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니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하여

대한민국



웰니스 기업, 아이사제닉스는  

건강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더 나은 삶으로의 진정한  

변화를 돕고자 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웰니스를 위해 아이사제닉스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과 함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이용해 기존 

식사를 간편하게 대체하거나, 특정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준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하세요.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고 활동량을 늘리겠다 결심했다면  

언제 시작할지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 목표를 정하고 함께 할  
파트너를 찾으세요.

목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을 도와줄 파트너가 한 명 이상 포함된 팀을 

구성합니다. 친구, 가족 누구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무리 힘든 

순간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아이사바디 챌린지에 참가하는 것도 목표를 

이루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을 믿고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아이사제닉스는 다양한 지원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목표성취를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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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정책
건강한 원료, 엄선된 원료, 삶을 변화시키는 원료

건강한 원료
아이사제닉스는 건강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수한 

원료들을 이상적인 비율로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제품에 사용하는 

원료들의 순도, 기능, 실질적인 

건강증진 효과 등을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며, 

품질에 대한 회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엄선된 파트너사들과 함께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유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바로 

아이사제닉스가 추구하는 건강한 

원료의 기준입니다. 

엄선된 원료
아이사제닉스는 품질을 두고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외에도 

다양한 품질 이슈들을 연구하며 

우수한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발전시켰습니다. 아이사제닉스 

제품들은 중금속, 잔류농약, 

미생물 등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 안전기준을 통과한 엄선된 

원료들로 만들어집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원료
아이사제닉스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건강에 기여하는 제품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건강이 증진되고 삶에 활력이 

더해져 보다 달라진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아이사제닉스는 최첨단 

영양과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우수한 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사제닉스의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정책,

원료에서 시작합니다.

제품 품질을 두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아이사제닉스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사제닉스가 추구하는 최고의 절대 가치는  

바로 “고객의 건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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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일반식품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체중조절에 있어서도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우수한 제품이 함께 한다면 원하는 목표 성취를 더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사제닉스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체중조절을 위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로서  

전반적인 체중조절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 아이사린™ 쉐이크

하루 1~2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식사 

대용식품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을 균형 있게 

공급하여 건강한 체중조절 및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일반식품

2. 아이사제닉스Ⓡ 츄어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씹어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간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제품 
아이사제닉스의 우수한 제품들을 

경험해 보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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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3. 아이오닉스™ 스트레스 케어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에 지친 현대인을 위한 홍경천 추출물 함유 제품입니다.

4. 너리쉬 포 라이프™

간 건강 및 활력 충전을 위한 밀크씨슬 추출물 함유제품입니다.

5. 아이사무브™

마그네슘 보충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지엑스™ 포 에너지 메타볼리즘

신체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주는 비타민B군 보충용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을 하는 등과 같이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갖는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출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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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팩 
아이사제닉스는 웰니스 팩을 통해 삶을 

바꾸는 진정한 웰니스의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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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스타터 팩 
진정한 웰니스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팩

에브리데이 웰니스 팩 
매일매일의 웰니스를 위한 팩

쉐이크 앤 너리쉬 팩 
웰니스의 기초

제품 구성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일반식품

4    아이사린™ 쉐이크 (맛 선택)

1 아이사제닉스Ⓡ 츄어블

건강기능식품

2    너리쉬 포 라이프™ 

1    아이오닉스™ 스트레스 케어

1    지엑스™ 포 에너지 메타볼리즘 

1    아이사무브™ 

제품 구성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일반식품

2    아이사린™ 쉐이크 (맛 선택)

1 아이사제닉스Ⓡ 츄어블

건강기능식품

1    너리쉬 포 라이프™ 

1    지엑스™ 포 에너지 메타볼리즘 

1    아이사무브™ 

제품 구성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일반식품

3    아이사린™ 쉐이크 (맛 선택)

건강기능식품

2    너리쉬 포 라이프™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일반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일반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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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몸 
성공적인 체중조절을 통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출발점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며, 실천 

가능한 실행계획을 갖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체중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만의 기준
• 체질량지수(BMI)

• 체지방률(%)

• 허리둘레(cm)

체질량지수(BMI = BODY MASS INDEX)
• 체중과 신장을 이용한 가장 간단한 비만 기준

• BMI = 체중(kg) / 신장(m2)

18.5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
고도비만 

23.0
25.0 30.0

허리둘레(cm)
허리둘레는 복부의 내장지방량을 반영하는 지표로 여성 85cm(33.5인치), 

남성 90cm(35인치) 이상이면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Waist-Hip Ratio, WHR)이 여성 0.85이상,  

남성 0.95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WHR = 허리 둘레 / 엉덩이 둘레

체지방률(%)
• 체성분 측정 기기를 이용한 몸 속 지방 측정 방법

• 가장 정확한 비만 판정  

정상 경계 비만

남성 18% 이하 19 – 24% 25% 이상

여성 24% 이하 25 – 29% 30% 이상

8



체중조절의 원리
체중감량을 위해서는 섭취에너지보다 소비에너지를 늘려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대사량에  

대해 알아보세요.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대사량으로 인체가 활동을 

하지 않은 휴식 중에도 뇌활동, 체온유지, 심장박동 등 생명 유지에 

소모되는 에너지로써 전체 소비에너지 중 약 60~75%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체중조절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대사량을 이해하는 것이 체중조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대사량 계산 방법

남 : 몸무게(kg) x 24시간 

여 : 몸무게(kg) x 24시간 x 0.9

기초대사량 늘리는 방법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육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근육은 체지방에 비해 에너지 

대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이 많을 

경우 기초대사량도 높아집니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꾸준히 운동량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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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절을 돕는 식품
건강 관리는 생활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어떻게 섭취할지 평소 

식습관부터 파악해보세요. 평소 식습관을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식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체중조절을 돕는 영양성분들 

수분

물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지방을 분해하는데 

필요 합니다. 체내 수분이 충분해야 근육에 수분이 공급되어 

질량있는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중조절 기간 동안에는 

하루 8잔 이상, 약 2리터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공복감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근육과 장기, 모발, 피부 등 신체조직을 구성하는 

동시에 효소와 호르몬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특히 

체중조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또한 포만감을 주는 

효과가 크고, 소화·흡수되는 과정에서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기 때문에 체중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

체중조절에 있어 단백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영양성분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적은 양으로도 

큰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체중조절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 미네랄

신진대사는 체중조절에 있어 섭취한 에너지원 또는 몸에 이미 

지방형태로 저장된 에너지원을 사용해 없애는 과정입니다.  

원활한 신진대사를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지방

지방은 포화지방산이 많은 동물성 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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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g, 63kcal | 서구에서 ‘살찌지 않는 치즈’

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가 좋은 두부는 고단백 

저칼로리로 비만 예방에 최적인 식품입니다. 

두부는 콩의 영양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화흡수율이 콩보다 훨씬 높아 건강하게 마르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다이어트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부 다이어트를 하려면 하루  

세 끼 식사 중 한 끼를 두부로 먹으면 되는데, 

특히 저녁식사 대신 먹는 것이 좋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중 140 g, 200kcal |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포만감이 오래가며, 당지수(GI)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간식 뿐만 아니라 

식사대용으로도 훌륭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0g, 21kcal | 위를 보호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식사량 감소로 나타날 수 있는 

위장질환을 예방해줍니다. 흰색 부분에는 비타민C, 

녹색잎 부분에는 비타민A가 풍부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0g(2장), 13kcal | 심이섬유, 칼륨, 칼슘,  

요오드 등이 풍부해서 바다의 채소로 

불리며 끈적이는 알긴산 성분은 장 청소에 

효과적입니다. 식사 전에 섭취하면 포만감으로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 200g, 28kcal |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 

쉽게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낮은 칼로리로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개(100g), 93 kcal | 저열량 식품으로 지방이 

거의 없고 섬유질과 비타민C의 함량이 

풍부합니다. 바나나에는 스트레스를 진정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 다이어트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구운 닭 가슴살 100g, 164kcal | 쇠고기나 

돼지고기 보다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담백하고 고소하며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 중에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개(6g), 6kcal | 단백질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와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시 간식으로 

한 줌 정도 먹어주면 양질의 영양성분들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접시(30g), 15kcal |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포만감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D를 함유하고 

있어 다이어트로 인한 부족한 영양소 보충에도 

좋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0g, 50kcal | 단백질 분해와 소화를 도와 

체중감량에 효과적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0g, 93kcal |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0g, 90kcal | 다른 생선에 비해 열량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입니다. 고단백 음식으로 원기  

회복에 좋으며 비타민A와 B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0g, 9kcal |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로 높아 

열량이 매우 낮으며 포만감이 큰 식품입니다. 

또한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추천 식품들

두부 닭고기 

아몬드 

파인애플 

새우 

대구 

오이 

고구마

양배추

다시마 

토마토

바나나

느타리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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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 닭고기

• 돼지고기

• 생선

• 달걀

• 소고기

• 양고기

• 콩류

좋은 지방
• 코코넛 오일

• 올리브 오일

• 아보카도

복합당
• 현미

• 귀리

• 통곡물

• 퀴노아

• 씨리얼(무가당)

야채
• 신선한 생야채

• 익힌 야채

• 신선한 과일

• 야채 수프

건강하고 가벼운 한 끼 식사 계획
체중조절 기간 동안 일반식을 준비할 때는 다음 내용들을 참고합니다.

• 총 열량 400-600칼로리

•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지방, 비타민 & 미네랄 등으로 영양 

균형을 갖춘 건강한 식사

분량 : 
1 손바닥

분량 :  
엄지 1 마디

분량 :  
2 주먹

분량 : 
1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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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레시피

열대과일 대구 구이

재료

• 대구살 – 2조각(170g)

• 아스파라거스 – 6~7개

• 잘게 썬 망고 – 반 컵

• 잘게 썬 오이 – 반 컵

• 방울토마토 – 8개  

(반으로 썰어 줌)

• 올리브오일 – 1스푼

• 라임주스 – 1스푼

• 다진 청양고추 – 1티스푼 (선택)

• 현미밥 – 1공기

• 소금 & 후추 – 약간 

조리방법

1.  200℃로 예열된 오븐에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소금과 후추를  

살짝 뿌린 대구살과 아스파라거스를 넣고 20분간 익힌다. 

2.  익힌 대구살을 꺼내 포크를 이용하여 껍질을 제거한다. 

3.  믹싱볼에 망고, 오이, 방울토마토, 올리브오일, 라임주스,  

청양고추를 넣고 섞어 망고살사를 만들어 둔다.

4.  접시 위에 현미밥을 놓고 대구살과 망고살사를 올리고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내놓는다. 

닭 안심 그린 샐러드

재료

• 구운 닭 안심 슬라이스 – 120g

• 그린 채소 모듬 – 2컵

• 방울토마토 – 5개 

(반으로 잘라 준비)

• 아보카도 – ½ 개

• 올리브오일 – 2스푼

• 발사믹식초 – 1스푼

조리방법

1.  달군 팬에 올리브오일을 1스푼을 두른 후 닭 안심살을  

양면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굽는다.

2.  그린 채소는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자른다. 

3.  아보카도는 반을 잘라 씨를 빼고 껍질을 제거한 후 얇게  

슬라이스 썰기를 한다.

4.  접시 위에 그린 채소를 놓고 그 위에 닭 안심을 잘게 잘라  

올린 후 아보카도와 방울토마토를 올려준다.

5.  마지막으로 올리브오일과 발사믹식초를 뿌려 내놓는다.

열량 / 384kcal

지방 / 9g 

탄수화물 / 41g
식이섬유 / 8g

단백질 / 38g

열량 / 273kcal

지방 / 13g 

탄수화물 / 5g

식이섬유 / 4g

단백질 / 3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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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건강한 체중조절을 위해서는 적절한 

식습관과 더불어 활동량을 늘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무리하게 

활동량을 늘리는 것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운동을 

선택해 속도를 조절하며 활동량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45분간의 꾸준한 

운동은 칼로리를 연소해 체지방을 

감량해줄 뿐만 아니라 평생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방연소에 효과적인 운동 
45분간 운동시 연소되는 운동별 칼로리

가볍게 걷기                       

빠르게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가볍게)            

자전거 타기(보통)               

훌라후프                         

95 kcal

180 kcal

315 kcal

284 kcal

360 kcal

180 kcal

284 kcal / 계단 오르기

180 kcal / 빠르게 걷기

180 kcal / 훌라후프

95 kcal / 가볍게 걷기

315 kcal / 조깅

360 kcal / 자전거 타기

mi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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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6가지 팁

1
2
3
4

5

6

               부담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부부가 함께 즐기는 

배드민턴, 아이와 함께 하는 놀이 등 일상 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릴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찾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런닝머신에서 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곳을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작은 천천히 하되 시간은 점차 늘려 나갑니다. 처음에는 주3

회로 시작해 점차 시간과 횟수, 강도를 높여갑니다. 체중조절 

목표를 이루는 것만큼이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시간을 정합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로 운동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운동하겠다는 마인드로는 결코 운동을 습관화 할 수 

없습니다.

  다양성을 추가합니다. 걷기나 조깅 외에도 수영, 

요가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간단한 근력강화 

운동을 추가하여 다양한 운동을 즐기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의 종류를 찾고 늘려 

나가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운동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두 명 이상이 팀을 

만들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나 친구, 동료와 함께 운동을  

하면 건강한 신체  뿐만 아니라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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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이크”로 가볍게 채움

oo 아이사린 쉐이크(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하루 1~2끼 식사를 대체(아침 or/and 저녁)

oo 아이오닉스 스트레스 케어 

1일 1회 2스푼 섭취(기상직후 or 늦은 오후)

oo 지엑스 포 에너지 메타볼리즘 

1일 1회 1캡슐 섭취(아침 or 점심)

oo 아이사무브  

1일 1회 2캡슐 섭취(취침 전)

oo 아이사제닉스 츄어블(일반식품)  

간식이 필요할 때 2개씩(1~3회)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 일반식품

• 아이사린™ 쉐이크 – 딸기향, 바닐라향, 초콜릿향

• 아이제닉스Ⓡ 츄어블

아이사제닉스 제품과 함께하는 건강습관
아이사제닉스 제품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일부로 만들어보세요.

“너리쉬” 건강 케어

oo 너리쉬 포 라이프  

하루 4회(아침, 점심, 늦은 오후, 저녁)  

2스푼씩 물에 타서 섭취

oo 아이오닉스 스트레스 케어  

1일 1회 2스푼 섭취(기상직후 or 늦은 오후)

oo 지엑스 포 에너지 메타볼리즘 

1일 1회 1캡슐 섭취(아침 or 점심)

oo 아이사무브 

1일 1회 2캡슐 섭취(취침 전)

oo 아이사제닉스 츄어블(일반식품)  

간식이 필요할 때 2개씩(1~3회)

건강기능식품

• 너리쉬 포 라이프™

• 아이오닉스™ 스트레스 케어

• 지엑스™ 포 에너지 메타볼리즘

• 아이사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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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바디 챌린지

아이사바디 챌린지는 16주간의 변화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사제닉스는 아이사바디 챌린지를 통해 고객들의 궁극적인 삶의 

변화를 돕고자 합니다. 아이사바디 챌린지는 아이사제닉스 고객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승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유지 
처음 계획한 목표를 성취하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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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체중관리 및 유지를 위한 팁
체중관리에 성공한 이후 건강한 수준으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라이프스타일의 건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1 매일매일 아이사린 쉐이크를 1회 이용합니다.

2 아이사제닉스 건강기능식품으로 필요한    

        건강관리를 계속합니다. 

3 수분섭취를 충분히 해 줍니다.  

        하루 2리터 정도(8잔 이상) 섭취합니다.

4 규칙적인 운동습관을 유지합니다.  

        최소 주3회 이상, 1회 45~60분  

        정도로 중간강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줍니다.

아이사제닉스 제품을 이용하여 웰니스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 

또는 점심을 이용해 아이사린 쉐이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너리쉬 포 

라이프, 아이오닉스 스트레스 케어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사제닉스는 실제로 체중 

조절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해 

건강한 삶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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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01172 Business Tool Kit (Welcome Kit)

217101277 Experience Isagenix Book

217101279 Order Form - 10pk

217101280 Paper Shopping Bag - Large

217101316 Paper Shopping Bag - Medium

217101281 Welcome Kit Bag

217101282 Welcome Kit Storage Cylinder

217101283 Tape Measure

217101284 Notebook

217101285 Pen

217101286 Enrollment Form - 1ct

217101255 Weight Wellness Guide

217101257 Energy & Performance Guide

217101258 Shake and Nourish Guide

217101259 Shake and Shot Guide

217101254 Business Builder Pack (pre-built)

217101276 Product Catal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