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아셈타워

고객센터 1588-0080

www.amway.co.kr

VPS 2567    SKU 306604K    

ABO 가격 1,000원    2021년 4월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