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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베리 넥타는 식사를 할때나 
목이 마를때나 언제든지 쥬스 
대용으로 마실수 있습니다. 완전 천연 
그대로인 신선한 크렌베리와 달고 
잘 익은 사과, 천연과당인 프럭토를 
섞어 어른이나 아이 모두 기분좋게 
마시기에 충분한 맛입니다.

034 | Forever Aloe Berry Nectar™ 
(33.8 fl. oz.)

$18.00 | 1530-1260-.090

포에버 프리덤은 글루코사민
(1500mg), 콘드로이틴(1200mg)에 
750mg의 MSM과 250mg의 비타민 C
가 4온스의 프리덤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 겔을 
기본으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MSM, 비타민 C를 첨가하여 관절, 
노화방지,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갑각류 포함(새우,게, 랍스터)

196 | Forever Freedom®  
(33.8 fl. oz.)

$27.20 | 2312-1904-.136

포에버 알로에 피취는 100% 안정화된 
알로에 베라 겔에 자연 그대로의 
복숭아맛을 더하여 맛을 좋게 
하였습니다. 알로에 베라 과립과 
태양에 잘있은 복숭아 쥬스가 들어 
있습니다.

077 | Forever Aloe Bits N’ Peaches® 
(33.8 fl. oz.)

$18.00 | 1530-1260-.090

포에버 리빙 프로덕트만의 안정화 특허 
기술로 생산되는 알로에 베라 겔은 
풍부한 비타민과 20여 종의 아미노산 
그리고 무기질, 섬유질, 효소등 200여 
가지의 좋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증진과 장운동을 활발히 해주며 
위와 장의 건강 및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015 | Forever Aloe Vera Gel™  
(33.8 fl. oz.)

$18.00 | 1530-1260 -.090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FDA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본제품은 진단, 완화. 치료, 완치, 
특정 질병 혹은 질병 종류에 대한 예방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만약 질병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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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 포메스틴 파워의 훌륭한 맛의 조화는 독특하게 
혼합한 석류, 배, 망고스틴,라즈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과일주스와 포도씨 추출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2 | Forever Pomesteen Power® (16 fl. oz.)  

$19.20 | 1632-1344-.096

포에버 생수로 원기를 회복하세요. 장소를 불문하고 항상 
수분섭취를 충분히 해야되는 우리의 몸, 항상 곁에 두고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265 | Forever® Natural Spring Water
(16.9 fl. oz., 케이스에 24병, 개별 판매 안함)

$33.60 | 2856-2352-.168

포에버 프리덤의 이점과 이국적인 석류맛를 더해 맛과 
편리성을 더한 제품으로 휴대하기 편리하게 파우치에 
담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수 있는 제품입니다 
갑각류 포함(새우, 게. 랍스터)

Forever Freedom2Go® (3 fl. oz.)

323 $3.04 | 258-213-.015 (개별)

306 $91.00 | 7735-6370-.455 (1박스=30개입)

그야말로 최상의 허브차입니다. 
바로 채취해 말린 알로에 
꽃에 계피향과 생강과 정향, 
올스파이스, 상큼한 오렌지 껍질과 
카다몬, 회향, 카모마일, 블랙베리 
잎, 김네마 실버스트르가 좋은 
향을 더해 줍니다 저칼로리로 
카페인이 없어 신경이완과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200 | Aloe Blossom Herbal Tea®

(25개 개별 포일 포장 티백)

$14.20 | 1207-994-.071

알로에 베라 겔의 효능과 달콤하고 이국적인 맛의 
포메스틴 파워를 함께 섞어 한번에 마실수 있는 편리한 
포일 파우치에 담았습니다

Forever Aloe2Go® (3 fl. oz.) 

322  $2.54 | 216-178-.012 (개별)

270 $75.80 | 6443-5306-.379 (1박스=30개입) 

파브 포에버 엑티브 부스트는 천연 
에너지 드링크제로 건강 유지에 필요한 
활력 에너지를 증대 시켜줍니다.알로에와 
특허받은 ADX7기술로 허브와 영양제를 
조화시켜 만든 강장제로 피로 회복에 탁월한 
드링크입니다.

321 | FAB Forever Active Boost™ (8.4 fl. oz.) 

$45.60 | 3876-3192-.228 (1박스=12캔)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FDA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본제품은 진단, 완화. 치료, 완치, 
특정 질병 혹은 질병 종류에 대한 예방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만약 질병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3



영
양

제

오늘날의 바쁜 라이프스타일과 패스트푸드의 
편리성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선한 녹색 음식
을 먹는 것을 너무나 자주 잊게 됩니다. 포에
버 리빙 프로덕트의 “필드 오브 그린”은 “
간편한 식사”에 대한 간단한 솔루션을 제공합
니다. 성분 분석표가 풍부한 녹색 식품의 격차
를 한 눈에 보여줍니다. 밀 함유

068 | Fields of Greens® (80 정)

$10.60 | 901-742-.053

포에버 에키네시아 슈프림은 두가지의 
최상의 상태의 에키네시아(드린국화와 
매자나무)에 포도씨 추출물을 더해 효과를 
극대화 했습니다.

214 | Forever Echinacea Supreme® (60 정)

$17.00 | 1445-1190-.085

포에버 네이쳐스-18은 쉽고 
간편하게 씹어 섭취할 수 
있는 타블렛으로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로부터 얻어지는 
항산화물질을 우리 몸이 매일 
필요한 만큼 공급해줍니다. 
바쁜 일상생활 중에도 일일 
권장량인 하루 5번의 과일과 
야채 섭취를 간편하게 포에버 
네이쳐스-18, 4타블렛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71 | Forever Nature’s 18® (120 타블렛)

$38.00 | 3230-2660-.190

새롭게 개선된 씹어먹을수 있는 종합 
비타민으로 포도맛등 다양한 맛이 들어있어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매일 필요한 
영양제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하기 
쉬운 식물성 영양소를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354 | Forever Kids® Chewable 
Multivitamins (120 정)

$12.00 | 1020-840-.060

포에버 네이처 민은 심해에서 축출한 미네랄로 
특수 멀티미네랄 공정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최대 흡수 가능한 형태의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미네랄 비율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037 | Nature-Min® (180 정)

$15.20 | 1292-1064-.076

독점 소유의 FOS, 락토페린, 두종류의 버섯
(잎새버섯, 표고버섯) 외에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각종 영양소가 함유되어 우리  
몸의 생체방어를 도와 면역력 증강과  
활력을 줍니다.

355 | Forever ImmuBlend™ (60 정)

$18.60 | 1581-1302-.093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FDA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본제품은 진단, 완화. 치료, 완치, 
특정 질병 혹은 질병 종류에 대한 예방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만약 질병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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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에서 추출하는 깅코빌로바는 
잘 알려진 대로 두뇌에 혈액 순환을 
증가시키고 기분을 좋게하며 에너지를 
향상시키고 집중력, 자율신경, 그리고 
신진대사를 증가시켜줍니다.

073 | Forever Ginkgo Plus® (60 정)

$24.40 | 2074-1708-.122

포에버 멀티-마카는 전설적인 페루
마카와 기타 강력한 허브를 조화시켜
만든 것으로 남녀의 성기능 강화 및 갱년기
장애 등에 도움이 됩니다. 콩 함유

215 | Forever Multi-Maca® (60 정)

$21.20 | 1802-1484-.106

포에버 비젼은 빌베리, 루테인, 
제아쟌틴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235 | Forever Vision® (60 정)

$21.20 | 1802-1484-.106

포에버 갈릭-타임(Thyme)에는 각각 강력한 
산화 억제제인 두 성분이 결합해 있어 건강을 
유지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마늘을 
잘라내거나 으깰경우 효소가 반응을 하여 
강력한 면역력 향상 에이젼트를 형성하는데 
연구결과 마늘의 또 다른 성분이 지방을 
신진대사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유리기(
프리라디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콩 함유

065 | Forever Garlic-Thyme® (100 소프트젤 캡슐)

$15.20 | 1292-1064-.076

포에버 A-Beta-CarE® 는비타민A(베타 
카로틴)와 비타민 E에 항산화제 미네랄인 
셀레늄을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항산화제는 
유리기(몸속에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화학분자)와 대항해 
싸우는데 필수적 요소입니다. 콩 함유

054 | A-Beta-CarE® (100 소프트젤 캡슐) 

$24.40 | 2074-1708-.122

알지 플러스는 한 스쿱당 5그램의 L-
알지닌을 제공하며 거기에 비타민과의 
상호 작용으로 우리몸이 하루종일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증강을 
도와줍니다. L-알지닌은 아미노산으로 
단백질 구조의 세포 분열을 도와주고 
산화질소 생산을 증가 시키는 여러 
중요한 역활을 담당합니다. 포에버 
생수나 알로에 베라 겔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320 | ARGI+® L-Arginine & Vitamin Complex (10.6 oz.)

$60.60 | 5151-4242-.303

포에버 엑티브 HA는 고유한 형태의 보습과 
윤활특성이 있는 저분자량 하일루론산을 
제공합니다. 또한 진져오일과 심황을 더해 
시중의 어떤 제품보다 더 강력한 관절 
영양과 피부보습 보충제를 만들었습니다. 
콩 함유

264 | Forever Active HA®  
(60 소프트젤 캡슐) 

$27.20 | 2312-1904-.136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FDA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본제품은 진단, 완화. 치료, 완치, 
특정 질병 혹은 질병 종류에 대한 예방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만약 질병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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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 비타민 C(Absorbent-C)와 귀리겨는 
뛰어난 영양 보충제 입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영양분을 하나의 편리한 
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독특한 과정을 
거쳐 개발한 섬유질 구성과의 결합을 
통해 바타민-C가 인체에 효과적으로 
전달 흡수 되도록 돕습니다. 
업서번트-C 비타민을 매일 섭취하시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048 | Absorbent-C® (100 정)

$14.20 | 1207-994-.071

포에버 엑티브 프로바이오틱은 나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한 
불균형으로 인한 우리 몸안의 좋은 박테리아의 자연적 
감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알로에 베라 겔은 
프로바이오틱 기능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프리바이오틱(Prebiotic) 역할을 합니다. 콩 함유

222 | Forever Active Probiotic® (30 알)

$24.20 | 2057-1694-.121

포에버 카디오헬스와 코큐텐은 독점적인 방식으로 
알로에 베라 겔과 혼합하여 심혈관 건강에 중요한  
3가지 영양지원을 제공합니다. 콩 함유.

312 | Forever CardioHealth® with CoQ10 
(30 개별 포일포장 팩)

$26.60 | 2261-1862-.133

새롭게 향상된 Forever Arctic Sea (북극해)는 
당신의 심혈 관계와 뇌, 눈 건강을 더 좋게 
도와주기 위해 천연 어유와 오징어 오일의 
독점적인 혼합으로 오메가 3 지방산의 
완벽한 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조합은 Forever Living이 독보적이며, 
하루에 33% 이상의 DHA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최상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DHA와 
EPA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376 | Forever Arctic Sea® 

Super Omega-3 Natural Fish & 
Calamari Oils with Olive Oil 
(120 소프트젤 캡슐)

$25.38 | 2157-1776-.127

Vit♂lize™ Men’s Vitality Supplement (남성 
활력 보조제)는 Pro6의 모든 파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많은 
영양소와 보다 생물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 형태들과 더욱 강력한 
식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하고 종합적인 제제는 정상적인 
비뇨기 흐름을 유지하고, 건강한 고환 
기능을 증진하며, 최상의 전립선 건강을 
장려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강력한 
약초들의 혼합과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74 | VIT♂LIZE™  

Men’s Vitality Supplement (60 소프트젤 캡슐)

$23.94 | 2035-1676-.120

Vit♀lize™ Women’s Vitality Supplement (여성 활력 
보조제)는 항산화가 풍부한 과일들, 약초들, 
비타민과 미네랄의 천연적인 혼합으로, 
특히 여성들의 요구로 만들어졌습니다. 
Vit♀lize는 사과 분말과 시계꽃, 오미자 
열매를 포함하는 독적점인 식물들을 
혼합하였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식물들은 
여성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요로 
건강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웰빙을 증진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375 | VIT♀LIZE™  

Women’s Vitality Supplement (120 정)

$25.37 | 2156-1776-.127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FDA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본제품은 진단, 완화. 치료, 완치, 
특정 질병 혹은 질병 종류에 대한 예방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만약 질병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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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 제품

영양제 팩에 다음 제품이 포함됩니다: Aloe Vera Gel, Forever 
Aloe2Go®-Pouch (3), Forever Freedom2Go®-Pouch (3), Arctic-Sea®, 
Forever Fast Break® Energy Bar, Forever Pomesteen Power®, Forever Kids® 
Chewable Multivitamins, Forever Bee Pollen®, Forever Active Probiotic®, 
Forever Lite Ultra® with Aminotein®†† Vanilla, ARGI+®, FAB Forever Active 
Boost™(1 can), Product Brochures and 1 USB Drive. 
(내용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Mini Touch of Forever – Nutritional

$200.00 | 17000-14000-1.000
075E  | 영어

075S  | 스페니쉬

075N  | 중국어

075R | 러시아어

†† Aminotein® 및 Aminogen®는 트리아코 인더스트리의 등록 상표입니다, 
Aminogen®은 미국 특허 번호 5,387,422에 의해 보호됩니다.

비타민 B-12와 엽산을 합하여 지속적으로 
건강한 호모시스테인 수준 유지를 도와 
신진대사 촉진, 세포분열, DNA합성, 적혈구 
생산과 신경기능을 향상시킵니다.

188 | Forever B12 Plus® with Folic Acid  
(60 정) 

$11.80 | 1003-826-.059

옛부터 잘 알려진 약재인 서양의 골든치아와 
동양의 인삼이 만나 우리 몸에 활력과 에너
지를 증강시켜줍니다.

047 | Gin-Chia® (100 정)

$15.20 | 1292-1064-.076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온 중국이 
원산지인 과일로 리시움은 알려진대로 
안색을 개선하고 에너지와 좋은 시력을 
유지시켜줍니다. 포에버 리시움 플러스는 
산화억제제인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및 기타 
유익한 식물성 영양소를 포함하는 영양 
보충제입니다

072 | Forever Lycium Plus® (100 정)

$25.80 | 2193-1806-.129

포에버 비 폴런은 높은 사막 외진곳에 
널려있는 꽃에서 옮겨온 꽃가루로  
특별하게 고안된 스테인레스 스틸통에 
수집되어 신선함과 강력한 활력을 
보장합니다. 포에버 비 폴런은 모두 
네추럴이며 방부제나 인공 감미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026 | Forever Bee Pollen® (100 정)

$13.00 | 1105-910-.065

연구결과 로얄젤리는 면역체계 
지원을 돕고 에너지를 증강시키고 
머리카락과 피부건강에 도움을 
주는걸로 나타났습니다. 포에버 
로얄제리는 건조하고 외진,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높은 사막 지역에서 
수집됩니다.

036 | Forever Royal Jelly® (60 정)

$27.60 | 2346-1932-.138

훌륭한 맛의 천연 감미료인 포에버 
비 허니는 자연이 주는 영양분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소화가 잘되며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원이 됩니다

207 | Forever Bee Honey® (17.6 oz.)

$12.80 | 1088-896-.064

프로폴리스는 꿀벌들이 벌집을 
보호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보호물질을 수집한 
것입니다. 포에버 비 프로폴리스는 
공해가 없는 청정지역에서 수집되며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비 프로폴리스 수집통을 사용합니다. 
포에버 비 프로폴리스는 방부제나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100% 
천연제품입니다 콩,견과류(아몬드)포함

027 | Forever Bee Propolis® (60 정)

$26.40 | 2244-1848-.132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FDA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본제품은 진단, 완화. 치료, 완치, 
특정 질병 혹은 질병 종류에 대한 예방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만약 질병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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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지속적인 단백질 해결책

• 콩 단백질은 양질의 
식물성 완전 
단백질입니다

• 유제품 및 달걀에 
함유된 단백질과 
동등한 수준의 단백질 
함유

• 저지방 및 저포화지방

• 콜레스테롤 제로

• 젖당 제로

• 채식주의자를 위한 
대체 식품으로 이상적

• 식품의 건강 기능 
임상 시험에서 검증된 
단백질만 함유

포화 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낮은 
식단으로 하루 25g의 콩 단백질을 
섭취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Aminotein®†† 

과 Forever Lite Ultra® 2회 
제공량에는 34g의 콩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하게 심
장 건강을 챙
기십시오!

활동적이고 바쁜 라이프스타일의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다이어트시 좋습니다  땅콩,우유, 콩 함유, 
바 한개당 220 칼로리

267 | Forever Fast Break® Energy Bar (2 oz.)

$2.80 | 238-196-.014

포에버-린은 지방과 탄수화물로 
부터 칼로리의 신체흡수를 막아주는 
혁신적인 두가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89 | Forever Lean® (120 캡슐)

$33.40 | 2839-2338-.167

포에버 갈시니아 플러스는 갈시니아 
캄보지아 열매에 포함된 화합물이 
탄수화물 섭취시 체내에서 지방과의 
합성을 일시적으로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071 | Forever Garcinia Plus®  
(70 소프트 젤)

$25.80 | 2193-1806-.129

포에버 라이트 울트라와 아미노틴은 건강한 
다이어트와 라이프스타일 유지에 적합한 신개념, 
신기술로 만든 제품입니다. 콩 함유.

Forever Lite Ultra® with Aminotein® †† (18.5 oz.)

325 초콜렛 | 324 바닐라

$30.40 | 2584-2128-.152
†† Aminotein® 및 Aminogen®는 트리아코 인더스트리의 등록 상표입니다, Aminogen®

은 미국 특허 번호 5,387,422에 의해 보호됩니다.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FDA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본제품은 진단, 완화. 치료, 완치, 
특정 질병 혹은 질병 종류에 대한 예방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만약 질병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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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지속적인 단백질 해결책

Clean 9 Business Pak
$401.60 | 34136-28112-2.008

220 | Vanilla Ultra w. Aminotein - 영어  
220N | Vanilla Ultra w. Aminotein - 중국어 

220R | Vanilla Ultra w. Aminotein - 러시아어 

221 | Vanilla Ultra w. Aminotein - 스페니쉬  

231 | Chocolate Ultra w. Aminotein - 영어

231N | Chocolate Ultra w. Aminotein - 중국어

231R | Chocolate Ultra w. Aminotein - 러시아어

232 | Chocolate Ultra w. Aminotein - 스페니쉬

†† Aminotein® 및 Aminogen®는 트리아코 인더스트리의 등록 상표입니다, 
Aminogen®은 미국 특허 번호 5,387,422에 의해 보호됩니다.

안정된 재정적 미래를 향한 훌륭한 시작이며 포에버 리빙 
사업을 형성하고 확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비지니스 팩에는 3-클린 9 울트라 팩, 12-포에버 패스트 
브레이크 에너지 바, USB 드라이브, 그리고 제품 안내책자. 
(내용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Clean 9
$123.00 | 10455-8610-.615

216 | Vanilla Ultra w. Aminotein - 영어

229 | Chocolate Ultra w. Aminotein - 영어 

217 | Vanilla Ultra w. Aminotein - 스페니쉬 

230 | Chocolate Ultra w. Aminotein - 스페니쉬 

†† Aminotein® 및 Aminogen®는 트리아코 인더스트리의 등록 상표입니다, 
Aminogen®은 미국 특허 번호 5,387,422에 의해 보호됩니다. 

포에버 클린 9은 우리 몸안을 깨끗하게 하기위한 
첫 번째 단계로 9일 동안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정화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켜주는 아주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클린 9에는 알로에 베라 겔(3), 포에버 라이트 
울트라와 아미노틴(1), 포에버 갈시니아 플러스(1), 
포에버 비폴런(1), 쉐이크 용기, 줄자 그리고 영어 
혹은 스페니쉬 설명서  
(내용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FDA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본제품은 진단, 완화. 치료, 완치, 
특정 질병 혹은 질병 종류에 대한 예방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만약 질병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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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 엑스 에너지 드링크 – 
비타민, 아미노산 그리고 전해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칼로리, 
탄수화물 및 당이 들어가지 않아 
건강에 좋은 대체 에너지 드링크. 
지금 당장 필요한 에너지를 
강화함은 물론 장기적인 에너지를 
얻는 효과도 함께 누리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활기차게 성취할 수 
있도록 패브 엑스가 도와 드릴 
것입니다.

AOS 복합제가 함유된 포에버 데일리는 
현재 가능한 최고의 영양 공급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자사 고유의 
새로운 혼합제제로서, 본 제품에는 
알로에 베라로 코팅된55가지의 
영양소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의 일일 
권장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39 | Forever Daily™ (60 tablets)

$15.84 | 1346-1109-.08

비타민, 아미노산 그리고 전해질이 비타민, 아미노산 그리고 전해질이 

탄수화물 및 당이 들어가지 않아 탄수화물 및 당이 들어가지 않아 
건강에 좋은 대체 에너지 드링크. 건강에 좋은 대체 에너지 드링크. 

강화함은 물론 장기적인 에너지를 강화함은 물론 장기적인 에너지를 

440 | FAB X Forever Active Boost™ (8.4 fl. oz.)

$45.60 | 3876-3192-.228 (case of 12)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FDA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본제품은 진단, 완화. 치료, 완치, 
특정 질병 혹은 질병 종류에 대한 예방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만약 질병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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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렉션에 추가된 새로운 제품 – 
누드 및 코코아 색상의 SPF 20 
알로에 비비 크림을 자랑스럽게 
소개합니다. 피부에 건강한 
무결점 광채를 표현하며 동시에 
수분공급, 프라이머 및 컨실러 
역할, 피부보정 및 자외선 차단 
역할을 하는 다기능 복합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입니다.

aloe BB crème (1.5 oz )

$42.84 | 3641-2999-.215

포에버 칼슘은 전반적인 뼈 건강에 
필요한 최대의 영양을 공급합니다. 
나이가 들어 가면서, 사람들은 
칼슘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포에버 칼슘은 
칼슘 및 고성능 미네랄의 우수한  
형태를 사용하여 최대 흡수율과 
생물학적 이용도를 확보하였습니다. 
포에버 칼슘을 사용하시면서, 나의 
건강을 위해 최고품질의 성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은 
확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6 | Forever Calcium® (90 tablets)

$17.40 | 1479-1218-.087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FDA에 의해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본제품은 진단, 완화. 치료, 완치, 
특정 질병 혹은 질병 종류에 대한 예방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만약 질병이 있으시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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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베라 잎의 안쪽 젤리만을 사용한 100% 안정하된 
알로에 베라 겔로 반투명의 진한 젤리형입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하여 균의 감염을 막아 줌으로 가벼운 화상과 
절상, 찰과상, 일조화상, 가려움증 건조한 피부에 
좋으며 피부 진정작용을 도와주고 바르고나서 옷에 
얼룩이 남지 않습니다.

061 | Aloe Vera Gelly (4 fl. oz.)

$11.80 | 1003-826-.059

집에서 간편하게 바디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보다 슬림하고 탄탄하게 보이도록
도와 줍니다. 유럽의 허브 합성물과 천연 열감
촉매제가 몸을 자극해 순환시키고 피부를
청결케하고 피부 깊숙히 갇혀있는 체액을
뽑아내는 작용을 합니다. 알로에 바디 토닝
키트에는 셀로판 랩(별도 판매 않음)과 함께
사용하는 알로에 바디토너, 랩 후에 사용하는
알로에 바디컨디셔닝크림, 피로를 풀어주는
알로에 배스젤리, 피부를 자극해 순환을
증대시키는 루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55 | Aloe Body Toning Kit
$70.00 | 5950-4900-.350

순하고 보습이 풍부한 샤워젤은 다량의 순수 
알로에 베라 겔이 우리몸을 진정시켜줍니다.

014 | Aloe Bath Gelée (8.5 fl. oz.)

$15.00 | 1275-1050-.075

안정화된 알로에 베라 겔의 침투력이 피부 
깊숙히 열감을 주는 크림입니다. 셀로판 
랩(따로 판매)과 함께 사용하여 탄력있는 
몸매를 만들어 보세요.

056 | Aloe Body Toner (4 oz.)

$23.40 | 1989-1638-.117

풍부한 유럽 허브 추출물과 컨디셔너가 
함유된 진한 유제크림으로 피부를 유연하고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057 | Aloe Body Conditioning Creme (4 oz.)

$29.20 | 2482-2044-.146

알로에 썬스크린 스프레이 SPF 30은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장시간 노출로 인한 
노화와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 포뮬라로 스프레이 방식이라 
쉽게 바를 수 있어 편리합니다.

319 | Aloe Sunscreen Spray (6 fl. oz.)

$16.80 | 1428-1176-.084

알로에 썬스크린 SDF 30은 UVA와 UVB 광선 모두 
차단합니다. 순수한 안정화된 알로에 베라 겔로 
만들어 착용감이 부드러운 로션입니다. 풍부한 
보습제와 습윤제로 피부의 자연스러운 수분 균형을 
유지시켜줍니다.

199 | Aloe Sunscreen (4 fl. oz.)

$11.80 | 1003-826-.059

알로에 썬래스 태닝로션은 특별한 방식의 고급스런 
알로에 베이스와 섞은 수분이 풍부한 영양크림으로 
연중 안전하게 태양 없이도 자연스럽고 매끈한 태닝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239 | Aloe Sunless Tanning Lotion (4 fl. oz.)

$16.00 | 1360-1120-.080

알로에 모이스쳐라이징 로션은 뛰어난 보습제와 
습윤제의 속성이 있습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피부의 자연스러운 PH 균형을 유지시키면서 피부를 
매끄겁고 부드럽고 탄력있게하여 줍니다. 알로에 
로션보다 진하며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피부의 
부드럽고 비단같은 느낌을 복원하는데 이상적입니다.

063 | Aloe Moisturizing Lotion (4 fl. oz.)

$11.80 | 1003-826-.059

얼굴뿐 아니라 몸 어디에나 수분을 
공급해 주는 훌륭한 로션입니다. 
순수한 고농축 안정화된 알로에에 
호호바유,콜라겐, 엘라스틴, 비타민 
E가 함유된 미세질감과 가벼운 향의 
로션이지만 피부의 염증과 건조한 
피부를 오랫동안 진정시켜줍니다.

062 | Aloe Lotion (4 fl. oz.)

$11.80 | 1003-826-.059

천연 피부 컨디셔너인 프로폴리스 크림은 뛰어난 
보습크림으로 안정화된 알로에 베라 겔, 벌집을 
지켜주는 비 프로폴리스, 피부에 좋은 허브 
카모마일과 캠프리, 비타민A와 비타민E가 들어있어 
피부 컨디션을 좋게 해 줍니다.

051 | Aloe Propolis Creme (4 oz.)

$16.60 | 1411-1162-.083

얼굴뿐 아니라 몸 어디에나 수분을 얼굴뿐 아니라 몸 어디에나 수분을 
공급해 주는 훌륭한 로션입니다. 공급해 주는 훌륭한 로션입니다. 
순수한 고농축 안정화된 알로에에 순수한 고농축 안정화된 알로에에 
호호바유,콜라겐, 엘라스틴, 비타민 호호바유,콜라겐, 엘라스틴, 비타민 
E가 함유된 미세질감과 가벼운 향의 E가 함유된 미세질감과 가벼운 향의 
로션이지만 피부의 염증과 건조한 로션이지만 피부의 염증과 건조한 
피부를 오랫동안 진정시켜줍니다.피부를 오랫동안 진정시켜줍니다.

062062

$11.80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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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의 피로를 풀고 시원하게 이완시킬수 
있는 맛사지를 필요로 할때 좋습니다. 
침투력이 빠르고 열감을 주어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064 | Aloe Heat Lotion (4 fl. oz.)

$11.80 | 1003-826-.059

메틸 술포닐 메탄은 우리의 신체에서 세 
번째로 가장 풍부한 물질입니다. 순수한 
안정화된 알로에 베라, 허브 추출물 
외에도 선택된 재료를 전문적으로 결합하여  
통증을 진정시켜줍니다.

205 | Aloe MSM Gel (4 fl. oz.)

$16.60 | 1411-1162-.083

알로에 퍼스트는 구급 상자에 추가해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비상
상비 제품입니다. 알로에 베라 겔과 비
프로폴리스, 알란토인과 엄격하게 선정한 11
가지 약초 추출액을 배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가벼운 상처나 피부 과민증에 좋습니다.

040 | Aloe First® (16 fl. oz.)

$16.80 | 1428-1176-.084

자연 분해, pH 균형 및 무자극성으로 
얼굴과 손 또는 보디 클렌징으로 매일 
사용해도 될 만큼 순하며 민감성 피부에도 
잘 맞습니다. 사용하기 간편하도록 펌프식 
용기에 들어 있으며 상쾌한 향으로 온 
가족이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038 | Aloe Hand & Face Soap (16 fl. oz.) 

$11.80 | 1003-826-.059

순수하고 순한 고체비누로 풍부한 보습특성을 
지닌 아보카도 버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시트러스 향이 목욕할때마다 활기를 
찾게해주며 얼굴과 몸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깨끗해집니다.

284 | Avocado Face & Body Soap (5 oz.)

$5.40 | 459-378-.027

알로에 손 세정제는 세균을 99.9% 없앨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피부진정과 안정에 
탁월한 알로에와 벌꿀을 넣어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

318 | Forever Hand Sanitizer® 

with Aloe & Honey (2 fl. oz.) 

$3.40 | 289-238-.017

퍼스널 케어 셋트에 다음 제품이 포함됩니다: Forever 
Bright® Toothgel (2), Aloe Lips™ (2), Avocado Face & Body Soap (2), 
Aloe Heat Lotion, Aloe Ever-Shield® Deodorant, Aloe Vera Gelly, 
Aloe-Jojoba Shampoo, Aloe-Jojoba Conditioning Rinse, Aloe Liquid 
Soap, Aloe Propolis Creme, Forever Hand Sanitizer®, Forever Aloe 
Scrub®, Aloe Sunscreen Spray, Aloe Moisturizing Lotion, Aloe MSM Gel, 
Aloe Bath Gelee, Aloe Lotion, Aloe First®, Loofah, Product Brochures 
and one USB Drive. (내용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Mini Touch of Forever – Personal Care
$200.00 | 17000-14000-1.000

076E | 영어 076N | 중국어  

076S | 스페니쉬 076R | 러시아어

포에버 브라이트 치약은 순하며 
무불소치약으로 100% 안정화된 알로에 베라 
겔에 비 프로폴리스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028 | Forever Bright® Toothgel (4.6 oz.) 
$6.80 | 578-476-.034

생분해성 다목적 고농축 세제로 찌든때를 
벗겨내고 기름을 분해시키며 얼룩을 
제거하는데 탁월합니다.

307 | Forever Aloe MPD® 2X Ultra (32 fl. oz.) 

$19.80 | 1683-1386-.099

알로에 동물용 포뮬라는 안정화된 알로에 
베라 겔이 주 재료중 하나이며 가벼운 
찰과상이나 외부 자극에 적합합니다. 
천연 진정제인 알란토인이 또하나의 주된 
성분으로 함유되었습니다. 노즐 제어 
스프레이가 애완동물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을 쉽게해주며 가려움증과 
염증을 빠르게 덜어 줍니다.

030 | Aloe Veterinary Formula (16 fl. oz.) 

$16.20 | 1377-113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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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분해, pH 균형 및 무자극성으로 자연 분해, pH 균형 및 무자극성으로 
얼굴과 손 또는 보디 클렌징으로 매일 얼굴과 손 또는 보디 클렌징으로 매일 
사용해도 될 만큼 순하며 민감성 피부에도 사용해도 될 만큼 순하며 민감성 피부에도 
잘 맞습니다. 사용하기 간편하도록 펌프식 잘 맞습니다. 사용하기 간편하도록 펌프식 
용기에 들어 있으며 상쾌한 향으로 온 용기에 들어 있으며 상쾌한 향으로 온 

16 fl. oz.16 fl. oz.) ) 

진정 효과가 있는 알로에 베라는 입술을 케어하는데 
이상적입니다. 호호바유와 비왁스(Beeswax)가 함유되어 
지금 나와있는 어떤 시제품보다 뛰어난 사계절용 립 
제품입니다. 건조하고 갈라진 입술에 사용하며 진정, 
유연,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022 | Aloe Lips™ with Jojoba (0.15 oz.) 

$3.20 | 272-2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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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사해소금과 라벤더 그리고 에센셜 오일의 
아로마향에 푹 젖어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286 | Relaxation Bath Salts (12.3 oz.)

$22.00 | 1870-1540-.110

알로에 베라, 정유, 화이트 티, 과일 추출물등이 
피부를 조절하고 진정해주며 유분이 없어 
산뜻합니다.

288 | Relaxation Massage Lotion (6.5 fl oz.)

$20.60 | 1751-1442-.103 

알로에와 에센셜 오일, 과일 추출액이 들어있는 
샤워젤의 감미로운 향과 뛰어난 스킨 케어 효과, 
샤워를 통한 휴식의 시간입니다.

287 | Relaxation Shower Gel (6.5 fl oz.)

$18.20 | 1547-1274-.091 

하루의 피로를 풀기에 충분한 아로마 테라피 3종세트, 아로마 
릴렉세이션 마사지로션, 릴렉세이션 목욕소금, 릴렉세이션 샤워 
젤로 집에서 편안하게 피로를 풀어 보세요! 

285 | Forever Aroma Spa Collection
$60.60 | 5151-4242-.303

안정화된 알로에 베라 겔이 들어있어 
피부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몸에 
해로운 알루미늄 솔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067 | Aloe Ever-Shield® (3.25 oz.) 
$6.40 | 544-448-.032

부드럽고 실키 형태의 로션으로 면도후 
건조함과 자극을 진정시켜줍니다. 알로에 
베라와 로스마리, 카모마일과 같은 특별한 
컨디셔너의 배합으로 손상되기 쉬운 피부를 
부드럽게 진정시켜줍니다.

070 | Gentleman’s Pride® (4 fl. oz.) 

$11.80 | 1003-826-.059

혁신적인 알로에 기반의 다기능 
스타일링 젤입니다. 자연스러운 스타일 
연출 가능한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상한 모발을 복구 해 줍니다. 핑거 
스타일이든 자연건조, 드라이어 건조이든 
포에버 알로에 스타일링 젤이 이상적인 
머리유형이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194 | Forever Aloe Styling Gel® (8 oz.) 

$10.60 | 901-742-.053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무알콜 헤어 
스프레이입니다. 영양과 보습을 주어 
모발을 튼튼하게 하여 오랫동안 자연
스러운 머리모양을 유지시켜 줍니다

066 | Forever Aloe Pro-Set® (6 fl. oz.)

$8.40 | 714-588-.042

알로에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포뮬라로 
PH 발란스 유지, 부드럽고 관리하기 쉬
운 윤기나는 머리결을 만들어줍니다.

260 | Aloe-Jojoba Shampoo (10 fl. oz.)

$14.20 | 1207-994-.071

풍부한 비타민 B, 가수분해단백질이 
들어있는 포뮬라로 모발에 더 많은 보습과 
영양을 주어 부드럽고 관리하기 쉽게 해 
줍니다.

261 | Aloe-Jojoba Conditioning Rinse (10 fl. oz.) 
$14.20 | 1207-994-.071

25TH 에디션 남성용 향수는 향긋한 푸르제
(숲내음향)향과 감각적이고 남성적인 
과일향을 함께 넣었습니다. 허브향과 
나무숲향은 항상 신선하며 오래 지속됩니다.

209 | 25TH Edition® Cologne Spray  
for Men (1.7 fl. oz.)

$37.00 | 3145-2590-.185

25TH 에디션 여성용 향수는 아름다운 
꽃과 숲의 향기로 당신을 꽃의 여신으
로 변화시켜 줍니다.

208 | 25TH Edition® Perfume Spray 
for Women (1.7 fl. oz.) 
$37.00 | 3145-259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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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a® Skin Care Collection 에는 세정, 보습 및 
전반적인 피부 건강과 상태를 유지해 주는  
5가지 기초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알로에 및 과일 추출물이 피부를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277 | Sonya® Aloe Purifying Cleanser (6 fl. oz.)

$25.60 | 2176-1792-.128

알로에 및 백차가 피부에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279 | Sonya® Aloe Refreshing Toner with White Tea (6 fl. oz.)

$25.60 | 2176-1792-.128

피부 재생 성분이 수분 밸런스를 적절히 유지해 주어 
피부가 그 어느 때보다 매끄럽고 촉촉하게 보일 것입니다.

280 | Sonya® Aloe Balancing Cream (2.5 oz)

$24.40 | 2074-1708-.122

알로에와 천연 호호바 방울이 완벽히 조화되어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278 | Sonya® Aloe Deep-Cleansing Exfoliator (4 fl. oz.)

$19.20 | 1632-1344-.096

백차와 비단처럼 매끄러운 알로에 포뮬라가 피부를 
보강해 당신의 빛나는 피부를 유지해 줍니다.

281 | Sonya® Aloe Nourishing Serum with White Tea (4 fl. oz.)

$31.80 | 2703-2226-.159

알로에와 소나무 껍질 추출물이 
수분의 유지, 공급, 재충전을 도와 
안색을 환하게 해 줍니다.

311 | Sonya® Aloe Deep 
Moisturizing Cream (2.5 oz)

$26.60 | 2261-1862-.133

머리카락에 힘과 볼륨을 주고 
머리결을 부드럽게하여 풍만하게 
합니다.알로에 베라 겔과 로얄젤리를 
첨가하여 머리를 윤택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351 | Sonya® Volume Shampoo  
12 Fl. oz. 

$19.20 | 1632-1344-.096

소냐 볼륨 샴푸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안해주는 컨디셔너 
입니다. 볼륨과 머리카락에 힘을 줘 
머리를 올려주고 염색머리에 안전하며 
부드럽고 손질이 쉽고 윤기나게 
해줍니다.

352 | Sonya® Volume Conditioner  
12 Fl. oz. 

$19.20 | 1632-1344-.096

수분강화 샴푸로 독특한 울트라 
하이드레이팅 방식으로 만들어 모발에 
활력을 주고 알로에 베라와 로얄젤리 
함유로 수분이 풍부하며 볼륨과 윤기가 
회복되고 손질도 쉬워집니다.

349 | Sonya® Hydrate Shampoo  

12 Fl. oz. 

$19.20 | 1632-1344-.096

칼라 세이프 포뮬라로 모발을 촉촉하게, 
잘 엉키지 않게 해주고 건조하거나 잘 
부서지기 쉬운 머리를 윤기나게 해줍니다. 
알로에 베라와 로얄젤리가 첨가되어 두피에 
영양을 주고 곱슬머리를 펴주어 스타일과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50 | Sonya® Hydrate Conditioner 

12 Fl. oz. 

$19.20 | 1632-1344-.096

282 | Sonya® Skin Care Collection
277 Aloe Purifying Cleanser 279 Aloe Refreshing Toner with White Tea 
281 Aloe Nourishing Serum with White Tea 280 Aloe Balancing Cream  
278 Aloe Deep-Cleansing Exfoliator

$119.80 | 10183-8386-.599

부드럽고 가벼운 알로에 베라 겔 포뮬라는 눈 화장을
빠르고 부드럽게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로에
바바덴시스 겔은 회복, 조절, 진정시켜주는 이점을
제공해 민감한 눈 주위에 이상적입니다.

186 | Sonya® Aloe Eye Makeup Remover (4 fl. oz.)

$8.60 | 731-6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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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의 꽃 알로에”란 이름입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피부미용을 지킬수 있는 
기초 화장품 콜렉션으로 알로에 베라 겔, 
천연 엘라스틴과 콜라겐,우수한 보습제, 
유연제 그리고 흡수제가 들어 있어 
피부 청결 및 수렴, 영양, 탄력, 리프팅 
효능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거울이 달린 세트 제품

337 | Aloe Fleur de Jouvence® 

$91.00 | 7735-6370-.455

불건성, 무알콜 포뮬라로 특수 
보습제인 천연 알로에 베라와 위치 
헤이젤, 토닝을 위한 식물 추출액과 
세포 조절을 돕는 콜라겐 그리고 
알라토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38 | Rehydrating Toner (4 fl. oz.)

$11.80 | 1003-826-.059

탁월한 보습 촉매제로 효소, 아미노산, 
다당류를 포함합니다. 파우더 마스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액체 
파트너로 피부 클린져나 청결제로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343 | Aloe Activator (4 fl. oz.)

$11.80 | 1003-826-.059

알로에 베라, 벌꿀과 식물에서 추출된 
성분들이 밤사이 피부에 수분, 영양을 
공급해 부드럽게 해줍니다. 

342 | Recovering Night Creme (2 oz.)

$25.80 | 2193-1806-.129

알로에 퍼밍 데이 로션은 낮에 
사용하는 로션으로 풍부한 양의 알로에 
베라 함유로 피부가 종일 촉촉합니다.

340 | Firming Day Lotion (2 fl. oz.)

$18.40 | 1564-1288-.092

특수 배합된 성분들과 알로에 
엑티베이터가 얼굴 과 목에 얇은 막을 
형성해 당겨주면서 피부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합니다. 

341 | Mask Powder (1 oz.)

$16.80 | 1428-1176-.084

아름답고 완벽한 피부를 이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PH 와 수분의 균형이 
잘 잡힌 클린져로 저 자극성이며 
유분이 없어 세안후 피부가 당기지 
않고 가볍게 느껴집니다.

339 | Aloe Cleanser (4 fl. oz.)

$11.80 | 1003-826-.059

호호바 오일과 순수한 알로에 겔의 
성분으로 매일 얼굴이나 손에 
사용하여 죽은 세포나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히 없애줘 피부의 재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38 | Forever Aloe Scrub® (3.5 oz.)

$12.80 | 1088-896-.064

바다의 다시마와 해조류로 부터 얻은 
천연 미네랄이 피부 조직에 균형을 
주며 피부 깊숙한 곳까지 클린징해 
줍니다. 알로에 베라, 꿀,오이  
추출물 함유.

234 | Forever Marine Mask® (4 oz.)

$18.00 | 1530-1260-.090

R3 란- 수분 공급 (Retain), 
손상회복(Restore), 새롭게하다 
(Renew)라는 뜻입니다. 안정화된 
알로에 베라 겔, 수용성 콜라겐, 
알파하이드록시산, 비타민 A,E
가 윤기와 탄력,잔주름 및 피부 
노화에 도움을 주며 안색을 
좋게합니다.

069 | R3 Factor®  
Skin Defense Creme (2 oz.)

$25.80 | 2193-1806-.129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에 탄력을 주며 
주름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하여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며, 피부터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87 | Forever Alpha-E Factor® (1 fl. oz.)

$23.40 | 1989-1638-.117

눈 주위에 영양과 보습을 주어  
잔주름, 눈밑 처짐,검버섯을  
감소시켜며 눈가의 탄력과  
유연을 돕습니다.

233 | Forever Alluring Eyes® (1 oz.)

$17.00 | 1445-1190-.085

F포에버 에피블랑크는 미백효과가 
우수한 알브틴, 안정된 알로에 
베라 겔이 기미, 주근깨, 색소침착 
부위에 안티 멜라닉 작용으로 칙칙한 
피부톤을 한 단계 밝고 투명하게 
변화시켜 주는 미백제품.

236 | Forever Epiblanc® (1 oz.)

$16.00 | 1360-1120-.080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에 탄력을 주며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에 탄력을 주며 
주름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를 주름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하여 염증이 생기지 않게 청결하게 하여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며, 피부터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하며, 피부터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87187

$23.4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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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ect Pair Eyeshadow (0.1 oz.)

$16.54 | 1406-1158-.083

  렝스닝 마스카라는 
속눈썹을 한올 한올 
분리하여 표현하며, 
자연스러우면서도 선명한 
모습의 잊을 수 없는 눈매를 
연출합니다.

Flawless Lengthening  
Mascara ( 0.28 oz.)

$17.97 | 1527-1258-.090

  라인 표현을 위한 제품. 
디파이닝 아이 펜슬은 눈을 돋보이게 
하는데 완벽한 제품입니다. 

Defining Eye Pencil (0.03 oz.)

$9.60 | 816-672-.048

399 | Forest

398 | Waterfall

396 | Ocean

395 | Night Sky

394 | Beach

397 | Sand Dune

  볼루마이징 마스카라로 
풍부하고 드라마틱한 눈썹을 
표현하십시오.

Flawless Volumizing  
Mascara (0.28 oz,)

$17.97 | 1527-1258-.090

  부드러운 성분의 이 
제품에는 6가지 고유한 색상 세트가 
있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아이 섀도우를 실수 없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418 |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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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과학으로 
이루어진 혁신적인 
제품, 알로에 
성분이 포함된 소냐 
플로리스는 전세계 
여성들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표현하는데 큰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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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킷 피니싱 파우더 세트에는 두가지 클래식한 색상이 
있으며, 원하지 않는 번들거림을 조절하여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완벽한 메이크업.

Delicate Finishing Powder (0.35 oz.)

$18.36 | 1561-1285-.092

410 | Light 411 | Natural 412 | Amber 413 | Caramel

387 | Dark

386 | Light-Medium

377 | Porcelain

378 | Rose Beige

379 | Sunset Beige

380 | Golden Sun

381 | Mocha

382 | Raisin

383 | Natural Beige

384 | Vanilla Bisque

385 | Sandy

  완벽하게 조화된 두가지 색상이 펜슬 
양쪽 팁에 있어 쓰기 편리하며, 두 색상이 
완벽히 블렌딩 됨. 3가지 세트가 있음. 

Concealer Duet (0.1 oz.)

$15.72 | 1336-1100-.079

  3가지 클래식 색상에 새로이 옅은 색상이 
하나 추가되었으며, 이 새로운 미네랄 
성분으로 섬세한 매트 느낌의 발림과 빛나는 
광채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Mineral Makeup (0.21 oz.)

$24.71 | 2100-1730-.124

  유행을 타지 않는 
자사의 9가지 크림 투 
파운데이션 쉐이드의 
새로운 제제로서 고품격의 
부드러운 크림이 매끄러운 
파우더로 변하여, 
부드럽고, 투명하며 
자연스러운 광채를 띤 
피부를 표현합니다. 

Cream to Powder  
Foundation  
(0.25 oz.)

$23.73 | 2017-1661-.119

  385 | Sandy

  410 | Light

416 | Light

417 | Medium

436 |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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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셔스 립스틱: 고품격의 
풍부하고 달콤한 12가지 새로운 
색상.

388 | Aanya

389 | Layla

390 | Bella

391 | Olivia

392 | Mia

393 | So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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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영양을 공급하는 이 고품격 립 글로스로 
여러분의 입술에 빛을 더하십시오. 반짝이는 질감의 
5가지 색상.

Luscious Lip Colour ( 0.2 oz.)

$18.56 | 1578-1299-.093

  이 완벽한 질감의 
디파이닝 립 펜슬로 
자연스러운 입술 모양에 
매력을 더하십시오.

Defining Lip Pencil 
(0.04 oz.)

$12.02 | 1022-841-.061

  완벽하고 투명한 
색상 표현으로 뺨에 
하이라이트와 입체감을 
만들어 주는 매끄러운 
파우더 블러쉬

Brilliant Blush  
(0.11 oz.)

$15.25 | 1296-1068-.077

  407 | Guava

Delicious Lipstick  
( 0.12 oz.)

$14.54 | 1236-101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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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 리빙 제품들의 라인에 대한 훌륭한 소개가 됩니다.이 
풀싸이즈콤보 팩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Aloe Vera Gel, Forever 
Bright Toothgel, Aloe Lips, Forever Aloe2Go Pouch (3), Forever Freedom2Go 
Pouch (3), Arctic-Sea, Avocado Face & Body Bar Soap, Aloe Heat Lotion, Aloe 
Ever-Shield Deodorant, Forever Garlic-Thyme, Forever Fast Break Bar, Aloe Vera 
Gelly, Aloe-Jojoba Shampoo, Forever Pomesteen Power, Forever Royal Jelly, 
Forever Kids, Forever Bee Pollen, Fields of Greens, Forever Active Probiotic, 
Forever Bee Propolis, Forever Ginkgo Plus, Forever Lite Ultra with Aminotein®†† 
Vanilla, ARGI+, FAB Forever Active Boost (1 can), Aloe Blossom Herbal Tea, 
Absorbent-C, Aloe Liquid Soap, Aloe-Jojoba Conditioning Rinse, Aloe Propolis 
Creme, Forever Hand Sanitizer, Product Brochures and 1 USB Drive. 
(내용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Touch of Forever Combo Pak

$400.00 | 34000-28000-2.000

001E – 영어 001S – 스페니쉬

001N – 중국어 001R – 러시아어

†† Aminotein® 및 Aminogen®는 트리아코 
인더스트리의 등록 상표입니다, Aminogen®은 미국 
특허 번호 5,387,422에 의해 보호됩니다.

우리의 독점적인 다양한 천연 제품을 살펴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건강과 미용을 위해 자연이 주는 최고의 소스를 찾아내기 위해 
30년 이상동안 헌신해 왔습니다. 이 책자의 제품들은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있는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전체적인 알로에 
제조와 공급과정을 수직통합형으로 일체화하였습니다. 채취과정부터, 
공장, 연구 및 개발, 포장, 운송, 배포등 한곳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생활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는 
디스트리뷰터들과 그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수백만의 고객에게 FLP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미국 및 전세계 150 개국 이상에서 수백만명이 저희 제품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는 최상의 
품질을 추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포에버 올림

Rex Maughan 
최고 경영자(CEO)

Rex Maughan 

최고 경영자(CEO)

FOREVER CORPORATE PLAZA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Forever Living 본사 

우리는 알로에 베라 기반의 건강 및 미용 제품의 최고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알로에 베라의 안정화를 위한 
수많은 특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알로에 베라 제품들은 일관성과 순도에 대한 승인인 국제알로에 
과학위원회 승인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제품의 대부분은 코셔, 하랄 및 이슬라믹 인증을 받아 포에버 리빙 
프로덕트가 더욱 앞선 글로벌 선구자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들은 동물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최고품질 보장

Item # 10210

Vanilla, ARGI+, FAB Forever Active Boost (1 can), Aloe Blossom Vanilla, ARGI+, FAB Forever Active Boost (1 can), Aloe Blossom Vanilla, ARGI+, FAB Forever Active Boost (1 can), Aloe Blossom 
Absorbent-C, Aloe Liquid Soap, Aloe-Jojoba Conditioning Rinse, Aloe Propolis Absorbent-C, Aloe Liquid Soap, Aloe-Jojoba Conditioning Rinse, Aloe Propolis Absorbent-C, Aloe Liquid Soap, Aloe-Jojoba Conditioning Rinse, Aloe Propolis 
Creme, Forever Hand Sanitizer, Product Brochures and 1 USB Drive.Creme, Forever Hand Sanitizer, Product Brochures and 1 USB Drive.Creme, Forever Hand Sanitizer, Product Brochures and 1 USB Drive.
(내용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내용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내용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Touch of Forever Combo PakA Touch of Forever Combo PakA Touch of Forever Combo Pak

34000-28000-2.00034000-28000-2.00034000-28000-2.000

스페니쉬스페니쉬

러시아어러시아어

는 트리아코는 트리아코
인더스트리의 등록 상표입니다, Aminogen인더스트리의 등록 상표입니다, Aminogen®®은 미국은 미국
특허 번호 5,387,422에 의해 보호됩니다.특허 번호 5,387,422에 의해 보호됩니다.

FOREVER CORPORATE FOREVER CORPORATE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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