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맛있게 건강해지자!



비타민, 미네랄...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매번 챙겨 먹기 귀찮고 잊어버리기 일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챙겨 먹게 하지 말고 찾아먹게 만들자.

새콤달콤 맛있는 구미젤리 속에 비타민, 미네랄이 한가득!

간식처럼 찾아먹는 건강기능식품

영양가득 비타충전 젤리 



영양과 맛, 두 마리 토끼를 잡다
영양가득 비타충전 젤리로 간편하고 맛있게 영양을 채워보세요!

욕심껏 채운 10종의 멀티비타민·미네랄

하루 1개로 일일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70% 이상의 비타민C, 비타민D, 비타민A,

비타민E,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나이아신, 비오틴, 아연 섭취!

달콤한 구미젤리로 영양 가득 충전!

입 안 가득 퍼지는 상큼한 사과, 바나나맛! 맛과 영양을 모두 채우는 행복한 건강습관!

부담없이 즐기는 건강기능식품!

가격 부담 없이! 구미젤리 멀티비타민으로 간편하고 건강하게!

영양가득 비타충전 젤리  /  제조업소 : (주)위너웰  /  식품의 유형 : 건강기능식품  /  유통전문판매업소명 : 한국암웨이(주)



지친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는 힘듭니다.

하루종일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지친 내 눈에 활력을 심어주세요.

젤리 두 알로 맛있고 간편하게 충전하는
나의 눈 건강 인싸템!

매일 간편한 습관으로
반짝이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내 눈에 하트충전 젤리



맛에 반짝! 활력에 반짝!
내 눈에 하트충전 젤리 2알로 반짝이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간편하고 맛있는 하트모양 젤리

쫄깃쫄깃한 식감과 상큼한 믹스베리맛의 젤리로 맛있게 눈 건강을 챙깁니다.

착한 가격으로 누리는 눈 건강!

한 달치 용량의 맛있는 젤리로 부담없이 간편하고 맛있게 나의 눈에 활력을 줍니다.

스마트폰과 업무로 지친 내 눈의 활력 포뮬러

시각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베타카로틴과

눈의 중심(황반)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마리골드꽃추출물(루테인) 함유!

내 눈에 하트충전 젤리  /  제조업소 : 코스맥스엔비티(주)  /  식품의 유형 : 건강기능식품  /  유통전문판매업소명 : 한국암웨이(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자.

단 것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당당할 수 있도록!

달콤하고 건강하게

달콤단백 초콜릿맛 푸로틴 볼



일상 속 위기의 시간, 오후 4시!
달콤단백 초콜릿맛 푸로틴 볼로 건강한 간식타임을 만들어 보세요!

달콤하고 건강한 단백질을 원한다면!

한 팩에 단백질 12g, 양질의 푸로틴으로 맛있는 건강 간식을 즐겨보세요.

동글동글 한 입에 간편하게!

한 팩에 6알 씩, 한 입 사이즈로 만들어져 손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맛과 식감을!

벨기에산 노슈거·다크 초콜릿(부원료)을 함유하여 고급스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달콤단백 초콜릿맛 푸로틴 볼  /  제조업소 : (주)네추럴웨이 포천 제2공장  /  식품의 유형 : 건강기능식품  /  유통전문판매업소명 : 한국암웨이(주)



다이어트를 하면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할까?

이제, 건강하고 맛있게 다이어트 하자!

달콤하고 탱글탱글한 젤리로
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즐기는 다이어트 간식을 만나보세요.

다이어트 기간, 당신의 하루를 생기 있게!

스키니 롱 롱 워터젤리



맛있게 먹는 행복을 느껴라!
스키니 롱 롱 워터젤리로 맛있게 다이어트를 유지해 보세요.

*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해 주세요.

걱정 없이 즐기는 슬림젤리!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HCA)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쫄깃탱탱 즐거운 맛과 식감!

한 입에 쏙 빼먹을 수 있는 포도맛 스틱젤리로 달콤하고 쫄깃하게 즐깁니다.

깐깐하게 엄선된 부원료!

까다롭게 선별한 히알루론산(부원료), 콜라겐(부원료), 로즈힙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키니 롱 롱 워터 젤리  /  제조업소 : 코스맥스엔비티(주)  /  식품의 유형 : 건강기능식품  /  유통전문판매업소명 : 한국암웨이(주)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 등으로 힘든
현대인의 위와 간,

속을 잘 다스리는 것이
길고 긴 사회생활의 경쟁력입니다.

튼튼한 위와 간으로 지키는 현대인의 건강 밸런스!

이제 친구와 함께, 동료와 함께
몸 속 경쟁력을 키워보세요.

위로부터 간에게로 듀얼케어



매일 속 편할 일 없는 당신!
위로부터 간에게로 듀얼케어로 동시에 케어하세요!

지친 위와 간을 위한 듀얼케어

정제로 위를 감싸고 드링크로 간을 감싸는 듀얼 포맷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간편한 투인원!

위와 간을 동시에 케어하는 획기적 더블 액션 제품으로 지친 속을 효과적으로 케어

깐깐하게 엄선한 다양한 부원료!

헛개나무, 밀크씨슬, 꿀, 양배추 등 다양한 부원료들이 까다롭게 엄선되어 함유

위로부터 간에게로 듀얼케어  /  제조업소 : (주)위너웰  /  식품의 유형 : 건강기능식품  /  유통전문판매업소명 : 한국암웨이(주)



바쁜 일상, 쉴 새 없이 달리는 몸과 마음...

당신은 스스로를 위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내어주고 있나요?

지금, 일상에 편안한 휴식이 되어줄 행복아이템을 만나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즐겁게 시작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고요하게 테아닌 샷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달콤한 원 샷!
아름답고 고요하게 테아닌 샷으로 편안한 힐링타임을 만들어 보세요.

풍부하고 엄격하게 부원료 선택

깐깐하게 엄선한 석류·사과·대추농축액, 아세로라농축혼합물,

비타민C, 피쉬콜라겐 등(부원료)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꿀템 

 L-테아닌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큼한 석류맛 액상 타입!

상큼한 석류맛 샷 타입으로 만들어져 맛있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고요하게 테아닌 샷  /  제조업소 : (주)위너웰  /  식품의 유형 : 건강기능식품  /  유통전문판매업소명 : 한국암웨이(주)



진짜 내 몸에 필요한 건
정상적인 면역기능 관리라는 거.

이제, 맛있는 젤리로 내 몸 속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챙겨보세요.

맛있게 내 몸을 보호하는 스마트한 선택 

면역비타 풀 파워 젤리



당신의 하루에, 상큼한 풀 파워를!
면역비타 풀 파워 젤리로 쉽고 간편하게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챙겨보세요.

하루 2알로 충전하는 정상적인 면역기능!

아연, 비타민B군, 항산화파워비타민C를 작은 구미젤리 속에 담았습니다.

반짝반짝 체리모양 젤리

상큼한 체리맛과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간식처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즐기는 건강기능식품

착한 가격으로 부담없이 맛있게! 쉽고 즐겁게 나의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챙깁니다.

면역비타 풀 파워 젤리  /  제조업소 : (주)노바렉스 2공장  /  식품의 유형 : 건강기능식품  /  유통전문판매업소명 : 한국암웨이(주)



바빠서, 귀찮아서
끼니를 대충 때우고 있지는 않나요?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한 끼를 챙겨주세요!

한 팩에 200 kcal로 영양 가득 든든하게!
쉽고 간편하게 균형 잡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배만 채우는 한 끼가 아닌 마음까지 채우는 한 끼

영양 가득 간편한 한 끼

하루충전 에너지 포켓 밀

일반식품



든든한 영양 한 끼로 에너지 충전 끝!
하루충전 에너지 포켓 밀로 간편하게 제대로 된 한 끼를 만나보세요!

굶는 아침, 바쁜 점심은 물론 관리하는 저녁에도 딱!

풍부한 영양으로 내 몸을 든든하고 활기차게!

24종 곡물, 18종 과일·채소에 비타민, 미네랄까지

한 포에 단백질 10g과 9종의 비타민&미네랄로 영양 제공!

간편하게 즐기는 한 끼 충전 건강 식사

바쁘다고 건너뛰던 한 끼 식사를 영양은 물론, 부담없이 간편하게 대체!

하루충전 에너지 포켓 밀  /  제조업소 : (주)노바렉스 2공장  /  식품의 유형 : 일반식품  /  유통전문판매업소명 : 한국암웨이(주)



바쁘고 지친 일상에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느끼는지도 모르고 사는 당신.

당신의 일상에 쉼표가 있나요?

이제, 쉼표가득 허브 블렌딩티로
일상 속 오감을 깨우는 힐링타임을 가져보세요.

여유로운 티타임에서 느끼는 즐거운 오감만족!

쉼표가득 허브 블렌딩티

일반식품



일상 속 오감을 깨우는 힐링 티타임!
쉼표가득 허브 블렌딩티로 특별한 맛과 향에 취해보세요.

복잡한 일상 속 은은한 휴식!

바쁘고 숨 가쁜 당신의 일상 속에서 향긋하게 쉬어 가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블렌딩티로 다채로운 맛과 향을!

허브와 과일, 홀 플라워, 꽃잎을 블렌딩 해 다채롭고 특별한 맛과 향을 선사합니다.

라운지 티백으로 고급스럽게!

고리형 태그지로 다양한 다기류에 걸어 예쁘고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쉼표가득 허브 블렌딩티  /  제조업소 : (주)티젠 농업회사법인  /  식품의 유형 : 일반식품  /  유통전문판매업소명 : 한국암웨이(주)



인스타그램에서
n_by_nutrilite_kr을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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