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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제닉스에서는 삶을 변화시키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사의 제품은 품질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과학적으로 개발되고 제조되며,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결과를 창출하는 제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사제닉스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아이사제닉스의 사람들, 즉 여러분입니다. 저희에게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 삶을 변화시키는 건강 및 웰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아이사제닉스와 함께라면 당사의 놀라운 제품보다 훨씬 더 놀라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사 
커뮤니티에서 지원하며 여러분의 여정의 모든 단계를 함께합니다. 

우리는 우리 성공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부 여러분에 관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모두는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약속과 지지를 기반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는 약속이자 우리 
이야기의 모든 것입니다. 

 
당사 브랜드 스토리

우리는 변화를 꿈꾸고, 믿으며, 결국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목표와 
열정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웰니스 분야의 
리더입니다. 우리는 기업가 정신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혁신적이며 
진실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IsaLife™를 실현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노력과 성공을  
축하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가족입니다. 지름길을 찾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연과 과학에서 찾은 
최고의 것만을 추구합니다.  
더 뛰어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환원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웰니스라는 과정을 통해 
건강이라는 최종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WeAreIsagenix.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짐, 캐시, 에릭 쿠버 드림

여러분의 성공이 우리를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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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체중 조절, 근육 증가, 라이프스타일 및 기타 결과는 아이사제닉스 고객 개인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평균적이거나 전형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결과는 개인적인 노력, 신체 조건, 식이 습관, 시간 및 기타 요인(예: 유전 혹은 생리학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012년, 시카고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서 아이사제닉스 프로그램을 진행한 피실험자는 30일 간 평균 9파운드의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일반적인 식단을 이용하는 다른 피실험자와 비교했을 때 아이사제닉스의 피실험자들은 

더 높은 적응도와 함께 매주 일관된 체중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가격, 비즈니스 볼륨(BV) 및 시스템, 패키지 포장 구성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신 정보는 백오피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V는 개인사업자 커미션 수수료 계산에 필요한, 각 아이사제닉스 제품에 할당된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브랜드 디자인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표시된 이미지는 실제 제공되는 제품의 라벨 디자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성분과 포뮬러는 우리의 타협하지 않는 

표준을 계속 만족하고 있음을 보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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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트  
웰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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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조절 시스템 & 팩

체중 조절  밸류 팩 (이전 대비 증량)
구성: 4 IsaLean Shakes 또는 IsaLean PRO Shakes (원하는 맛 콤보), 2 Cleanse 
for Life (액상 혹은 파우더), 1 Ionix Supreme (액상 혹은 파우더), 1 Cleanse Support 
번들, 1 e+ (6회분) (원하는 맛), 1 Complete Essentials With IsaGenesis (남성용/
여성용), 1 IsaBlender Max, 1 IsaDelight (원하는 맛), 1 Whey Thins 또는 Harvest 
Thins (원하는 맛), 1 IsaLean Bar (원하는 맛), 1 Isagenix Greens (용기 또는 스틱).

또한,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25의 제품 쿠폰, 무료 1년 멤버십, 2명의 친구 혹은 가족을 위한 
무료 멤버십 쿠폰이 포함되어 있어, 아이사제닉스를 시작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무료  
1년 멤버십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 밸류 팩에는 웰컴 키트가 동봉되어 함께 배송됩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개최될 아이사제닉스 기업 이벤트에 참석할 때 사용 가능한 $75의 이벤트 
쿠폰, 사용 설명서 및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업용 아이사제닉스 우수 제품 샘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패키지는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기에 충분함은 물론, 나아가 건강한 
체중 감량, 더 나은 몸매 가꾸기, 최적의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가진 친구나 
가족과 나누기에도 충분합니다. 무료 1년 멤버십을 제공합니다.

• 체중 조절과 더 나은 몸매 가꾸기  
• 더 강력해진 파워, 다양해진 용도와 기능을 갖춘 새롭게 개선된 

IsaBlender® Max  

신규 회원이 아이사제닉스의 얼티메이트 팩이나 밸류 팩, 혹은 30일 프리미엄 팩의 
자동배송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면 여러분은 $50에서 $150의 제품소개 
보너스를 획득하게 됩니다.

† 상기 주장은 미국 식약처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들은 질병의 진단, 치료, 완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ISABLENDER®  

MAX

나만의 30일간의 클렌징 및 지방 연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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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조절 시스템 & 팩

나만의 30일간의 클렌징 및 지방 연소 시스템
체중 조절을 위한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원하는 제품과 
옵션을 선택하고 추가 $50 바우처를 받으세요!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유제품 미함유 쉐이크 출시

구성: 2 클렌즈 포 라이프 (액상 혹은 파우더) 4 IsaLean 쉐이크 혹은 IsaLean  
프로 쉐이크 (다양한 맛 콤보), 1 Ionix 슈프림 (액상 혹은 파우더), 1 4일간의 클렌즈 
서포트 키트.

사용 설명서가 포함됩니다.

+$50
바우처

30일간의 클렌징 및 지방 연소 시스템
자신감을 드높이고 체중 조절을 도와줍니다. 목표 달성 - 그리고 유지 
- 는 물론, 지속적인 체중 조절 효과를 느껴보세요.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식욕을 다음과 같은 프리미엄 영양소로 대체하여 식료품 
구입 비용을 절감하세요. 

• 근육 발달 및 유지 서포트
•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 조절을 위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 에너지 소모 레벨을 올려, 우리 몸이 가진 해독 능력을 더욱 높이세요†

구성: 2 Cleanse for Life (액상 혹은 파우더), 4 IsaLean Shakes 또는 IsaLean 
PRO Shakes (원하는 맛 콤보), 1 Cleanse Support 번들, 1 Ionix Supreme 
 (액상 혹은 파우더), 4 AMPED Hydrate sticks (쥬시 오렌지).

사용 설명서가 포함됩니다.

유제품 미함유 
버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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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Lean Shake

ISALEAN SHAKE란?
IsaLean™는 유청 단백질, 에너지원이 될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대용 제품입니다. 



9

IsaLean Shake

딸기 크림
캔 및 패킷

크리미 프렌치 
바닐라

캔 및 패킷

초콜릿 민트
캔 전용

피치 망고
캔 전용

크리미 더치 
초콜릿

캔 및 패킷

ISLALEAN SHAKE가 필요한 이유
좋은 식습관과 신체 활동은 최적의 체중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열쇠이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영양을 
매일 섭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IsaLean Shake
는 쉽게 우리 몸에 뛰어난 영양분을 제공하여 목표 
체중을 달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IsaLean Shake는 체중 조절과 근육 발달에 임상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단 240 칼로리 안에 고단백질의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근육에 필요한 영양결핍 없이 
포만감을 유지해 줍니다. 단순한 쉐이크가 아닌, 맛있는 
식사입니다!

• 양질의 비변성 유청 및 우유 단백질 24그램
• 낮은 당지수
•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탄수화물
• 화학조미료, 인공색소, 감미료가 함유되지 않은 천연 

성분
• 원활한 소화를 돕는 활성 효소

내추럴 크리미
바닐라(코셔)  

캔 전용

바닐라 차이 
패킷 전용

리치 초콜릿  
패킷 전용

맛있고 편리하며 완벽한 영양분 제공

IsaLean Shake 유제품 미함유
•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 24그램
• 1회 기준 250칼로리
• 맛있는 2가지 맛

새로운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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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SE FOR LIFE란?
Cleanse for Life®는 식물성 유래 성분을 통해 우리 몸이 가진 해독 능력을 
높이고 영양을 공급합니다. Cleanse for Life는 클렌즈 데이 3동안 필요한 
기본 요소로서 아이사제닉스 시스템의 일부로 활용하면 체중 감량을 
도와드립니다.† 

CLEANSE FOR LIFE가 필요한 이유 
우리 신체는 매일 주변에서 다양한 독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독소의 
영향에서 싸워 이기도록 도우려면 여러분의 신체에 매일 영양이 
필요합니다. 영양을 갖춘 클렌징은 우리 신체의 자연 해독 시스템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이사제닉스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되는 Cleanse for Life의 기능: 

• 해독 시스템†
• 신진대사, 체중 감소 및 유지 관리† 
• 간, 면역계 및 세포 건강†
파우더 혹은 액상 형태로 내추럴 리치 베리 출시

클렌즈. 영양 공급. 활력.

Cleanse for Life

3  클렌즈 데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IsaProduct.com에서 확인하세요.

 † 상기 주장은 미국 식약처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들은 질병의 진단, 치료, 완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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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 초콜릿 프렌치 
바닐라

유제품 미함유 
내추럴 와일드 베리

클렌즈 서포트 번들
WHAT Isagenix Snacks™, IsaFlush® 및 Natural Accelerator™

는 클렌즈 데이를 성공적이고 즐겁게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WHY 이 제품들은 클렌즈 데이 동안 여러분이 목표 체중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HOW 각 제품은 여러분의 몸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도우며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Natural Accelerator
WHAT Natural Accelerator™는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보충제로, 지방 연소를 
도와드립니다.†

WHY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방 연소를 도와, 더욱 효과적인 체중 조절로 

이어집니다.

HOW 내추럴 엑셀러레이터는 유해한 자극제 없이 

신진대사를 보다 활발하게 만듭니다.† 카이엔, 녹차, 

코코아 씨앗과 같은 성분은 신경과민 없이 신진대사 

작용을 촉진합니다.

IsaFlush
WHAT IsaFlush®는 내추럴 허브 보충제로 소화기관의 

활동을 규칙적으로 촉진합니다.†

WHY 규칙적인 소화 시스템은 신체 노폐물 제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HOW 마그네슘과 젠틀 클렌징 허브는 장운동 활성제나 

각성제 없이도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소화 기능과 

편안한 장활동을 촉진합니다.

Isagenix Snacks
WHAT Isagenix Snacks™는 클렌즈 데이를 위한 식욕을 

해소하는 한 입 크기 간식입니다.

WHY 클렌즈 데이는 신체의 소화 기능에 휴식을 

제공합니다. Isagenix Snacks은 낮은 칼로리의 

영양소를 제공하는 간식입니다. 소화 기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식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HOW Isagenix Snacks에는 비변성 유청 단백질(식물성 

유제품 미함유 Isagenix Snacks도 동일), 에너지원이 

될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클렌즈 

데이를 서포트합니다.구성: 1 Isagenix Snacks (원하는 맛), 1 Natural 
Accelerator, 1 IsaFlush

IsaDelight: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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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DELIGHT란?
IsaDelight® 초콜릿은 녹차 추출물이 함유된 개별 포장 
제품으로서, 달콤함을 즐길 뿐만 아니라 식욕을 만족시키는 
제품입니다.

ISADELIGHT가 필요한 이유
IsaDelight 초콜릿은 클렌징 데이 또는 칼로리를 조절하면서 
초콜릿을 즐기고 싶은 언제든지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맛있는 방법입니다. 다크 초콜릿과 밀크 초콜릿의 맛있는 풍미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초콜릿은 이미 너무나도 맛있기 때문에 우리는 IsaDelight에  
더 많은 풍미를 담았습니다. 녹차 추출물은 여러분이 클렌징 
데이에 갈망을 충족면서도 더욱 많은 영양소를 얻도록 
도와드립니다. 

IsaDelight

다크 초콜릿 다크 민트 초콜릿밀크 초콜릿 씨 솔트&카라멜 
밀크 초콜릿향

죄책감 없이 간식 섭취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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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LEAN BAR란?
IsaLean™ Bar는 다양한 영양소로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식사 대안 
식품입니다.

ISALEAN BAR가 필요한 이유
IsaLean Bar가는 헬스장으로 가는 길에 식사를 대체하거나 출근하기 
전에 빠른 아침 식사를 해야할 때 빠른 식사 대체제로 즐길 수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IsaLean Bar가는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고, 양질의 유청 또는 식물성 
단백질,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 좋은 지방을 하나의 맛있고 편리한 
식사로 제공합니다. 이 식사 대안에는 체중 감량과 근육량 증강을 돕기 
위해 18-19 그램의 단백질이 포함되어있어 포만감을 느끼게합니다. 

• 18-19그램의 고품질 단백질
• 포만감 제공
• 칼로리 조절을 위한 식사 대안

IsaLean Bars
주머니 속 최고의 영양간식

초콜릿 크림 
크리스피

레몬 패션 크런치초콜릿 데커던스초콜릿 땅콩 크런치 너트 캐러멜 캐슈 초콜릿 땅콩 버터 
유제품 미함유

초콜릿 코코넛 
아몬드 

유제품 미함유

초콜렛 베리 블리스  
유제품 미함유

스모어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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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워 크림&차이브

타이 스위트 칠리

화이트 체다바베큐

WHEY THINS 와 

HARVEST THINS란?
편리한 100칼로리 팩으로 제공되며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의 단백질 함유 간식입니다. 

Whey Thins™는 1회분에 양질의 단백질 10그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Harvest Thins™는 1회분에 양질의 단백질 11그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칼로리를 더하지 않고도 식욕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제공분에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드리는 고품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 및 탄수화물 조합이 함유되어 체중 감량과 

근육량 유지를 지원하며, 한 번에 한 입씩 섭취할 수 있습니다. 

Whey Thins & Harvest Thins

클렌즈 데이에 
안성맞춤

식물 기반
단백질

씹으며 식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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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y Thins & Harvest Thins
Slim Cakes

WHAT Slim Cakes®는 100칼로리만으로 달콤함을 

즐기고 식욕을 만족시키는 건강한 간식입니다.  

WHY 단것을 먹고 싶지만 죄책감을 느끼고 싶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Slim Cakes에는 딸기, 

귀리,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 맛이 있으며  

1회분에 100칼로리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HOW Slim Cakes는 귀리, 이누린, 아마 씨, 천연 

아가베의 단맛, 블루베리와 크랜베리의 달콤한 

맛으로 만들어진 섬유질로 가득합니다. 

부드럽고 쫀득한 재료 하나하나가 건강에  

좋은 간식으로 만듭니다.

화이버 스낵
WHAT Fiber Snacks™는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양질의 

섬유질 6그램과 단백질이 들어 있는 맛있는 글루텐 

프리 간식입니다. 

WHY 매일 적정량의 섬유질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Fiber Snacks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식단에 더 많은 양질의 섬유질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즐겁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HOW 모든 Fiber Snacks는 불용성과 용성 두 가지의 섬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포만감에 기여하는 동시에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Fiber Snacks 1회분은 간식 

섭취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돕는 섬유질 6그램과 유청 

단백질 6-7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허니 아몬드 
크리스피

땅콩 초콜릿 츄

5종 샘플 팩:  
당사의 가장 인기있는 5개의 제품으로 
아이사제닉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맛보세요. 
구성품은 재고 상황 및 계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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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의 힘
아이사제닉스의 고품질 단백질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중 조절 
식욕을 해소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체중 조절 단계를 통해 잘 연소되지 않는 지방을 
연소하도록 도와줍니다.

운동 능력
추가로 근육 발달과 강화를 위해 높은 품질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운동 후 중요한 근육이 복구되도록 몸에 연료를 
공급하세요.

건강한 노후 
노화에 따른 근육 손실을 막고 근육의 유지를 
도와줍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증가하는 필요 영양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제공합니다.

왜 유청 단백질인가요? 유청 단백질은 
근육의 발달과 지방 연소를 위한 
프리미엄 단백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청 단백질은 장기적 체중관리를 
돕는 순수 근육량이 유지되도록 돕는 
역활을 합니다. IsaLean Shake, 
IsaLean PRO 및 IsaPRO의 유청 
단백질은순수한 비변성 단백질로 
품질이 가장 뛰어납니다. 

더 많은 식물을 마시세요: 
아이사제닉스의 식물기반 쉐이크는 
통곡물 현미와 완두콩 단백질을 
사용합니다. 아미노산 성분 구성이 유청 
단백질이나 계란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성과 유사하고 유제품 알러지가 
있거나 소화기관이 예민한 분, 혹은 
식물 기반 식생활을 즐기는 분에게 
안성맞춤입니다.

24 g

24 g

36 g

18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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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좋아하는
제품

HELEN  
COSTA-GILES

 

2014년부터 아이사제닉스 고객 
IsaBody Challenge® 2017 그랜드 프라이즈 수상자

38세(P. 34)

저는 수 년 간 모든 다이어트에 
실패한 끝에 아이사제닉스를 통해 
간단하면서 쉽게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텍사스,
산안토니오

2017년 그랜드 
프라이즈 수상자

파운드
감량* 90



퍼포먼스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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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2 IsaLean PRO Shakes (원하는 맛 콤보), 1 AMPED Hydrate  
(원하는 맛 용기 또는 스틱), 2 IsaPro (원하는 맛), 2 e+ (6회분) (원하는 맛),  
1 Ionix Supreme (액상 혹은 파우더), 1 AMPED Protein Bar (원하는 맛),  
1 AMPED NOx (12회분), 1 AMPED Fuel (24회분), 1 AMPED Recover,  
1 AMPED Nitro, 1 Complete Essentials 데일리 팩 (남성용/여성용),  
1 IsaBlender Max, 2 5종 샘플 팩

또한 무료 1년 회원권, 마케팅 도구, 이벤트 선물권, 환영 키트 및 교육용 시스템 가이드가 
포함됩니다.

이 팩은 날씬한 체형을 가꾸고 운동능력과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싶어하는 
활동적인 분들께 안성맞춤입니다. 나눌 수 있는 여분 및 다양한 범위의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들어 있는 이 팩으로 여러분(및 여러분의 사업)을 
활성화하세요. 무료 1년 멤버십을 제공합니다.

• 더 강력해진 파워, 다양해진 용도와 기능을 갖춘 새롭게 개선된 
IsaBlender® Max

신규 회원이 아이사제닉스의 얼티메이트 팩이나 밸류 팩, 혹은 30일 프리미엄 팩의 
자동배송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면 여러분은 $50에서 $150의 제품소개 
보너스를 획득하게 됩니다.

퍼포먼스 시스템 & 팩

퍼포먼스 밸류 팩

새로운
ISABLENDER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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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시스템 & 팩

퍼포먼스 시스템

커스텀 퍼포먼스 시스템

구성: IsaLean PRO Shakes (원하는 맛 콤보), 1 AMPED Hydrate  
(원하는 맛 용기 또는 스틱), 1 e+ (6회분) (원하는 맛), 1 Ionix Supreme  
(액상 혹은 파우더), 1 AMPED NOx (12회분), 1 AMPED Protein Bar  
(원하는 맛), 1 AMPED Recover, 1 AMPED Nitro

사용 설명서가 포함됩니다.

운동능력 개선을 위한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원하는 
제품과 옵션을 선택하고 추가 $100 바우처를 받으세요!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이 퍼포먼스 시스템은 탄탄하고 날씬한 체형과 이상적인 운동능력을 
얻도록 돕는 근육성장 및 회복력을 위한 영양분, 에너지 부스터 및 고품질 
단백질 믹스입니다.

• 근육 발달 및 유지 서포트

• 운동능력 증가. 빠른 회복을 도움 

• 운동을 활기차게 시작가능 

구성: 2 IsaLean PRO Shakes (원하는 맛 콤보), 1 AMPED Hydrate (원하는 맛  
용기 또는 스틱), 1 AMPED Recover, 1 AMPED Nitro, 1 e+ (6회분) (원하는 맛)

사용 설명서가 포함됩니다.

+$100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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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Lean PRO Shake

ISALEAN PRO SHAKE란?
IsaLean™ PRO Shake는 고품질 단백질 36그램이 함유된 완전한 
저혈당 식사대체품입니다. 근육 성장을 원하거나 체중감소 정체기를 
극복하려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ISALEAN PRO SHAKE가 필요한 이유
운동능력: 운동선수들에게는 근육을 증가시키고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며, 특히 근육이 영양분을 재공급 받아야 
하는 운동 직후 30분 이내에 더욱 중요합니다. IsaLean PRO Shake
를 이용해 운동 후에 간편하게 고단백 식사를 하세요. 근육량을 키우기 
위한 중요 칼로리와 영양분도 함께 더해드립니다.

체중 조절: 유청 단백질은 식욕을 해소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IsaLean PRO Shake를 이용해 체중감량 정체기를 
극복하거나 최고의 근육 증가량을 달성하세요. 

건강한 노후: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화관련 근육손실 예방 및 근육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IsaLean PRO Shake의 간편하고 칼로리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이용해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단백질 요구량을 충족하세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IsaLean PRO Shake는 운동 후 빠른 회복을 도우면서 동시에 자연적인 
근육 성장 및 유지를 위한 뛰어난 분지사슬아미노산이 함유된 
프리미엄 단백질 블렌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IsaLean Shake에 비해 단백질 50퍼센트 더 함유
• 비변성 유청 및 우유 단백질 36그램 
•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 몸에 좋은 지방 및 식이성 섬유가 

포함된 저혈당 제품
• 활성 효소가 원활한 소화를 돕습니다. 

내추럴 초콜릿 프렌치 
바닐라

내추럴 
바닐라

딸기 크림향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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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ED Nitro

.com

AMPED NITRO란?
amped nitro는 운동 전 식이요법을 위한 과학기반의 영양분으로서, 
운동선수들에게 이상적인 훈련을 위한 에너지, 힘, 집중력을 
제공합니다. 나이트로시진®, 크레아틴, 자연방식으로 제조된 카페인, 
베타알라닌 및 베타인 등의 활성재료를 임상연구로 증명된 수준으로 
사용해서 높은 강도로 장기간 육체와 정신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공색소, 조미료, 감미료가 없고 Informed-Sport 인증서를 
받은 앰트 나이트로는 안전하고 청결하며 운동을 최대화하도록 
과학적으로 제조된 옵션입니다.

AMPED NITRO가 필요한 이유
근력 훈련을 운동 일과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근력 강화, 순수 근육 
증가, 체지방 감소, 골밀도 증가 등 다양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운동 일과에 Nitro를 추가해 결과를 극대화시키세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나이트로시진은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인지기능을 향상하며 빠르게 
효가가 나타나고 수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된다는 사실이 임상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중요 원료가 피로, 운동 관련 근손상, 산화 
스트레스 및 격렬한 운동 뒤 회복기간을 줄이도록 도와드립니다.†

• 근력과 힘 향상†
• 순수 근육량 증가†
• 에너지 부스트†
• 장시간 더 높은 강도의 훈련 가능† 

† 상기 주장은 미국 식약처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들은 질병의 진단, 치료, 완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이트로시진은 Nutrition 21, LLC 의 등록상표로서 특허권을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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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ED NOx
WHAT AMPED™ NOx는 산화질소 생성을 

지원하는 운동 전 에너지 드링크로, 
혈액순환과 산소 전달을 도와 근육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피로를 줄이도록 
도와드립니다.†

WHY 더욱 효율적인 훈련과 운동을 위해서는 
산화 질소 생성이 필수적입니다.†

HOW 사탕무, 샐러리 및 적색 시금치를 포함한 
과일과 야채 추출물을 혼합한 특별한 
블렌드로 신체 기능과 출력을 높이고 
근육 효율을 최적화하여 피로를 줄이도록 
도와드립니다. †

AMPED Power
WHAT AMPED™ Power는 운동 전에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낼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운동  
전 보충제입니다.†

WHY AMPED Power는 운동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여 약간의 노력으로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HOW AMPED Power의 크레아틴 성분은 신체 
기능, 파워 및 강도를 향상하도록 도와드리며, 
나이트로시진® 및 시트룰린은 영양을 공급하여 
운동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여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킵니다.

나이트로시진은 Nutrition 21, LLC 의 등록상표로서 
특허권을 보호받습니다.

† 상기 주장은 미국 식약처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들은 질병의 진단, 치료, 완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com

.com

메일 문의: Katherine.Randall@
isagenix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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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ED Recover
WHAT AMPED™ Recover는 운동 후 보충제로 

분지사슬 아미노산을 함유하여 근육 재생성과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WHY 회복은  다음 운동을 위한 힘과 지구력을 
재생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AMPED 
Recover는 이러한 과정을 보조하여, 힘든  
운동 뒤에도 바로 다시 다음 운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HOW AMPED Recover는 분지사슬 아미노산과 L-
카르니틴의 독점 블렌드로, 근육의 재생성 및 
회복을 보조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IsaPro® 또는 IsaLean ™ PRO Shake와 함께 
섭취하세요.

AMPED Fuel
WHAT AMPED™ Fuel은 편리하게 포장된 중간 

강도의 운동을 위한 젤리로, 장시간 또는 
힘든 운동 동안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을 
지원합니다.†

WHY 더 큰 지구력을 추구하는 운동 선수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 중에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HOW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젤리 타입으로 
분지 사슬 아미노산을 공급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AMPED Fuel은 이동 중에도 더욱 높은 
지구력을 위해 근육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도와드리는 완벽한 휴대용 솔루션입니다. 
사과 퓨레, 아가베와 당밀에서 추출한 
빠른 효과의 탄수화물이 알맞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 활동 중에도 손쉽게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메일 문의: Katherine.Randall@
isagenixcorp.com

.com

.com



26

쥬시 
오렌지

리프레싱 
그레이프

레몬 
라임

AMPED Hydrate
WHAT AMPED™ Hydrate는 운동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상쾌함을 선사하는 완벽한 
스포츠 음료입니다.

WHY 여러분의 신체는 운동하는 동안에 전해질, 
특히 나트륨을 잃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경우 특정 비타민의 필요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섭취하지 않으면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HOW AMPED Hydrate는 수분 보충과 동시에 영양소를 
보충하는 비타민, 전해질, 탄수화물을 전달하여 
재충전을 돕고 몸에 퍼포먼스를 향상하도록 
에너지를 다시 공급해 드립니다.

.com

AMPED Protein Bar
WHAT AMPED™  Protein Bar는 운동능력과 회복을 

최대화하도록 돕기 위해 맛 좋은 고품질 
단백질을 편리하게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WHY 운동 능력 훈련은 다양한 수준과 많은 양의 
신체 활동을 수반하므로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신체에는 운동 퍼포먼스와 
근육 회복을 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HOW 인공 색소, 인공 향료 및 감미료가 없으며 높은 
품질의 단백질과 우수한 아미노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의 순수 근육량 증가 혹은 
회복에 도움을 드립니다.

• 유청 기반 단백질 블렌드 28그램
• 최고의 맛
• 글루텐 프리, 소이 프리

.com

초콜릿 브라우니향 쿠키 도우향 딸기  
크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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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아이사제닉스 고객 
IsaBody Challenge® 2017 파이널리스트

JASON  
SNIDER

”

운동량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더 열심히 훈련할 수 있고 
계속해서 더 크고 효율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36세

파운드
감량* 17

제일 좋아하는
제품

(P. 14)

온타리오,  
뉴마켓 

2017년 파이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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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탈리티  
+ 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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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자연 • 성실함과 단순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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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ce Complete  
Collection 10개입 에센스 경험 팩

Essence Singles Collection  
6개입

Essence Blends Collection  
4개입

구성: 1 라벤더, 1 레몬,  
1 유칼립투스, 1 프란킨센스, 1 티트리,  
1 페퍼민트, 1 DefenseShield™,  
1 Airway™, 1 Content™, 1 TumBliss™

구성:  
1 라벤더, 1 레몬, 1 유칼립투스,  
1 프란킨센스, 1 티트리, 1 페퍼민트

구성:  
1 DefenseShield™ , 1 Airway™,  
1 Content™, 1 TumBliss™

Essence by Isagenix Essential Oils

의 프리미엄 컬렉션으로 자연의 

힘을 활용하세요.

Essence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보세요.

100% 순수하고 믿을 수 있는 

원료의 에센셜 오일입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선물.

Essence Blends Collection은 

에센셜 오일의 불안정성과 복잡한 

특성을 해결했습니다. 당사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심신의 

만족을 위해 각각 특별한 블렌드를 

만들었습니다.

ESSENCE BY ISAGENIX를 선택하는 이유 
Essence 에센셜 오일에 담긴 자연의 강력한 효과로 여러분의 
감각을 바로 일깨우세요. Essence Collection은 100% 순수한 
에센셜 오일로 구성되며 Isagenix Coconut Application Oil과 
아이사제닉스 Cool Mist Diffuser로 완성됩니다. 

ESSENCE BY ISAGENIX가 필요한 이유 
Essence 에센셜 오일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바르거나 디퓨저로 
사용하여,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Essence 에센셜 오일에서 
원하는 솔루션에 맞춰 원하는 효과를 만족시키는 오일을 
선택하세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에센셜 오일 컬렉션과 
원하는 목표에 맞춰 지원해드리는 블렌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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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아로마, 수면 패턴, 수면 보조†

자연스럽게 진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아로마가 함유된 섬세한 
라벤더 꽃을 수증기증류하여  
몇 방울만으로 추출한 정수가 
신체를 편안하게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DEFENSESHIELD™
면역 건강 지원,† 
기분 전환 및 기분 개선

매일 사용할 수 있는 면역 지원 
블렌드로 자연 면역 시스템의 모든 
부분에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티트리
피부/두피 및 전체적인 건강

오래 전부터 살균 기능으로 잘 
알려져있는 티트리 잎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증류되어 피부와 
두피에 부드럽고도 강력하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외용에만 사용하십시오.

레몬
기분 전환 및 기분 개선,  
면역 건강 지원†

레몬 껍질에서 냉압착하여 
시트러스의 향긋함과 함께 
상큼하게 기분을 개선하는  
에센셜 오일입니다.

AIRWAY™
원활한 호흡

원활하게 호흡하도록 돕는 
아로마의 식물 성분을 활력있고 
상쾌하게 블렌딩한 오일을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외용에만 
사용하십시오.

유칼립투스
활력 및 자극

시원하고 상쾌한 오일로, 가슴 
위나 가슴 근처에 바르고 숨을 
깊이 들이쉬며 활력을 느껴보세요. 
외용에만 사용하십시오.

페퍼민트
소화기 건강,† 기분 전환 및 기분 
개선, 운동 후 쿨링 기능

자연스럽게 기분을 전환하면서도 
진정시키는 다용도 오일로, 
내용으로 사용 시 소화 기능을 
진정시키거나† 외용으로 사용 시 
운동 후 쿨릭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
웨이트 웰니스, 
”옷걸이” 관리

달콤하고 아로마가 가득한 
블렌드로, IsaLean™ Shakes와 
함께 사용하며 만족감과 이완감을 
향상시키거나 체중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디퓨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란킨센스
정신 건강,† 긴장 완화

고대부터 사용된 다용도 에센셜 
오일로, 피부를 가꾸어주고 
내면으로부터의 긴장을 
풀어줌으로써 신체 전반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TUMBLISS™
소화기 건강†

매일 자연스럽게 편안하돌고 
도와드리는 블렌드로 소화기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Essence by Isagenix Singles

Essence by Isagenix Blends

†  섭취 시. 이 진술은 미국 식약처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완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쉐이크 데이와 
클렌즈 데이 
모두에 함께 

사용하기 완벽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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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제닉스  
Cool Mist Diffuser
Isagenix Cool Mist Diffuser는 Essence 컬렉션 중 
좋아하는 오일을 미세한 크기로 확산시킵니다.  
Isagenix Cool Mist Diffuser에 Essence by Isagenix 8-10
방울을 첨가하여 방을 아로마틱한 향으로 채우세요.

Isagenix Coconut 
Application Oil
Isagenix Coconut Application Oil은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동반자입니다. 분류 코코넛 오일로 만든 
무취의 끈적이지 않는 오일로, 피부를 빠르게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Essence 컬렉션 중 좋아하는 에센셜 오일과 
혼합하여 피부에 바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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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2 IsaLean Shakes 또는 IsaLean PRO Shakes (원하는 맛 콤보),  
2 IsaLean Bars (원하는 맛), 2 e+ (6개입) (원하는 맛 콤보), 1 Isagenix Coffee  
(프리미엄 또는 오가닉), 1 Fiber Snacks (원하는 맛),  1 IsaDelight (원하는 맛),  
1 Sleep Support & Renewal, 4 AMPED Hydrate sticks (쥬시 오렌지),   
1 Ionix Supreme (액상 또는 파우더)

사용 설명서가 포함됩니다.

구성: 2 IsaLean Shakes 또는 IsaLean PRO Shakes (원하는 맛 콤보), 2 IsaLean 
Bars (원하는 맛), 2 e+ (6개입) (원하는 맛 콤보), 1 Isagenix Coffee (프리미엄 또는 
오가닉), 1 Ionix Supreme (액상 또는 파우더)

사용 설명서가 포함됩니다.

구성: 2 IsaLean PRO Shakes (원하는 맛 콤보), 1 IsaLean Bar (원하는 맛),  
4 e+ (6개입) (원하는 맛 콤보)

에너지 시스템은 건강을 향상시키고 하루종일 활력적인 각성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우며 에너지를 더해주는 고품질 단백질과 뛰어난 
영양을 함께 제공합니다.

에너지 개선을 위한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원하는 제품과 
옵션을 선택하고 추가 $75 바우처를 받으세요!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쉐이크 앤 샷 팩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시작하세요. 에너지 및 
퍼포먼스 목표를 최대화하는데 안성맞춤인 활력 향상 팩입니다. IsaLean 
PRO Shake로 순수 근육량 향상에 영양을 공급하고 이상적인 영양을 
공급하도록 도와드립니다. 바쁜 일상 중에 아이사린 바를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고 효과가 오래 가는 e+ 샷을 추가하세요.

에너지 시스템

맞춤형 에너지 시스템

쉐이크 앤 샷 팩

+$75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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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건강한 노후및 텔로미어 지원 시스템 

건강한 노후 및 텔로미어 지원 시스템

구성: 2 IsaLean Shakes 또는 IsaLean PRO Shakes (원하는 맛 콤보),  
1 Complete Essentials With IsaGenesis (남성용/여성용)

사용 설명서가 포함됩니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하고 유연하며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화의 
근본적인 메커니즘과 싸우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더 높은 에너지, 
날씬한 몸, 젊은 나이에 비해 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즐기세요.

• 건강한 노화 및 텔로미어 지원을 향상시킵니다 †
•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나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원하는 제품과 
옵션을 선택하고 추가 $75 바우처를 받으세요! 놀라운 결과를 달성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구성: 2 IsaLean 쉐이크 혹은 IsaLean PRO 쉐이크 (원하는 맛 콤보,  
1 4일간의 클렌즈 서포트 키트, 1 컴플리트 에센셜과 IsaGenesis (포 맨 혹은 포 
우먼), 1 클렌즈 포 라이프 (액상 혹은 파우더), 1 Ionix 슈프림 (액상 혹은 파우더)

사용 설명서가 포함됩니다.

+$75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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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란?
e+™ 에너지 샷은 오래 지속되는 맛 좋은 에너지 샷으로, 자연에서 
추출한 식물성 카페인 및 어댑토젭으로 제조되었습니다.

e+가 필요한 이유
에너지가 적다면 삶이 더욱 힘들어 집니다. e+는 인공향료, 인공색소, 
감미료 없이 에너지를 북돋고, 피로에 저항하며, 운동결과를 
개선해줍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e+는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식물성 성분 및 녹차와 예르바 마테차에서 
얻은 식물기반 카페인을 블렌딩하여 에너지를 북돋고 정신적인 
각성상태를 돕습니다.†

• 1회분 35칼로리
• 클렌즈 기간 동안 최고의 도우미 

e+ Energy Shot
자연의 에너지. 강력한 결과.

e+로 클렌즈 기간에  
에너지를 보충하세요.

† 상기 주장은 미국 식약처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들은 질병의 진단, 치료, 완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과 석류 레몬 라임  라즈베리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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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nergy Shot
Ionix Supreme

WHAT Ionix® Supreme은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매일 섭취할 수 있는 식물성 
특허 농축 제품입니다.

WHY 환경적이건 정서적이건 육체적이건 상관 없이, 모든 
종류의 스트레스는 몸에 부담을 주고 장단기적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HOW Ionix Supreme은 어댑토젠, 항산화 물질, 영양분을 
조합해 몸이 스트레스의 효과에 저항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신체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고 정상화에 도움†
• 세포 에너지 충전†
• 스트레스에 저항하고, 정신을 집중하게 해주며, 

일일 퍼포먼스 향상†

Isagenix Coffee
WHAT 아이사제닉스 커피는 고지대에서 재배한 100% 아라비카 

커피콩을 공정거래한 블렌드입니다. 당사 커피콩은  
인증된 커피 그레이더가 선별해 소량씩 슬로우 로스팅  
과정을 거치며, 자격증을 가진 로스트 마스터에 의해 
전문적으로 블렌딩됩니다.

WHY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하고 하루를 개선하세요. 당사의  
멋진 그라인드 기술이 풍미 있고 신선하며 훌륭한 맛과  
좋은 품질의 커피를 보장합니다. 

HOW • 녹차 추출물, 미량의 무기물 및 코코넛 오일을 조합한  
특별한 블렌드는 커피의 자연적 산도를 낮추며, 기분  
좋고 매끄러운 끝맛과 고소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 진하고 강렬한 맛을 낼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상태에서  
수확한 커피콩은 로스팅 과정에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습니다.

• 마이코톡신(아플라톡신 및 오크라톡신) 검사완료.

프리미엄 및 미국 농무부 USDA 인증 유기농 블렌드 판매 중

† 상기 주장은 미국 식약처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들은 질병의 진단, 치료, 완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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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e Shake Booster
WHAT Immune Shake Booster는 전체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 

면역 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고 강화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과학으로 증명된 성분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WHY 일상적인 영양 보충제로 전체적으로 건강한 면역 

기능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식이 요법이나 

생활 습관을 크게 변경하기 전, 특히 질병 있거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OW Immune Shake Booster는 전체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 

웰뮨® 베타 글루칸, 영지버섯, 복령 및 잎새버섯과 

같이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면역 건강 보조 화합물을 

사용하여 면역 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고 

강화하며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Heart Shake Booster
WHAT Heart Shake Booster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과학으로 증명된 성분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WHY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는 성인은 Heart 

Shake Booster을 통해 건강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며, 심장 건강에 좋은 식이 

요법 및 라이프 스타일 선택의 이점을 보완해 드립니다.

임산부와 수유부는 Heart Shake Booster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HOW Heart Shake Booster는 식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줄이도록 도울 수 있는 식물성 스테롤 복합체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팬테틴, 비타민 B5 유도체 및 

심장 건강에 좋은 지중해 식단에서 영감을 얻은 기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기 주장은 미국 식약처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들은 질병의 진단, 치료, 완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IsaPro
WHAT IsaPro®는 1회분당 단백질 18그램이 함유된 양질의 

비변성 농축 유청 단백질입니다. 

WHY 여분의 단백질은 체중 감량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체중 감량의 정체기를 지나고 있거나, 
노화에 의한 근육 손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 경우, 
IsaPro는 모든 식사에 완벽한 보조 식품입니다.

HOW 유청 단백질은 군살 없는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단백질입니다. 
아이사프로에는 고품질 비 변성 단백질 18그램과 
완전한 분자 사슬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초콜릿 바닐라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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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genix Fruits
WHAT Isagenix Fruits는 하루에 필요한 

과일의 영양소 섭취를 보충해줄 맛있는 

파이토뉴트리언트 드링크 파우더입니다.

WHY 최적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과일 권장 

일일 섭취량을 지키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

HOW Fruits에는 30가지가 넘는 프리미엄 과일 

및 채소의 식물성 영양소가 들어있어 

건강을 유지합니다. † Fruits 1회분에는 

25칼로리와 설탕 1그램이 함유되어 

있고 맛이 훌륭하며, IsaLean™ Shake에 

첨가하거나 물에 섞어 드실 수 있습니다.

Isagenix Greens
WHAT Isagenix Greens™은 30개 이상의 

프리미엄 채소, 허브, 식물추출물로 

구성된 특허 혼합물로 제조된 맛 좋은 

파이토뉴트리언트 드링크 파우더입니다.

WHY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채로운 과일 및 

채소의 권장 일일 섭취량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Isagenix Greens™은 영양가를 

높이고 과일과 채소로 구성된 건강한 

식단을 보완할 수 있는 빠르고 쉽고 맛있는 

방법입니다.

HOW Greens에는 야채, 허브 및 기타 식물에서 

추출한 30가지 이상의 천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다양한 식물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을 제공하여 

전체적인 건강과 웰빙을 지원합니다. 

† Greens 1회분에는 30칼로리와 설탕 

1 그램이 함유되어 있고 맛이 훌륭하며, 

IsaLean Shake에 첨가하거나 물에 섞어 

드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주장은 미국 식약처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들은 질병의 진단, 치료, 완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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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십십 리워드 가격.

$39‡
 

를 절약하세요

COMPLETE ESSENTIALS 
WITH ISAGENESIS란?
Complete Essentials™  IsaGenesis®를 포함한 데일리 팩은 최고의 

건강과 장수를 누릴 기반이 되는 제품입니다. IsaGenesis는 더 

우수한 세포 및 텔로미어 강화를 위한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항산화 물질 등을 통해 더욱 건강한 노화를 추구하고 신체에  

완전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Complete Essentials With IsaGenesis
장수를 위한 필수 제품 

COMPLETE ESSENTIALS  
WITH ISAGENESIS가 필요한 이유:
음식만으로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를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IsaGenesis의 컴플리트 에센셜은 

모든 연령대에 최선의 영양 보충을 위해 최적의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어떤 역할을 할까요?
Complete Essentials With IsaGenesis는 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AM과 PM의 두 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상기 주장은 미국 식약처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들은 질병의 진단, 치료, 완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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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 Essentials With IsaGenesis

Brain Boost & Renewal
WHAT Brain Boost & Renewal™은 명료한 정신과 기억력을 

포함해 인지 기능을 도와주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보충제입니다.†

WHY 건강한 뇌 기능과 더욱 명료한 정신을 통해 일상 생활을 

더욱 생산적이고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 

HOW Brain Boost & Renewal은 뇌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적 성분을 사용합니다. 은행나무와 녹차 

성분에 커큐민과 후추 성분을 결합하여 이로운 

요소들의 생체이용률을 개선시킵니다. 정신 집중, 

집중력, 의사 결정 및 기억의 촉진을 위해 과학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 

Isagenix Joint Support
WHAT Isagenix Joint Support™는 관절 및 연골이 편안하도록 

보조하는 영양 보충제입니다 †

WHY 더 편안한 관절은 더 만족스러운 삶의 질로 이끕니다. 

아이사제닉스의 Joint Support는 전반적인 관절 건강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있어 자유롭고 활동적이며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HOW Joint Support의 강력한 포뮬라에는 글루코사민, MSM 

및 콘드로이틴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절을 편안하게 

하고 움직이는 데 핵심 요소인 연골 건강을 돕는 허브 

추출물이 함유된 것이 특징입니다.†

Sleep Support & Renewal
WHAT Sleep Support & Renewal™는 천연 멜라토닌 및 

영양소 복합 스프레이로 더욱 편안히 밤새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WHY 수면은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숙면은 기억력 개선, 

심혈관 건강, 면역 기능 및 건강한 노화를 돕습니다. †

HOW Sleep Support & Renewal은 자연스럽고 중독성을 

만들지 않는 옵션으로 수면을 개선합니다. 빠르게 

흡수되고 지속 방출되는 멜라토닌이 L-테아닌, 

서양쥐오줌풀, 카모마일을 포함한 독점 영양 복합체와 

결합되어 스피어민트향의 올인원 스프레이에 들어있어 

숙면을 취하고 더욱 유익한 야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Isagenix Pain Relief Cream
WHAT Isagenix Pain Relief™ 그림은 통증을 즉각적이고 

일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진정 효과가 있는 국소부위용 

크림입니다.

WHY 관절염, 요통, 근육 좌상 및 염좌는 근육에 가벼운 통증을 

유발하고 신체 활동과 일상 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HOW Isagenix Pain Relief 크림의 유효 성분인 멘톨 및 

살리신살메틸이 심부열 효과와 뒤이어 쿨링 효과를 내어 

욱씬거리고 긴장한 근육을 풀어줍니다. 

† 상기 주장은 미국 식약처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들은 질병의 진단, 치료, 완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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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Kids Essentials
WHAT IsaKids® Essentials은 어린이 건강을 위한 프리미엄 

츄어블 종합 비타민입니다.†

WHY 아이들이 편식하거나 입이 짧을 경우 영양을 적절히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면 아이들에게 매일 필요한 영양소를 쉽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HOW IsaKids Essentials에는 건강한 신체 발달에 필수적인 15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의 일일 권장량의 100%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C-Lyte
WHAT C-Lyte®에는 심장, 뼈 및 면역 체계의 건강을 돕기위한 

비타민 C 플러스 시트러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를 

조합했습니다.†

WHY 비타민 C는 모든 신체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

HOW 세 가지 형태의 비타민 C 플러스 시트러스 바이오 

플라보노이드로 항산화 효과를 향상했습니다. 오렌지 

주스 다섯 잔과 동일한 양의 비타민 C를 공급합니다.

Essentials for Women
WHAT Essentials for Women™은 여성 건강을 위한 프리미엄 

종합 비타민입니다. † 

WHY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필수 비타민과 

영양을 항상 식품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HOW Essentials for Women에 함유된 칼슘과 비타민B는 

여성의 건강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보충제 섭취는 매일 

권장되는 양을 확보할 수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ssentials for Men
WHAT Essentials for Men™은 남성 건강을 위한 프리미엄 

종합 비타민입니다. †

WHY 남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필수 비타민과 

영양을 항상 식품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정기적으로 

섭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HOW Essentials for Men에는 체력, 에너지, 지구력 및 

집중력을 지원하는 프리미엄 비타민 B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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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Actives
WHAT CytoActives™는 활력찬 에너지, 세포 기능 

및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타민

D, 코엔자임 Q10(CoQ10), 토코트리놀 및 

리스베라트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WHY 우리는 신체의 중요한 시스템을 회복하도록 돕는 

몇 가지 영양소를 완전히 합성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능력을 점차 잃어갑니다.

HOW CytoActives는 최신 생체 활성 성분을 사용하여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생리적 보호 및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신체를 보호합니다.

IsaGenesis
WHAT IsaGenesis®는 텔로미어 및 항산화 보충을 위해 

설계된 보조제입니다.†

WHY 우리의 DNA는 텔로미어에 의해 보호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텔로미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텔로미어가 더욱 빨리 짧아질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건강에 해로운 음식 및 
생활 방식과 같은 요인들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도록 
촉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노화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HOW IsaGenesis는 젊은 세포의 기능과 건강한 텔로미어를 
보조하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는 활성 산소를 
중화하도록 도와드립니다.†

IsaOmega
WHAT IsaOmega™에는 심장, 뇌 및 관절 건강을 지원하는 

순수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

WHY DHA와 EPA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방산은 

세포 기능과 심장, 뇌 및 관절 건강을 돕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HOW 어유는 확실한 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 분자 증류 

과정을 통해 고도로 농축되고 정제된 오일을 

생산합니다.

Multi-Enzyme Complex
WHAT 아이사제닉스 Multi-Enzyme Complex™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소화를 돕는 효소 및 미량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WHY 소화 장애는 때때로 일상 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효소는 장에서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

HOW 아이사제닉스 Multi-Enzyme Complex는 신체에서 지방과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아미노산 흡수를 증가시키며 

신체의 중요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소와 

고급 미량 무기물의 블렌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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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십 리워드 가격.

† 상기 주장은 미국 식약처의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본 제품들은 질병의 진단, 치료, 완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Complete Essentials
WHAT Complete Essentials™ 데일리 팩은 최고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오메가 3 및 추가 필수 영양소 등의 다양한 

보조 성분으로 구성된 기초 제품입니다.†

WHY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적의 건강을 위한 영양소 

일일 권장량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영양소 

권장량을 충족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HOW Complete Essentials™ 데일리 팩의 각 

식이 보충제는 남성과 여성이 필요로 하는 

일일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Complete Essentials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AM과 PM의  

두 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31‡
 

를 절약하세요

Isamune With Zinc
WHAT Isamune® With Zinc는 빠르게 흡수되고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구강 스프레이입니다.†

WHY 아연은 일년 내내 면역 체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영양소입니다.†

HOW Isamune With Zinc는 아연, 초유, 에키나시아, 영지버섯, 

빌베리 및 블루 베리의 성분을 몸에 빠르게 전달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FiberPro
WHAT FiberPro™는 규칙적인 장 건강을 도와주는, 물에 

녹는 분말입니다.†

WHY 장 건강은 전체적인 웰빙에 가장 중요합니다. 섬유질 

및 프로 바이오틱스는 장 내의 균형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활동을 촉진합니다.

HOW 다섯 가지 식물에서 추출한 섬유질로 포만감을 

제공하면서 소화 시스템에서 음식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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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좋아하는
제품

파운드
감량*

(P. 36)

2009년부터 아이사제닉스 고객
IsaBody Challenge® 2017년 준우승

65세

JIM 
KING

”

30일 시스템은 정말 
놀랍습니다. 체중을 감량한 후 
신체가 신체 리듬을 되찾으며 
제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양을 보충합니다.

뉴욕
킹스턴

40

2017년 준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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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케어 +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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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uvity 에센셜 팩

Rejuvity 스킨케어 시스템

Rejuvity 제품 5가지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든 건강한 피부를 가꿀 수 
있는 팩입니다.

Rejuvity®로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의 광채를 이끌어내며 활력을 
되찾으세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이전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피부의 활력을 선사하는 7가지 특별한 제품으로 구성된 강력한 스킨케어 
시스템입니다. Rejuvity의 힘을 경험하세요.

• 미세 주름을 부드럽고 매끈하게 가꿈 
• 지속적인 수분 공급 
• 피부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며, 피부톤을 균일하게 정리 

구성: 1 Purifying Cleanser, 1 Hydrating Toner, 1 Essential Youth Serum,  
1 Age-Defying Eye Cream, 1 Moisturizing Day Cream

구성: 1 Purifying Cleanser, 1 Hydrating Toner, 1 Essential Youth Serum,  
1 Age-Defying Eye Cream, 1 Moisturizing Day Cream, 1 Renewing Night Cream,  
1 Bamboo Exfoliating P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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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ting  
Toner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비타민 C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세요. 모공을 깨끗이 
정리하고 피부톤을 밝고 생기 있게 
개선하는 무알콜 토너입니다.

• 안색을 밝히고 모공을 수축
• 과도한 피지를 제거

Essential  
Youth Serum
럭셔리한 세럼으로 피부 속 젊음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으세요. 진주 파우더를 
풍부하게 함유하여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 피부의 탄력을 확연히 높이고 주름을 줄임
•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듦

Purifying Cleanser
특별한 하이드레이팅 테크놀로지로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탄력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기를 불어 넣는 항산화물질 서포트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깨끗하며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노폐물을 씻어냄
• 과도한 피지를 제거하고 균형 잡힌 피부를 

찾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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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oo 
Exfoliating 
Polish
강력하면서도 순한 대나무 성분의 
각질제거제로 피부를 재생하고 
활기를 불어넣어 집에서도 럭셔리 
스파의 효능을 선사합니다. 

• 피부톤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 각질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꿔드립니다

Moisturizing  
Day Cream
최고의 안티에이징 
모이스처라이저로 피부를 
보호하세요. SPF 15로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Renewal Hydrase Complex™가 
장시간 작용하면서 세포에 하루 
종일수분을 공급하고 피부에 젊고 
환한 광채를 유지해 드립니다. 

• 보호 및 영양 공급
• 피부톤 정리
• 세포에 수분 유지

Renewing 
Night Cream
피부에 활기를 되찾아주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럭셔리한 수분 공급 나이트 
트리트먼트입니다. 피부를 
재생하는 폴리펩타이드를 
함유하여 미세 주름과 굵은 
주름을 줄여고 피부에 건강함을 
되찾아 드립니다. 

• 주름의 흔적을 줄입니다
• 피부결 회복 및 개선

Age-Defying 
Eye Cream
폴리펩티드가 함유된 아이 
크림으로 눈을 깨우세요. 독점 
성분인 IsaGen Illuminating 
Complex™를 함유하여 눈 아래 
붓기를 확연히 줄고 더 환하고 
생기있는 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눈 주위를 밝혀드립니다 
• 잔주름을 펴고 피부톤을 고르게 

만들며 미세 주름을 매끄럽게 
만들어 드립니다.

REJUVITY 샘플러:  
샘플 10종  
(Rejuvity 제품당 2mL 샘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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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reshing  
Body Wash
강력한 클렌징 기능의 젤 보디 워시에 
알로에 베라, 녹차, 석류, 포도 종자 및 오트 
커널 추출물과 같이 영양이 풍부한 식물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가꿔드립니다. 천연 감귤 
오일이 피부의 건조함과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하면서도 상쾌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Ultra Hydrating  
Hand & Body Cream
시어 버터, 스위트 아몬드 오일 및 해바라기 
오일이 함유되어 빠르고 깊게 흡수되어 하루 종일 
수분을 공급하는 크림입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물 
성분과 비타민 E, 녹차, 석류, 포도씨, 오이, 오트 
커널 추출물과 같은 9가지 항산화 성분이 피부를 
재생시키고 피부 속부터 채워주며 피부에 활력을 불어 
넣어 더욱 부드럽고 어려진 피부를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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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좋아하는
제품

캘리포니아, 
인디오

파운드
감량*(P. 35)

2015년부터 아이사제닉스 고객 
IsaBody Challenge® 2017 파이널리스트

54세

LAURA 
HYMAN

2017년 파이널리스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은 Ionix® 
Supreme이에요. 이 제품은 심신의 
밸런스를 찾게 해줬어요.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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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웰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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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4 IsaLean Shakes 또는 IsaLean PRO Shakes (원하는 맛 콤보),  
2 Cleanse for Life (액상 혹은 파우더), 1 Ionix Supreme (액상 혹은 파우더),  
1 Cleanse Support 번들, 1 IsaBlender Max, 1 IsaDelight (원하는 맛),  
1 IsaLean Bar (원하는 맛), 1 IsaBlender Max, 1 e+ (6 count) (원하는 맛),  
1 5종 샘플 팩, 1 Whey Thins 또는 Harvest Thins (원하는 맛)

또한 무료 1년 회원권, 이벤트 선물권 및 교육용 시스템 가이드가 포함됩니다. 

30일 프리미엄 팩

얼티메이트 팩
얼티메이트 팩에는 주력 제품인 30일간 클렌징 및 지방 연소 시스템, 
탁월한 안티에이징 보충제 등 최고의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마케팅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 비즈니스 및 공유에 적합합니다.

• 제품을 공유하고 결과도 공유하세요
• 하나의 팩, 두 개의 완전한 시스템
• 런칭 파티에 최적화
• 더 강력해진 파워, 다양해진 용도와 기능을 갖춘 새롭게 개선된 

IsaBlender® Max 

신규 회원이 아이사제닉스의 얼티메이트 팩이나 밸류 팩, 혹은 30일 프리미엄 팩의 
자동배송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면 여러분은 $50에서 $150의 제품소개 
보너스를 획득하게 됩니다.

구성: 4 IsaLean Shakes (원하는 맛 콤보, 용기 또는 패킷), 2 Cleanse for Life  
(액상 혹은 파우더), 1 Cleanse Support 번들, 1 Complete Essentials With 
IsaGenesis (남성용/여성용), 1 Complete Essentials Daily Pack (남성용/여성용),  
1 IsaDelight (원하는 맛), 1 Isagenix Joint Support, 1 Isagenix Pain Relief Cream,  
1 Isagenix Greens (용기 전용), 2 IsaLean Bars (원하는 맛), 1 IsaGenesis, 
2 IsaLean PRO Shakes (원하는 맛 콤보), 1 IsaPro (원하는 맛), 1 Brain and Sleep 
Support System, 1 Whey Thins 또는 Harvest Thins (원하는 맛), 10 Rejuvity 
샘플러(각 제품 별 1회분 제공), 4 IsaShakers (16 o온스), 1 IsaBlender Max,  
2 e+ (6 회분) (원하는 맛 콤보), 2 Isagenix Coffees (프리미엄 또는 오가닉),  
2 Ionix Supreme (액상 또는 파우더), 1 다음 주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50  
상당 제품 쿠폰, 4 친구 및 가족용 무료 멤버식 코드 (US$116 상당), 1 US$100  
상당 아이사제닉스 이벤트 쿠폰

또한  1년 무료 멤버십, 인터내셔널 멤버십, 이벤트 선물권, 웰컴 키트 2종, 그리고 IsaBody™ 
룩 북을 제공합니다.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 많이 포함된 팩입니다. 이 팩으로 가입하는 회원들은 아이사제닉스 
라이프 스타일에 동참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 팩은 비즈니스를 향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0일간의 클렌징 및 체지방 연소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5종 샘플 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ISABLENDER

MAX

새로운
ISABLENDER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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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간단히 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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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제닉스 타협하지 않는 성분 표준
회사가 아무리 성장하더라도 제품과 재료의 품질에 대한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아이사제닉스는 기능 식품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표준 이상을 

충족하며 명성을 쌓았으며, 타협 없는 회사를 
만든다는 비전으로 아이사제닉스를 새로운 업계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존 W. 앤더슨(John W. Anderson) | 아이사제닉스 창립자

성분 방침:
영양이 풍부하고, 안전하며, 변화를 만듭니다

영양
아이사제닉스는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뒷받침되는 양질의 재료를 고품질로 제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성분이 순수하고 유효하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증거 기반의 접근법을 취합니다. 
우리는 또한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공급 업체의 재료를 
소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건강한 표준입니다.

안전
우리는 결코 안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이사제닉스의 
제조자 및 연구원들이 많은 주의를 기울인 아이사제닉스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아이사제닉스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은 제
3자 연구소에서 다양한 중금속, 살충제 및 미생물 활동에 
대해 철저한 테스트를 마친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음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
아이사제닉스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말 
효능있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우리는 전 세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영양 과학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으며 자연이 주는 훌륭한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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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러지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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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ED™ Fuel 3 3 16+

AMPED™ Nitro 3 3 18+

AMPED™ NOx 3 3 12+

AMPED™ Protein Bar(초콜릿 브라우니향, 쿠키도우향, 딸기 크림향) 3 3 4+

AMPED™ Power 3 3 18+

AMPED™ Recover 3 3 16+

AMPED™ Hydrate 3 3 4+

Brain Boost & Renewal™ 3 3 18+

Cleanse for Life® 3 3 18+

C-Lyte® 3 3 12+

Complete Essentials™ 데일리 팩(남성용/여성용) 3 18+

Complete Essentials™ 데일리 팩 IsaGenesis® 포함(남성용/여성용) 3 18+

CytoActives™  18+

e+™ (사과 석류, 레몬 라임, 라즈베리) 3 3 16+

Essentials for Men™ 3 3 18+

Essentials for Women™ 3 3 18+

Fiber Snacks™ - 허니 아몬드 크리스피 3 3 †† 3 4+

Fiber Snacks™ - 땅콩 초콜릿 츄 3 3 †† 3 4+

FiberPro™ 3 3 12+

Harvest Thins™ (타이 스위트 칠리) 3 3 4+

IsaDelight®(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다크 민트 초콜릿, 시솔트와 캐러멜 밀크 
초콜릿, 민트맛 다크 초콜릿) 3 †† 3 18+

Ionix® Supreme 3 3 18+

IsaFlush® 3 3 18+

IsaGenesis® 3 3 18+

Isagenix Coffee 3 3 16+

Isagenix Fruits  3 3 4+

Isagenix Greens™ 3 3 12+

Isagenix Joint Support™ 3 18+

Isagenix Multi-Enzyme Complex™ 3 3 12+

Isagenix Snacks™ (Chocolate or Vanilla) 3 †† 3 4+

Isagenix Snacks™ - 네추럴 와일드 베리 3 3 4+

IsaKids® Essentials 3 3 4+

IsaLean™ Bar - 초콜릿 크림 크리스피 3 3 ††  3 4+

IsaLean™ Bar - 초콜릿 데커던스 3 †† 3 4+

IsaLean™ Bar - 초콜릿 땅콩 크런치 3 3 ††  3 4+

IsaLean™ Bar-레몬 패션 크런치 3 †† 3 4+

IsaLean™ Bar - 너티 캐러멜 캐슈 3 3 †† 3 4+

IsaLean™ Ba- 스모어향 3 3 4+

IsaLean 바™ 유제품 미함유- 초콜릿 베리 블리스 3 3 4+

IsaLean 바™ 유제품 미함유- 초콜릿 코코넛 아몬드 3 3 3 4+

IsaLean 바™ 유제품 미함유- 초콜릿 땅콩 버터 3 3 3 4+

IsaLean™ PRO Shake(내추럴 바닐라, 프렌치 바닐라, 내추럴 초콜릿,  
스트로베리 크림향) 3  3 12+

IsaLean™ Shake (크리미 더치 초콜릿, 크리미 프렌치 바닐라, 딸기 크림,  
초콜릿 민트, 피치 망고) 3  3 4+

IsaLean™ Shake 유제품 미함유 - (리치 초콜릿 또는 바닐라 차이) 3 3 4+

Isamune® With Zinc 3 3 4+

IsaOmega™ 3 12+

IsaPro® (초콜릿 또는 바닐라) 3 3 12+

Kosher IsaLean™ Shake 3 †† 3 4+

Natural Accelerator™ 3 3 18+

Shake Booster - Heart 3 3 18+

Shake Booster - Immune 3 3 4+

Sleep Support & Renewal™ 3 3 12+

Slim Cakes® 3 3 †† 3 4+

Whey Thins™ (바베큐, 사워 크림&차이브, 화이트 체다) 3 3 4+

Isagenix 제품은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및/또는 대두를 포함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제조됩니다.

†† 정제 레시틴 및 / 또는 콩에서 추출한 오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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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영양분 관련

AMPED™ Fuel—사과

제공 사이즈: 1 파우치(40g), 컨테이너 당 제공량: 24, 
칼로리 90, 총 탄수화물 22g(7% DV), 당분 13g, 비타민 C 
60mg (100% DV)

독점 BCAA 블렌드 1000mg—L-leucine, L-isoleucine, 
L-valine

기타 성분—사과 퓌레, 타피오카 말토텍스트린, 증류 
감자당즙, 여과수, 천연 향료, 구연산, 아가베 시럽, 당밀

AMPED™ Hydrate—쥬시 오렌지

제공 사이즈 ½ 스틱(10g) (8 fl oz),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48, 칼로리 35,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0, 총 
지방 0g (0% DV), 나트륨 110mg (5% DV), 칼륨 95mg (3% 
DV), 총 탄수화물 9g (3% DV), 당분 8g, 단백질 0g (0% 
DV), 비타민 C (100% DV), 티아민 (35% DV), 리보플라빈 
(35% DV), 니아신 (35% DV), 비타민 B6 (35% DV), 엽산 
(35% DV), 비타민 B12 (35% DV), 비오틴 (35% DV), 
판토텐산 (35% DV), 아연 (30% DV), 크롬 (35% DV)

성분—글리코겐 컴플렉스™ (프룩토스, 꿀 분말, 
덱스트로오스, 자당), 전해질 컴플렉스 [염화나트륨, 구연산 
칼륨,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구연산, 
천연 향료, 주석산, 오렌지즙 분말, 이산화규소,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베타 카로틴, 스테비아 (스테비아) 잎 
추출물, 비오틴, 니아신아미드, 산화 아연, 판토텐산 (d-
칼슘 판토텐산염),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B6 (
피리독신 HCl), 티아민 HCI, 리보플라빈, 비타민 B12 (
시아노코발라민), 엽산

AMPED™ Hydrate—레몬 라임

제공 사이즈 ½ 스틱(10g) (8 fl oz),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48, 칼로리 35,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0, 총 
지방 0g (0% DV), 나트륨 110mg (5% DV), 칼륨 95mg (3% 
DV), 총 탄수화물 9g (3% DV), 당분 8g, 단백질 0g (0% 
DV), 비타민 C (100% DV), 티아민 (35% DV), 리보플라빈 
(35% DV), 니아신 (35% DV), 비타민 B6 (35% DV), 엽산 
(35% DV), 비타민 B12 (35% DV), 비오틴 (35% DV), 
판토텐산 (35% DV), 아연 (30% DV), 크롬 (35% DV)

성분—Glycogen Complex™ (프룩토스, 꿀 분말, 
덱스트로오스, 자당), 전해질 컴플렉스 [염화나트륨, 구연산 
칼륨,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구연산, 
주석산, 레몬즙 분말, 천연 향료, 이산화규소, 비타민 C (
아스코르브산), 라임즙 분말,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비오틴, 니아신아미드, 산화 아연, 판토텐산 
(d-칼슘 판토텐산염),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B6 (피리독신 HCl), 티아민 HCI, 리보플라빈, 비타민 B12 (
시아노코발라민), 엽산

AMPED™ Hydrate—리프레싱 그레이프

제공 사이즈 ½ 스틱(10g) (8 fl oz),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48, 칼로리 35,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0, 총 
지방 0g (0% DV), 나트륨 110mg (5% DV), 칼륨 95mg (3% 
DV), 총 탄수화물 9g (3% DV), 당분 8g, 단백질 0g (0% 
DV), 비타민 C (100% DV), 티아민 (35% DV), 리보플라빈 
(35% DV), 니아신 (35% DV), 비타민 B6 (35% DV), 엽산 
(35% DV), 비타민 B12 (35% DV), 비오틴 (35% DV), 
판토텐산 (35% DV), 아연 (30% DV), 크롬 (35% DV)

성분—Glycogen Complex™ (프룩토스, 덱스트로오스, 
자당, 꿀 분말), 전해질 컴플렉스 [염화나트륨, 구연산 
칼륨,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천연향, 주석산, 천연색, 포도즙 분말, 이산화규소,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스테비아 (스테비아) 잎 추출물, 비오틴, 
니아신아미드, 산화 아연, 판토텐산 (d-칼슘 판토텐산염),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B6 (피리독신 HCl), 
티아민 HCI, 리보플라빈,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엽산

AMPED™ Nitro—수박 맛

제공 사이즈: 1 스쿱 (18g), 컨테이너 당 제공량: 20, 
칼로리 40, 총 탄수화물 9g (3% DV), 당분 5g, 비타민 C (
아스코르브산) 30mg (50% DV), 칼륨 (구연산염 및 규산염 
210mg (6% DV)

펌프 빌더 매트릭스 1500mg—이노시톨 안정화 아르기닌 
규산염 (니트로시긴®)

근육 최대화 매트릭스 6000mg—크레아틴 일수화물 
(Creapure®), 베타-알라닌 (CarnoSyn®), L-citrulline, 
베타인 염산염

에너지 매트릭스 600mg—타우린, 찻잎의 카페인 
(Camellia sinensis) (InnovaTea®)

기타 성분—과당, 자당, 구연산, 수박 과일 분말, 천연 향료, 
덱스트로오스, 라임즙 분말, 엽산, 쌀 농축물, 비트즙 분말, 
이산화규소, 스테비아 (스테비아) 잎 추출물

AMPED™ NOx—가든 블렌드

제공 사이즈: 1 병 (2 fl oz), 컨테이너 당 제공량: 12, 칼로리 

30, 총 탄수화물 6g (2% DV), 식이 섬유 1g (4% DV), 당분 
2g, 단백질 1g (2% DV)

독점 블렌드 7880mg—비트 (Beta vulgaris) 뿌리 추출물, 
샐러리 (Apium graveolens) 잎 및 줄기 추출물, 붉은 
시금치 (Amaranthus dubius) 잎 추출물, 스테비아 (
스테비아) 잎 추출물, 과채추출물 블렌드 (녹차 잎, 적포도, 
백포도, 월귤, 당근, 자몽, 파파야, 파인애플, 딸기, 사과, 
살구, 체리, 오렌지, 브로콜리, 양배추 잎, 양파, 마늘, 블랙 
커런트,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올리브, 오이)

기타 성분—물 (역삼투압 여과), 사과즙 농축물, 천연 향료, 
석류즙 농축물, 구연산, 소르브산 칼륨, 엽산

AMPED™ Power—베리 체리 향

제공 사이즈: 1 스쿱 (14g), 컨테이너 당 제공량: 20, 칼로리 
30, 총 탄수화물 7g (2% DV), 당분 6g, 나트륨 75mg (3% 
DV),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30mg (50% DV)

독점 블렌드 6000mg—크레이틴 일수화물, L-시트룰린 
말산염 및 L-시트룰린, 이노시톨 안정화 아르기닌 규산염 
(니트로시긴®)

기타 성분—자당, 덱스트로오스, 천연 향료, 구연산 나트륨, 
구연산, 스테비아 (스테비아) 잎 추출물, 과채농축물 (색소), 
쌀 (벼) 농축물, 엽산

AMPED™ Protein Bar—초콜릿 브라우니 맛

제공 사이즈: 1 바 (78g), 칼로리 25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60, 총 지방 7g (11% DV), 포화 지방 1g (5% DV), 
콜레스테롤 15mg (5% DV), 나트륨 200mg (8% DV), 칼륨 
240mg (7% DV), 총 탄수화물 30g (10% DV), 식이 섬유 
14g (56% DV), 당분 5g, 당분 알코올 8g, 단백질 28g (56% 
DV), 칼슘 (15% DV), 철분 (10% DV)

성분—유청 단백질 블렌드 (순수 유청 단백질, 유청 
단백질 농축물), 순수 우유 단백질, 이소말토올리고당, 
소화 저항성 말토덱스트린, 글리세린, 치커리 뿌리 섬유질,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자당, 천연 네덜란드 코코아 분말, 물, 
에리트리톨, 아몬드, 천연 향료, 타피오카 전분, 해바라기 
레시틴, 바다 소금, 탄산칼슘, 혼합 토코페롤

유제품 및 견과류(아몬드) 성분 함유. 밀, 콩,  땅콩, 견과류 
및 계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AMPED™ Protein Bar—쿠키 도우 맛

제공 사이즈: 1 바 (75g), 칼로리 23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0, 총 지방 5g (8% DV), 포화 지방 1g (5% DV), 
콜레스테롤 15mg (5% DV), 나트륨 210mg (8% DV), 칼륨 
120mg (3% DV), 총 탄수화물 29g (10% DV), 식이 섬유 
13g (52% DV), 당분 5g, 당분 알코올 8g, 단백질 28g (56% 
DV), 칼슘 (15% DV), 철분 (0% DV)

성분—유청 단백질 블렌드 (순수 유청 단백질, 유청 단백질 
농축물), 순수 우유 단백질, 이소말토올리고당, 소화 저항성 
말토덱스트린, 글리세린, 치커리 뿌리 섬유질, 자당,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물, 에리트리톨, 천연 향료, 아몬드, 
타피오카 전분, 천연 네덜란드 코코아 분말, 바다 소금, 
해바라기 레시틴, 탄산칼슘, 혼합 토코페롤

유제품 및 견과류(아몬드) 성분 함유. 밀, 콩,  땅콩, 견과류 
및 계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AMPED™ Protein Bar—딸기 및 크림 맛

제공 사이즈: 1 바 (75g), 칼로리 23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45, 총 지방 5g (8% DV), 포화 지방 0.5g (3% DV), 
콜레스테롤 10mg (3% DV), 나트륨 140mg (6% DV), 칼륨 
110mg (3% DV), 총 탄수화물 29g (10% DV), 식이 섬유 
14g (56% DV), 당분 4g, 당분 알코올 9g, 단백질 28g (56% 
DV), 칼슘 (15% DV), 철분 (0% DV)

성분—유청 단백질 블렌드 (순수 유청 단백질, 유청 단백질 
농축물), 순수 우유 단백질, 이소말토올리고당, 소화 저항성 
말토덱스트린, 글리세린, 치커리 뿌리 섬유질,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물, 자당, 에리트리톨, 아몬드, 천연 향료, 
타피오카 전분, 말린 딸기, 해바라기 레시틴, 구연산, 
탄산칼슘, 바다 소금, 엽산, 혼합 토코페롤

유제품 및 견과류(아몬드) 성분 함유. 밀, 콩,  땅콩, 견과류 
및 계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AMPED™ Recover—라즈베리 레몬에이드 맛

제공 사이즈: 2 스쿱 (13.5g), 컨테이너 당 제공량: 20, 
칼로리 45, 총 탄수화물 7g (2% DV), 당분 5g, 나트륨 
50mg (2% DV)

독점 블렌드 6100mg—BCAA 블렌드 (L-루신, 
L-isoleucine, L-valine), L-카르니틴 타르타르산염, L-
글루타민, L-타이로신, L-히스티딘 HCl

기타 성분—덱스트로오스, 천연 향료, 증류 감자당즙, 과당, 
구연산, 쌀 (벼) 농축물, 레드 비트 (Beta vulgaris) 즙 분말, 
구연산 나트륨, 바다 소금,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베타 카로틴

Brain Boost & Renewal™

제공 사이즈: 3 캡슐,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독점 블렌드 1135mg—강황 (Curcuma longa) 뿌리 추출물, 
아세틸-L-카르니틴 염산염, R-알파리포산, Cognizin® 
시티콜린, L-카르노신,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벨벳 빈 (Mucuna pruriens) 씨 추출물, 은행나무 
(Ginkgo biloba) 잎 추출물, 흑후추 (후추류) 열매 추출물

기타 성분—인산 삼칼슘, 식물성 캡슐, 이산화규소, 
마그네슘 스테아르산염 (식물성)

Cognizin®은 KYOWA HAKKO BIO CO.의 등록상표입니다., 
LTD.

Cleanse for Life®—천연 리치 베리 용액

제공 사이즈: 1 병 (2 fl oz) (60mL), 칼로리 20, 총 탄수화물 
5g (2% DV), 당분 4g, 니아신 (니아신아미드) 4mg (20% 
DV), 비타민 B6 (피리독신 HCI) 4mg (200% DV),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15mcg (250% DV)

독점 클렌징 컴플렉스 557mg—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알로에 베라 내부잎 겔 분말, 애쉬와간다 
(Withania somnifera) 뿌리 추출물, 우엉 (우엉류) 뿌리 
추출물, 웰로우 덕 (소리쟁이류) 뿌리 추출물, 감초 (감초류) 
뿌리 추출물

독점 항산화 베리 컴플렉스 265mg—월귤 (Vaccinium 
myrtillus) 열매 추출물, 블루베리 (Vaccinium angustifolium) 
열매 추출물, 라즈베리 (딸기류) 즙 추출물

독점 시너지 컴플렉스 200mg—Pau d’Arco (타페브이아 
열매) 껍질 추출물, 회향 (회향류) 씨 추출물, 홍경천 (
바위돌꽃류) 뿌리 추출물, 옻나무 (옻나무류) 뿌리 
추출물, 페퍼민트 (박하류) 잎 추출물, 가시오갈피 (
가시오갈피류) 뿌리 추출물, 강황 (Curcuma longa) 뿌리 
추출물, 라임 (감귤류) 즙 분말, 퍼플 당근 (당근류) 추출물, 
타타르산수소콜린, 이노시톨, 베타인 HCI, L-메티오닌

기타 성분—물 (역삼투압 여과), 과당, 천연 향료, 천연색소, 
구연산, 크산탄 검, 구연산 칼륨, 소르브산 칼륨

Cleanse for Life®—천연 리치 베리 분말

제공 사이즈: 1 스쿱 (6g),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16, 1회분 양: 칼로리 20, 총 탄수화물 5g (2% 
DV), 당분 4g, 니아신 (니아신아미드) 4mg (20% DV), 
비타민 B6 (피리독신 HCl) 4mg (200% DV), 비타민 B12 (
시아노코발라민) 15mcg (250% DV)

독점 블렌드 1000mg—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알로에 베라 (내부잎 겔) 분말, 월귤 
(Vaccinium myrtillus) 열매 추출물, 블루베리 (Vaccinium 
angustifolium) 열매 추출물, 애쉬와간다 (Withania 
somnifera) 뿌리 추출물, 라즈베리 (딸기류) 즙 추출물, 
Pau d’Arco (Tabebuia impetiginosa) 껍질 추출물, 우엉 
(우엉류) 뿌리 추출물, 회향 (회향류) 씨 추출물, 홍경천 (
바위돌꽃류) 뿌리 추출물, 웰로우 덕 (Rumex crispus) 
뿌리 추출물, 감초 (Glycyrrhiza glabra) 뿌리 추출물, 
옻나무 (Pfaffia paniculata) 뿌리 추출물, 가시오갈피 (
가시오갈피류) 뿌리 추출물, 페퍼민트 (박하류) 잎 추출물, 
강황 (Curcuma longa) 뿌리 추출물, 타타르산수소콜린, 
이노시톨, 베타인 HCI, L-메티오닌

기타 성분—과당, 천연향, 구연산 칼륨, 퍼플 당근 (Daucus 
carota), 구연산, 라임즙 분말

Complete Essentials™ 데일리 팩 남성용

제공 사이즈: 1 A.M. 팩,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2500IU (50% DV), 비타민 
C (나트륨, 칼슘 및 마그네슘 아스코르브산염) 580mg 
(967% DV),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2500IU (625% 
DV), 비타민 E (혼합 및 d-알파 토코레롤) 22IU (73% DV), 
비타민 K2 (메나퀴논) 40mcg (50% DV), 티아민 (티아민 
HCI) 3.75mg (250% DV), 리보플라빈 4.25mg (250% 
DV), 니아신 (니아신아미드) 10mg (50% DV), 비타민 B6 (
피리독신 HCI) 5mg (250% DV), 엽산 300mcg (75% DV),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7.5mcg (125% DV), 비오틴 
150mcg (50% DV), 판토텐산 5mg (50% DV), 칼슘 (
탄산염, 수산화인회석, 구연산 및 글루콘산염 400mg (40% 
DV), 요오드 (다시마 및 요오드화 칼륨) 100mcg (67% 
DV), 마그네슘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g (25% DV), 아연 (옥사이드, citrate and amino 
아미노산 킬레이트) 7.5mg (50% DV),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50mcg (71% DV),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cg (83% DV), 몰리브덴 (
아미노산 킬레이트) 37.5mcg (50% DV), 칼륨 (구연산 및 
요오드) 25mg (<1% DV), 붕소 (구연산) 250mcg, 바나듐 (
아미노산 킬레이트) 2.5mcg

에센셜 포 맨 독점 블렌드 180mg—소팔메토 (야자류) 
열매 추출물, 베타 시토스테롤, 리코펜, 알파리포산,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타타르산수소콜린, 석류 (Punica granatum) 열매 추출물, 
밀크시슬 (Silybum marianum) 씨 추출물, N-아세틸-L-
시스테인, 감귤류, 루틴, 헤스페리딘

CytoActives 컴프렉스 95mg—코엔자임 Q-10 (유비퀴논) 
50mg, 레스베라트롤 ( 마디풀속) 25mg, 토코트리에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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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Nol SupraBio™)* 20mg

시토액티브스(CytoActives) 독점 블렌드 358mg—복합 
리놀산, 아마 (아마씨류) 씨 오일, 적포도 (Vitis vinifera) 
열매 추출물, 알파리포산, 석류 (Punica granatum) 열매 
추출물, 구기자 (구기자류) 열매 추출물, 애쉬와간다 
(Withania somnifera) 뿌리 추출물, 강황 (Curcuma longa) 
뿌리 추출물

IsaOmega 농축물 1020mg—토탈 오메가-3 지방산 
600mg [EPA (에이코시펜타에노산) 300mg, DHA (DHA) 
240mg, 기타 오메가-3 지방산 60mg]

IsaOmega 독점 5 6 9 컴프렉스 110mg—석류 (Punica 
granatum) 씨 오일 (70% omega-5), 달맞이꽃 (달맞이꽃류) 
씨 오일 (9% 오메가-6 GLA), 보리지 (보리지류) 씨 오일 
(15% 오메가-9), 아마 (아마씨류) 씨 오일

C-라이트 독점 블렌드 40mg—퀘르세틴 이수화물, 
감귤류,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제공 사이즈: 1 P.M. 팩,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2500IU (50% DV), 비타민 C 
(나트륨, 칼슘 및 마그네슘 아스코르브산염) 60mg (100% 
DV),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2500IU (625% DV), 
비타민 E (혼합 및 d-알파 토코레롤) 22IU (73% DV), 
비타민 K2 (메나퀴논) 40mcg (50% DV), 티아민 (티아민 
HCI) 3.75mg (250% DV), 리보플라빈 4.25mg (250% 
DV), 니아신 (니아신아미드) 10mg (50% DV), 비타민 B6 (
피리독신 HCI) 5mg (250% DV), 엽산 300mcg (75% DV),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7.5mcg (125% DV), 비오틴 
150mcg (50% DV), 판토텐산 5mg (50% DV), 칼슘 (
탄산염, 수산화인회석, 구연산 및 글루콘산염 400mg (40% 
DV), 요오드 (다시마 및 요오드화 칼륨) 100mcg (67% 
DV), 마그네슘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g (25% DV), 아연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7.5mg (50% DV),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50mcg (71% DV),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크롬 (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cg (83% DV), 몰리브덴 (
아미노산 킬레이트) 37.5mcg (50% DV), 칼륨 (구연산 및 
요오드) 25mg (<1% DV), 붕소 (구연산) 250mcg, 바나듐 (
아미노산 킬레이트) 2.5mcg

기타 성분—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식물성), 미결정 
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 모노글리세리드 오일, 식물성 
캡슐 및 이산화규소, 셀룰로오스 검, 나트륨 중탄산염, 천연 
레몬 맛, 마그네슘 스테아르산염 (식물성), 항산화 컴플렉스
(혼합 토코페롤), 로즈마리 오일 추출물, 해바라기유, 
팔미트산아스코빌, 천연 라임 맛, 천연 카라멜 색소, 
해바라기 레시틴, 탄산칼슘, 카르나우바 왁스, 나트륨 구리 
엽록소

어류(정어리 및 멸치) 성분 함유.

§A.M. 패킷 전용

EVNol SupraBio™는 ExcelVite Inc의 상표이며 미국 특허 
번호 제6,596,306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RSPO 인증 친환경 팜유.

Complete Essentials™ 데일리 팩 여성용

제공 사이즈: 1 A.M. 팩,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2500IU (50% DV), 비타민 
C (나트륨, 칼슘 및 마그네슘 아스코르브산염) 580mg 
(967% DV),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2500IU (625% 
DV), 비타민 E (혼합 및 d-알파 토코레롤) 37IU (123% DV), 
비타민 K2 (메나퀴논) 40mcg (50% DV), 티아민 (티아민 
HCI) 3.75mg (250% DV), 리보플라빈 4.25mg (250% 
DV), 니아신 (니아신아미드) 10mg (50% DV), 비타민 B6 (
피리독신 HCI) 5mg (250% DV), 엽산 300mcg (75% DV),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15mcg (250% DV), 비오틴 
250mcg (83% DV), 판토센산 22.5mg (225% DV), 칼슘 
(탄산염, 수산화인회석, 구연산 및 글루콘산염) 450mg 
(45% DV), 요오드 (다시마 및 요오드화 칼륨) 100mcg 
(67% DV), 마그네슘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g (25% DV), 아연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7.5mg (50% DV),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50mcg (71% DV),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cg (83% DV), 몰리브덴 (
아미노산 킬레이트) 37.5mcg (50% DV), 칼륨 (구연산 및 
요오드) 25mg (<1% DV), 붕소 (구연산염) 500mcg, 바나듐 
(아미노산 킬레이트) 2.5mcg

에센셜 포 우먼(Essentials for Women) 독점 블렌드 
107mg—비트 (Beta vulgaris) 즙 분말,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추출물,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타타르산수소콜린, 
알파리포산,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밀크시슬 (실리범 마리아눔) 씨 추출물, 석류 (Punica 
granatum) 열매 추출물, N-아세틸-L-시스테인, 감귤류, 
루틴, 헤스페리딘

CytoActives 컴프렉스 95mg—코엔자임 Q-10 (유비퀴논) 

50mg, 레스베라트롤 ( 마디풀속) 25mg, 토코트리에놀 
(EVNol SupraBio™)* 20mg

시토액티브스(CytoActives) 독점 블렌드 358mg—복합 
리놀산, 아마 (아마씨류) 씨 오일, 적포도 (Vitis vinifera) 
열매 추출물, 알파리포산, 석류 (Punica granatum) 열매 
추출물, 구기자 (구기자류) 열매 추출물, 애쉬와간다 
(Withania somnifera) 뿌리 추출물, 강황 (Curcuma longa) 
뿌리 추출물

IsaOmega 농축물 1020mg—토탈 오메가-3 지방산 
600mg [EPA (에이코시펜타에노산) 300mg, DHA (DHA) 
240mg, 기타 오메가-3 지방산 60mg]

IsaOmega 독점 5 6 9 컴프렉스 110mg—석류 (Punica 
granatum) 씨 오일 (70% omega-5), 달맞이꽃 (달맞이꽃류) 
씨 오일 (9% 오메가-6 GLA), 보리지 (보리지류) 씨 오일 
(15% 오메가-9), 아마 (아마씨류) 씨 오일

C-라이트 독점 블렌드 40mg—퀘르세틴 이수화물, 
감귤류,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제공 사이즈: 1 P.M. 팩,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2500IU (50% DV), 비타민 
C (나트륨, 칼슘 및 마그네슘 아스코르브산염) 60mg 
(100% DV),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2500IU (625% 
DV), 비타민 E (혼합 및 d-알파 토코레롤) 37IU (123% DV), 
비타민 K2 (메나퀴논) 40mcg (50% DV), 티아민 (티아민 
HCI) 3.75mg (250% DV), 리보플라빈 4.25mg (250% 
DV), 니아신 (니아신아미드) 10mg (50% DV), 비타민 B6 (
피리독신 HCI) 5mg (250% DV), 엽산 300mcg (75% DV),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15mcg (250% DV), 비오틴 
250mcg (83% DV), 판토센산 22.5mg (225% DV), 칼슘 
(탄산염, 수산화인회석, 구연산 및 글루콘산염) 450mg 
(45% DV), 요오드 (다시마 및 요오드화 칼륨) 100mcg 
(67% DV), 마그네슘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g (25% DV), 아연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7.5mg (50% DV),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50mcg (71% DV),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cg (83% DV), 몰리브덴 (
아미노산 킬레이트) 37.5mcg (50% DV), 칼륨 (구연산 및 
요오드) 25mg (<1% DV), 붕소 (구연산염) 500mcg, 바나듐 
(아미노산 킬레이트) 2.5mcg

기타 성분—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식물성), 미결정 
셀룰로오스, 모노글리세리드 오일, 이산화규소, 식물성 
캡슐,§ 셀룰로오스 검, 나트륨 중탄산염, 셀룰로오스, 천연 
레몬 맛, 마그네슘 스테아르산염 (식물성), 항산화 컴플렉스
(혼합 토코페롤), 로즈마리 오일 추출물, 해바라기유, 
팔미트산아스코빌, 천연 라임 맛, 천연 카라멜 색소, 
해바라기 레시틴, 탄산칼슘, 카르나우바 왁스

어류(정어리 및 멸치) 성분 함유.

§A.M. 패킷 전용

EVNol SupraBio™는 ExcelVite Inc의 상표이며 미국 특허 
번호 제6,596,306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RSPO 인증 친환경 팜유.

Complete Essentials™ 남성용 IsaGenesis® 포함

제공 사이즈: 1 A.M. 팩,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5833IU (117% DV), 비타민 C (
나트륨, 칼슘, 및 마그네슘 아스코르베이트 및 아스코르브산) 
593mg (988% DV),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2500IU 
(625% DV), 비타민 E (혼합 및 d-알파 토코페롤) 27IU 
(90% DV), 비타민 K2 (메나퀴논) 40mcg (50% DV), 티아민 
(티아민 HCI) 3.75mg (250% DV), 리보플라빈 4.25mg 
(250% DV), 니아신 (니아신아미드) 10mg (50% DV), 
비타민 B6 (피리독신 HCI) 5mg (250% DV), 엽산 300mcg 
(75% DV),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및 메틸코발라민) 
19.5mcg (325% DV), 비오틴 150mcg (50% DV), 판토텐산 
5mg (50% DV), 칼슘 (탄산염, 수산화인회석, 구연산 및 
글루콘산염 400mg (40% DV), 요오드 (다시마 및 요오드화 
칼륨) 100mcg (67% DV), 마그네슘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g (25% DV), 아연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7.5mg (50% DV),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50mcg (71% DV),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cg (83% DV),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37.5mcg (50% DV), 붕소 (
구연산) 250mcg, 바나듐 (아미노산 킬레이트) 2.5mcg

에센셜 포 맨 독점 블렌드 180mg—소팔메토 (야자류) 
열매 추출물, 베타 시토스테롤, 리코펜, 알파리포산,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타타르산수소콜린, 석류 (Punica granatum) 열매 추출물, 
밀크시슬 (Silybum marianum) 씨 추출물, N-아세틸-L-
시스테인, 감귤류, 루틴, 헤스페리딘

CytoActives 컴프렉스 95mg—코엔자임 Q-10 (유비퀴논) 
50mg, 레스베라트롤 ( 마디풀속) 25mg, 토코트리에놀 
(EVNol SupraBio™)* 20mg

시토액티브스(CytoActives) 독점 블렌드 358mg—복합 
리놀산, 아마 (아마씨류) 씨 오일, 적포도 (Vitis vinifera) 
열매 추출물, 알파리포산, 석류 (Punica granatum) 열매 
추출물, 구기자 (구기자류) 열매 추출물, 애쉬와간다 
(Withania somnifera) 뿌리 추출물, 강황 (Curcuma longa) 
뿌리 추출물

IsaOmega 농축물 1020mg—토탈 오메가-3 지방산 
600mg [EPA (에이코시펜타에노산) 300mg, DHA (DHA) 
240mg, 기타 오메가-3 지방산 60mg]

IsaOmega 독점 5 6 9 컴프렉스 110mg—석류 (Punica 
granatum) 씨 오일 (70% omega-5), 달맞이꽃 (달맞이꽃류) 
씨 오일 (9% 오메가-6 GLA), 보리지 (보리지류) 씨 오일 
(15% 오메가-9), 아마 (아마씨류) 씨 오일

C-라이트 독점 블렌드 40mg—퀘르세틴 이수화물, 
감귤류,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IsaGenesis 독점 블렌드 1280mg—밀크시슬 (Silybum 
marianum) 씨 추출물, 아마 (아마씨류) 씨 오일, 
포스파티딜콜린, 강황 (Curcuma longa) 뿌리 추출물,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왕호장근 (마디풀과) 
뿌리 추출물, 삼지구엽초 (Epimedium sagittatum) 허브 탑 
추출물, 석류 (Punica granatum) 열매 추출물, 애쉬와간다 
(Withania somnifera) 뿌리 추출물,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유향 (Boswellia serrata) 고무 수지 추출물, 
블루베리 (Vaccinium angustifolium) 열매 추출물, N-
아세틸-L-시스테인, 월귤 (Vaccinium myrtillus) 열매 
추출물, R-알파리포산, L-글루타치온, 아시아 인삼 (Panax 
ginseng) 뿌리 추출물, 바코파 (Bacopa monnieri) 전체 
추출물, 라즈베리 (Rubus idaeus) 열매 추출물, 카놀라 
레시틴, 하라다 (Terminalia chebula) 열매 추출물, 퀘르세틴 
이수화물, 벨벳 빈 (Mucuna pruriens) 씨 추출물, 마카 
(Lepidium meyenii) 뿌리 추출물, 황련 (Coptis chinensis) 
뿌리 추출물, 실라짓 추출물, 아카시아 가시 미모사 (Acacia 
nilotica) 껍질 추출물, 홍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백차 (C. sinensis) 잎 추출물, 독점 카로테노이드 블렌드 (
루테인, 제아산틴)

제공 사이즈: 1 P.M. 팩,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5833IU (117% DV), 비타민 C (
나트륨, 칼슘, 및 마그네슘 아스코르베이트 및 아스코르브산) 
73mg (122% DV),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2500IU 
(625% DV), 비타민 E (혼합 및 d-알파 토코페롤) 27IU 
(90% DV), 비타민 K2 (메나퀴논) 40mcg (50% DV), 티아민 
(티아민 HCI) 3.75mg (250% DV), 리보플라빈 4.25mg 
(250% DV), 니아신 (니아신아미드) 10mg (50% DV), 
비타민 B6 (피리독신 HCI) 5mg (250% DV), 엽산 300mcg 
(75% DV),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및 메틸코발라민) 
19.5mcg (325% DV), 비오틴 150mcg (50% DV), 판토텐산 
5mg (50% DV), 칼슘 (탄산염, 수산화인회석, 구연산 및 
글루콘산염 400mg (40% DV), 요오드 (다시마 및 요오드화 
칼륨) 100mcg (67% DV), 마그네슘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g (25% DV), 아연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7.5mg (50% DV),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50mcg (71% DV),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cg (83% DV),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37.5mcg (50% DV), 붕소 (
구연산) 250mcg, 바나듐 (아미노산 킬레이트) 2.5mcg

기타 성분—젤라틴, 정제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글리세린(식물성), 전분, 미결정 셀룰로오스,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해초 추출물, 이산화규소, 셀룰로오스, 
모노글리세리드 오일, 식물성 캡슐,§ 셀룰로오스 검, 나트륨 
중탄산염, 천연 레몬 맛, 마그네슘 스테아르산염 (식물성), 
항산화 컴플렉스(혼합 토코페롤), 로즈마리 오일 추출물, 
해바라기 유, 팔미트산아스코빌, 천연 라임 맛, 천연 카라멜 
색소, 해바라기 레시틴, 탄산칼슘, 카르나우바 왁스, 나트륨 
구리 엽록소, 소르비톨, 천연 색소(리코펜, 카라멜 황설탕)

어류(정어리 및 멸치) 성분 함유.

§A.M. 패킷 전용

EVNol SupraBio™는 ExcelVite Inc의 상표이며 미국 특허 
번호 제6,596,306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RSPO 인증 친환경 팜유.

Complete Essentials™ 여성용 IsaGenesis® 포함

제공 사이즈: 1 A.M. 팩,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5833IU (117% DV), 
비타민 C (나트륨, 칼슘, 및 마그네슘 아스코르베이트 
및 아스코르브산) 593mg (988% DV), 비타민 D3 (
콜레칼시페롤) 2500IU (625% DV), 비타민 E (혼합 
및 d-알파 토코페롤) 42IU (140% DV), 비타민 K2 (
메나퀴논) 40mcg (50% DV), 티아민 (티아민 HCI) 3.75mg 
(250% DV), 리보플라빈 4.25mg (250% DV), 니아신 (
니아신아미드) 10mg (50% DV), 비타민 B6 (피리독신 
HCI) 5mg (250% DV), 엽산 300mcg (75% DV),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및 메틸코발라민) 27mcg (450% 
DV), 비오틴 250mcg (83% DV), 판토센산 22.5mg (225% 
DV), 칼슘 (탄산염, 수산화인회석, 구연산 및 글루콘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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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mg (45% DV), 요오드 (다시마 및 요오드화 칼륨) 
100mcg (67% DV), 마그네슘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g (25% DV), 아연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7.5mg (50% DV),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50mcg (71% DV),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cg (83% DV),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37.5mcg (50% DV), 붕소 (
구연산염) 500mcg, 바나듐 (아미노산 킬레이트) 2.5mcg

에센셜 포 우먼(Essentials for Women) 독점 블렌드 
107mg—비트 (Beta vulgaris) 즙 분말,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추출물,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타타르산수소콜린, 
알파리포산,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밀크시슬 (실리범 마리아눔) 씨 추출물, 석류 (Punica 
granatum) 열매 추출물, N-아세틸-L-시스테인, 감귤류, 
루틴, 헤스페리딘

CytoActives 컴프렉스 95mg—코엔자임 Q-10 (유비퀴논) 
50mg, 레스베라트롤 ( 마디풀속) 25mg, 토코트리에놀 
(EVNol SupraBio™)* 20mg

시토액티브스(CytoActives) 독점 블렌드 358mg—복합 
리놀산, 아마 (아마씨류) 씨 오일, 적포도 (Vitis vinifera) 
열매 추출물, 알파리포산, 석류 (Punica granatum) 열매 
추출물, 구기자 (구기자류) 열매 추출물, 애쉬와간다 
(Withania somnifera) 뿌리 추출물, 강황 (Curcuma longa) 
뿌리 추출물

IsaOmega 농축물 1020mg—토탈 오메가-3 지방산 
600mg [EPA (에이코시펜타에노산) 300mg, DHA (DHA) 
240mg, 기타 오메가-3 지방산 60mg]

IsaOmega 독점 5 6 9 컴프렉스 110mg—석류 (Punica 
granatum) 씨 오일 (70% omega-5), 달맞이꽃 (달맞이꽃류) 
씨 오일 (9% 오메가-6 GLA), 보리지 (보리지류) 씨 오일 
(15% 오메가-9), 아마 (아마씨류) 씨 오일

C-라이트 독점 블렌드 40mg—퀘르세틴 이수화물, 
감귤류,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IsaGenesis 독점 블렌드 1280mg—밀크시슬 (Silybum 
marianum) 씨 추출물, 아마 (아마씨류) 씨 오일, 
포스파티딜콜린, 강황 (Curcuma longa) 뿌리 추출물,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왕호장근 (마디풀과) 
뿌리 추출물, 삼지구엽초 (Epimedium sagittatum) 허브 탑 
추출물, 석류 (Punica granatum) 열매 추출물, 애쉬와간다 
(Withania somnifera) 뿌리 추출물,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유향 (Boswellia serrata) 고무 수지 추출물, 
블루베리 (Vaccinium angustifolium) 열매 추출물, N-
아세틸-L-시스테인, 월귤 (Vaccinium myrtillus) 열매 
추출물, R-알파리포산, L-글루타치온, 아시아 인삼 (Panax 
ginseng) 뿌리 추출물, 바코파 (Bacopa monnieri) 전체 
추출물, 라즈베리 (Rubus idaeus) 열매 추출물, 카놀라 
레시틴, 하라다 (Terminalia chebula) 열매 추출물, 퀘르세틴 
이수화물, 벨벳 빈 (Mucuna pruriens) 씨 추출물, 마카 
(Lepidium meyenii) 뿌리 추출물, 황련 (Coptis chinensis) 
뿌리 추출물, 실라짓 추출물, 아카시아 가시 미모사 (Acacia 
nilotica) 껍질 추출물, 홍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백차 (C. sinensis) 잎 추출물, 독점 카로테노이드 블렌드 (
루테인, 제아산틴)

제공 사이즈: 1 P.M. 팩,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5833IU (117% DV), 
비타민 C (나트륨, 칼슘, 및 마그네슘 아스코르베이트 및 
아스코르브산) 73mg (122% DV),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2500IU (625% DV), 비타민 E (혼합 및 d-알파 토코페롤) 
42IU (140% DV), 비타민 K2 (메나퀴논) 40mcg (50% DV), 
티아민 (티아민 HCI) 3.75mg (250% DV), 리보플라빈 
4.25mg (250% DV), 니아신 (니아신아미드) 10mg (50% 
DV), 비타민 B6 (피리독신 HCl) 5mg (250% DV), 엽산 
300mcg (75% DV),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및 
메틸코발라민) 27mcg (450% DV), 비오틴 250mcg 
(83% DV), 판토센산 22.5mg (225% DV), 칼슘 (탄산염, 
수산화인회석, 구연산 및 글루콘산염) 450mg (45% DV), 
요오드 (다시마 및 요오드화 칼륨) 100mcg (67% DV), 
마그네슘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g 
(25% DV), 아연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7.5mg (50% DV),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50mcg 
(71% DV),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cg (83% DV),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37.5mcg (50% DV), 붕소 (구연산염) 500mcg, 
바나듐 (아미노산 킬레이트) 2.5mcg

기타 성분—젤라틴, 정제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글리세린(식물성), 전분,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해초 
추출물, 미결정 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모노글리세리드 
오일, 식물성 캡슐,§ 셀룰로오스 검, 나트륨 중탄산염, 
셀룰로오스, 천연 레몬 맛, 마그네슘 스테아르산염 (
식물성), 항산화 컴플렉스(혼합 토코페롤), 로즈마리 오일 
추출물, 해바라기유, 팔미트산아스코빌, 천연 라임 맛, 
천연 카라멜 색소, 해바라기 레시틴, 탄산칼슘, 카르나우바 

왁스, 소르비톨, 천연 색소(리코펜, 카라멜 황설탕), 
팔미트산아스코빌

어류(정어리 및 멸치) 성분 함유.

§A.M. 패킷 전용

EVNol SupraBio™는 ExcelVite Inc의 상표이며 미국 특허 
번호 제6,596,306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RSPO 인증 친환경 팜유.

CytoActives™

제공 사이즈 2 소프트겔,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4000IU (1000% DV), 
비타민 E (d-알파 토코페롤) 14IU (47% DV), 코엔자임 
Q-10 (뉴비데카레논) 100mg, 레스베라톨 (Polygonum 
cuspidatum) 50mg, 토코트리에놀스 (EVNol SupraBio™)§ 
40mg

독점 블렌드 716mg—복합 리놀레산(CLA), 아마 (아마씨류) 
씨 오일, 적포도 (Vitis vinifera) 열매 추출물, 알파리포산, 
석류 (Punica granatum) 열매 추출물, 울프베리 (Lycium 
chinense) 열매 추출물, 애쉬와간다 (Withania somnifera) 
뿌리 추출물, 강황 (Curcuma longa) 뿌리 추출물

기타 성분—젤라틴, 정제수, 글리세린, 모노글리세리드 
오일, 탄산칼슘, 이산화규소, 천연 카라멜 색소, 해바라기 
레시틴

EVNol SupraBio™는 ExcelVite Inc의 상표이며 미국 특허 
번호 제6,596,306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 RSPO 인증 친환경 팜유.

C-Lyte®
제공 사이즈: 1 캡슐,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비타민 C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아스코르베이트 (Isa-C 
Complex™)] 520mg (867% DV)

독점 블렌드 40mg—퀘르세틴 이수화물, 감귤류,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기타 성분—식물성 캡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아이사제닉스 커피—유기농 블렌드

성분—유기농 아라비카 커피, 유기농 코코넛 오일, 해초 
추출 칼슘 및 마그네슘(미량의 미네랄 포함), 유기농 녹차잎 
추출물

아이사제닉스 커피—프리미엄 블렌드

성분—아라비카 커피, 코코넛 오일, 해초 추출 칼슘 및 
마그네슘(미량의 미네랄 포함), 녹차잎 추출물

e+ 사과 석류 맛

제공 사이즈: 1 병 (2 fl oz), 칼로리 35, 총 탄수화물 8g (3% 
DV), 총 당분 4g, 3g 첨가 당분 포함 (6% DV)

독점 블렌드 2118mg—엘루테로 (Eleutherococcus 
senticosus) 뿌리 추출물, 호손 (Crataegus oxyacantha) 
열매 추출물, 화산재 (Sorbus aucuparia) 열매 추출물, 
크램프 바크 (비부르넘 오풀루스) 열매 추출물, 루제아 (
라폰티쿰 카르타모이데스) 뿌리 추출물, 예르바 마테 (llex 
paraguariensis) 잎 추출물,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홍경천 (바위돌꽃류) 뿌리 추출물, 팔손이 (Aralia 
mandshurica) 뿌리 추출물, 감초 (Glycyrrhiza uralensis) 
뿌리 추출물,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씨 추출물, 
차가 버섯 (Inonotus obliquus) 과체 추출물, 스테비아 (
스테비아 레바우디아나) 잎 추출물, D-리보스

기타 성분—물 (역삼투압 여과), 사과즙 농축물, 글리세린, 
천연 향료, 석류즙 농축물, 엽산, 소르브산 칼륨, 구연산 
나트륨

e+ 레몬 라임 맛

제공 사이즈: 1 병 (2 fl oz), 칼로리 35, 총 탄수화물 8g (3% 
DV), 총 당분 4g, 첨가 당 4g 포함 (8% DV)

독점 블렌드 2085mg—엘루테로 (Eleutherococcus 
senticosus) 뿌리 추출물, 호손 (Crataegus oxyacantha) 
열매 추출물, 화산재 (Sorbus aucuparia) 열매 추출물, 
크램프 바크 (비부르넘 오풀루스) 열매 추출물, 루제아 (
라폰티쿰 카르타모이데스) 뿌리 추출물, 예르바 마테 (llex 
paraguariensis) 잎 추출물,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홍경천 (바위돌꽃류) 뿌리 추출물, 팔손이 (Aralia 
mandshurica) 뿌리 추출물, 감초 (Glycyrrhiza uralensis) 
뿌리 추출물,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씨 추출물, 
차가 버섯 (Inonotus obliquus) 과체 추출물, 스테비아 (
스테비아 레바우디아나) 잎 추출물, D-리보스

기타 성분—물 (역삼투압 여과), 사과즙 농축물, 글리세린, 
천연 향료, 라임즙 농축물, 구연산 나트륨, 소르브산 칼륨

e+ 라즈베리 맛

제공 사이즈: 1 병 (2 fl oz), 칼로리 35, 총 탄수화물 8g (3% 
DV), 총 당분 5g, 첨가 당 4g 포함 (8% DV)

독점 블렌드 2085mg—엘루테로 (Eleutherococcus 
senticosus) 뿌리 추출물, 호손 (Crataegus oxyacantha) 

열매 추출물, 화산재 (Sorbus aucuparia) 열매 추출물, 
크램프 바크 (비부르넘 오풀루스) 열매 추출물, 루제아 (
라폰티쿰 카르타모이데스) 뿌리 추출물, 예르바 마테 (llex 
paraguariensis) 잎 추출물,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홍경천 (바위돌꽃류) 뿌리 추출물, 팔손이 (Aralia 
mandshurica) 뿌리 추출물, 감초 (Glycyrrhiza uralensis) 
뿌리 추출물,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씨 추출물, 
차가 버섯 (Inonotus obliquus) 과체 추출물, 스테비아 (
스테비아 레바우디아나) 잎 추출물, D-리보스

기타 성분—물 (역삼투압 여과), 사과즙 농축물, 글리세린, 
라즈베리즙 농축물, 천연 향료, 엽산, 구연산 나트륨, 
소르브산 칼륨

Essentials for Men™

제공 사이즈 2 정, 컨테이너 당 제공량: 60, 비타민 A (
베타 카로틴) 2500IU (50% DV),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및 아스코르브산 나트륨) 60mg (100% DV), 비타민 D3 (
콜레칼시페롤) 500IU (125% DV), 비타민 E (혼합 토코페롤) 
15IU (50% DV), 비타민 K2 (메나퀴논) 40mcg (50% DV), 
티아민 (티아민 HCl) 3.75mg (250% DV), 리보플라빈 4.25mg 
(250% DV), 니아신 (니아시나마이드) 10mg (50% DV), 
비타민 B6 (피리독신 HCl) 5mg (250% DV), 엽산 300mcg 
(75% DV),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7.5mcg (125% 
DV), 비오틴 150mcg (50% DV), 판토텐산 5mg (50% DV), 
칼슘 (탄산염, 수산화인회석, 구연산 및 글루콘산염 400mg 
(40% DV), 요오드 (다시마 및 요오드화 칼륨) 100mcg 
(67% DV), 마그네슘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g (25% DV), 아연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7.5mg (50% DV),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50mcg (71% DV),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cg (83% DV), 몰리브덴 (
아미노산 킬레이트) 37.5mcg (50% DV), 붕소 (구연산염) 
250mcg, 바나듐 (아미노산 킬레이트) 2.5mcg

독점 블렌드 180mg—소팔메토 (Serenoa repens) 
열매 추출물, 베타 시토스테롤, 알파리포산,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콜린 
비타르트레이트, 석류 (Punica granatum) 열매 추출물, 
밀크시슬 (Silybum marianum) 씨 추출물, N-아세틸-L-
시스테인, 감귤류, 루틴, 헤스페리딘

기타 성분—미결정 셀룰로오스, 필름 코팅 (셀룰로오스, 
글리세린, 나트륨 구리 엽록소), 이산화규소, 나트륨 
중탄산염, 셀룰로오스 검,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식물성)

Essentials for Women™

제공 사이즈 2 정, 컨테이너 당 제공량: 60, 비타민 A (
베타 카로틴) 2500IU (50% DV), 비타민 C (칼슘, 마그네슘 
및 아스코르브산 나트륨) 60mg (100% DV), 비타민 D3 (
콜레칼시페롤) 500IU (125% DV), 비타민 E (혼합 토코페롤) 
30IU (100% DV), 비타민 K2 (메나퀴논) 40mcg (50% DV), 
티아민 (티아민 HCl) 3.75mg (250% DV), 리보플라빈 
4.25mg (250% DV), 니아신 (니아시나마이드) 10mg (50% 
DV), 비타민 B6 (피리독신 HCl) 5mg (250% DV), 엽산 
300mcg (75% DV),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15mcg 
(250% DV), 비오틴 250mcg (83% DV), 판토텐산 22.5mg 
(225% DV), 칼슘 (탄산염, 수산화인회석, 구연산 및 
글루콘산염) 450mg (45% DV), 요오드 (다시마 및 요오드화 
칼륨) 100mcg (67% DV), 마그네슘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g (25% DV), 아연 (옥사이드, 
구연산 및 아미노산 킬레이트) 7.5mg (50% DV),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50mcg (71% DV),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100mcg (83% DV),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37.5mcg (50% DV), 붕소 (
구연산염) 500mcg, 바나듐 (아미노산 킬레이트) 2.5mcg

독점 블렌드 107mg—비트 (Beta vulgaris) 즙 분말,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추출물,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타타르산수소콜린, 알파리포산,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밀크시슬 (Silybum marianum) 씨 
추출물, 석류 (Punica granatum) 열매 씨 추출물, N-
아세틸-L-시스테인, 감귤류, 루틴, 헤스페리딘

기타 성분—미결정 셀룰로오스, 이산화규소, 셀룰로오스 검, 
나트륨 중탄산염, 셀룰로오스, 마그네슘 스테아르산염 (
식물성), 글리세린, 카르나우바 왁스

FiberPro™

제공 사이즈 1 스쿱 (6g),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칼로리 20, 총 탄수화물 6g (2% DV), 당분 0g, 섬유질 
5g (20% DV), 나트륨 20mg (1% DV)

Prebisol Multi-Fiber Complex™ 5963mg—소화 저항성 
말토덱스트린, 아라비노갈락탄 (arix occidentalis), 구아 
검, 이눌린, 감귤류, 사과 펙틴, 비트 (Beta vulgaris) 뿌리 
섬유질, 예루살렘 아티초크 (Helianthus tuberosus) 분말

Active6 Complex™ 5.4mg—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L. 카제이, L. 람노서스, L. 플란타륨, 비피도박테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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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베, B. 롱검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10mg

기타 성분—말토덱스트린

Fiber Snacks™—허니 아몬드 크리스피

제공 사이즈: 1 바 (35g), 칼로리 140, 지방에서 얻는 
칼로리 45, 총 지방 5g (8% DV), 포화 지방 0.5g (3% DV), 
콜레스테롤 10mg (3% DV), 나트륨 130mg (5% DV), 칼륨 
100mg (3% DV), 총 탄수화물 20g (7% DV), 식이 섬유 
6g (24% DV), 불용성 섬유 2g, 당분 5g, 당분 알코올 3g, 
단백질 7g (14% DV), 칼슘 (10% DV), 철분 (2% DV)

성분—아몬드, 이눌린, 현미 시럽, 건조 사탕수수 시럽, 순수 
유청 단백질, 글리세린, 옥수수겨, 아마씨, 말티롤 시럽, 
물, 쌀가루, 폴리덱스트로스, 고올레산 다량 포함 홍화유, 
타피오카 전분, 소금, 자운영 뿌리 분말, 말토덱스트린, 
탄산칼슘, 고지 열매 추출물, 아카이 열매 추출물, 천연향, 
무지방 우유, 분류된 팜유,§ 버터(크림, 소금), 쌀겨, 꿀, 콩 
레티신, 브로콜리 분말, 양배추 분말, 당근 분말, 시금치 
분말, 토마토 분말, 맛을 유지하기 위해 토코페롤이 
함유되었습니다., 구연산 나트륨, 카라지난, 해바라기유, 
이산화규소

유제품, 견과류(아몬드) 및 콩 함유. 계란, 땅콩, 견과류 및 
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 RSPO 인증 친환경 팜유.

Fiber Snacks™—땅콩 초콜릿 츄

제공 사이즈: 1 바 (35g), 칼로리 150, 지방에서 얻는 
칼로리. 60, 총 지방 6g (9% DV), 포화 지방 1.5g (8% DV), 
콜레스테롤 <5mg (1% DV), 나트륨 95mg (4% DV), 칼륨 
110mg (3% DV), 총 탄수화물 19g (6% DV), 식이 섬유 
6g (24% DV), 불용성 섬유 2g, 당분 6g, 당분 알코올 1g, 
단백질 6g (12% DV), 칼슘 (6% DV), 철분 (2% DV)

성분—땅콩, 이눌린, 유청 단백질 칩 (순수 유청 단백질, 
유청 단백질 농축물, 타피오카 전분, 탄산칼슘, 콩 레시틴), 
현미 시럽, 과당, 땅콩 버터(땅콩), 라이스 칩 (쌀, 밀가루, 
쌀겨, 꿀, 탄산칼슘), 글리세린, 초콜릿 맛 코팅(당, 분류된 
팜유,§ 코코아, 유청, 무지방 우유, 콩 레티신, 천연향), 
물, 옥수수겨, 아마씨, 부분 탈지 땅콩가루, 고올레산 
다량 포함 홍화유, 자운영 뿌리 분말, 말토덱스트린, 
소금, 고지 열매 추출물, 아카이 열매 추출물, 천연맛 (
땅콩 오일 포함), 브로콜리 분말, 양배추 분말, 당근 분말, 
시금치 분말, 토마토 분말, 맛을 유지하기 위해 토코페롤이 
함유되었습니다., 해바라기유, 이산화규소

유제품, 땅콩 및 콩 성분 함유. 계란, 견과류 및 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 RSPO 인증 친환경 팜유.

Harvest Thins™ 식물 기반—타이 스위트 칠리

제공 사이즈: 1팩 (24g),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10, 칼로리 10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25, 총 지방 2.5g  
(4% DV), 포화 지방 0g (0% DV), 트랜스 지방 0g, 
나트륨 370mg (15% DV), 칼륨 50 mg (1% DV), 
총 탄수화물 8g (3% DV), 당분 2g, 단백질 11g  
(22% DV), 비타민 A (0%), 비타민 C (0%), 칼슘 (6%), 
철분 (15% DV) 

성분: 완두콩 단백질 칩 (순수 콩 단백질, 감자 가루, 감자 
전분, 소금, 탄산칼슘), 타이 스위트 칠리 시즈닝 블렌드 
(자당, 소금, 효모추출물, 말토덱스트린, 건조 양파, 건조 
마늘, 건조 토마토, 할라페뇨 고추 가루, 해바라기유, 
향신료, 파슬리, 구연산, 향신료 추출물, 파프리카 추출물, 
천연향), 해바라기유

Heart Shake Booster

제공 사이즈 1 스쿱 (4g),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56, 칼로리 5, 총 탄수화물 3g (1% DV), 식이 
섬유 3g (12%), 식물성 스테롤/스탄올 650 mg (¶ DV), 
판테테인 (Pantesin®) 100mg (¶ DV), 독점 블렌드 408 mg  
(¶ DV): 블랙베리 (Rubus fruticosus) 열매 분말, 감귤류,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올리브 (Olea europaea) 
잎 추출물, 토마토 (Lycopersicon esculentum) 열매 
분말, 적포도 (Vitis vinifera) 열매 추출물, 로즈마리 
(Rosmarinus officinalis) 잎 추출물, 아티초크 (Cynara 
scolymus) 잎 추출물, 마늘 (Allium sativum) 뿌리 추출물.  
¶ Daily Value not established.

기타 성분: 소화 저항성 말토덱스트린, 이산화규소.

Pantesin®은 Kyowa Pharma Chemical Co.의 
등록상표입니다., Ltd. 

Immune Shake Booster

제공 사이즈: 1 스쿱 (5g),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28, 칼로리 10, 총 탄수화물 4g (1% DV), 식이 섬유 
3g (12%), 효모 베타글루칸 (Saccharomyces cerevisiae 
추출) (Wellmune®) 250mg (¶ DV), 독점 블렌드 2000 mg 
(¶ DV): 잎새버섯 (Grifola frondosa) 균사체, 영지버섯 

(Ganoderma lucidum) 과체, 복령 (Wolfiporia extensa) 
균사체. ¶ 하루 권장량 정해지지 않음.

기타 성분: 소화 저항성 말토덱스트린, 이산화규소.

Wellmune® 은 Kerry Group의 등록상표입니다.

Ionix® Supreme—천연 과일 맛 액체

제공 사이즈: 1 fl oz (29.57mL),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2, 칼로리 20, 총 탄수화물 5g (2% DV), 당분 
4g, 비타민 B1 (티아민) 3mg (200% DV), 비타민 B2 (
리보플라빈) 4mg (235% DV), 니아신 (니아시나마이드) 
13mg (65% DV), 비타민 B6 (피리독신 HCI) 6mg (300% 
DV),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120mcg (2000% DV), 
아연 (산화 아연) 5mg (33% DV) 

독점 블렌드 691mg—울프베리 (Lycium barbarum) 열매 
추출물,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히비스커스 (Hibiscus sabdariffa) 꽃 추출물, 수박 (
시트룰루스 라나투스) 즙 추출물, 키위 (Actinidia deliciosa) 
즙 분말, 홍경천 (바위돌꽃류) 뿌리 추출물, 무쿠나 
프루리엔스 뿌리 추출물, 애쉬와간다 (Withania somnifera) 
뿌리 추출물, 블루베리 (Vaccinium angustifolium) 
열매 추출물, 바코파 (Bacopa monnieri) 전체 추출물, 
하라다 (Terminalia chebula) 열매 추출물, 가시오갈피 (
가시오갈피류) 뿌리 추출물, 암라 (Emblica officinalis) 
열매 추출물, 진달래 (Rhododendron chrysanthum) 
잎 추출물, 트리부루스 (Tribulus terrestris) 열매 추출물, 
실라짓 추출물, 베타인 염산염, 메틸술포닐메탄,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열매 추출물, 대나무 (Bambusa 
vulgaris) 줄기 및 잎 추출물, 마카 (Lepidium meyenii) 뿌리 
추출물, 생강 (Zingiber officinale) 뿌리 추출물, 알파리포산

기타 성분—물 (역삼투압 여과), 당밀 분말, 사과 (Malus 
domestica) 즙 분말, 천연 향료, 염화나트륨, 인산염,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소르브산 칼륨, 
엽산, 구연산

Ionix® Supreme—천연 열매 맛 분말

제공 사이즈: 1 봉 (7.5g),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칼로리 25, 총 탄수화물 6g (2% DV), 당분 5g, 비타민 
B1 (티아민) 3mg (200% DV),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4mg 
(235% DV), 니아신 (니아시나마이드) 13mg (65% DV), 
비타민 B6 (피리독신 HCI) 6mg (300% DV), 엽산 300mcg 
(75% DV),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120mcg (2000% 
DV), 아연 (산화 아연) 5mg (33% DV) 

독점 블렌드 715mg—울프베리 (Lycium barbarum) 
열매 추출물,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히비스커스 (Hibiscus sabdariffa) 꽃 추출물, 
수박 (시트룰루스 라나투스) 즙 추출물, 키위 (액티니디아 
델리시오사) 즙 분말, 홍경천 (바위돌꽃류) 뿌리 
추출물, 무쿠나 프루리엔스 뿌리 추출물, 애쉬와간다 
(Withania somnifera) 뿌리 추출물, 블루베리 (Vaccinium 
angustifolium) 열매 추출물, 바코파 (Bacopa monnieri) 
전체 추출물, 하라다 (Terminalia chebula) 열매 추출물, 
가시오갈피 (가시오갈피류) 뿌리 추출물, 암라 (Emblica 
officinalis) 열매 추출물,  진달래 (Rhododendron 
chrysanthum) 잎 추출물, 알파리포산, 트리부루스 
(Tribulus terrestris) 열매 추출물, 실라짓 추출물, 베타인 
염산염, 메틸술포닐메탄 (MSM),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열매 추출물,  대나무 (Bambusa vulgaris) 줄기 
및 잎 추출물, 마카 (Lepidium meyenii) 뿌리 추출물, 생강 
(Zingiber officinale) 뿌리 추출물 

기타 성분—당밀 분말, 사과즙 분말, 천연 향료, 이산화규소, 
염화나트륨, 엽산,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IsaDelight®—다크 초콜릿

제공 사이즈: 3개 (34.2g),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10, 칼로리 17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110, 총 
지방 12g (18% DV), 포화 지방 7g (35% DV), 트랜스 지방 
0g, 나트륨 5mg (0% DV), 총 탄수화물 15g (5% DV), 식이 
섬유 3g (12%), 당분 9g, 단백질 4g (8% DV), 칼슘 (8% 
DV), 철분 (15%)

성분—다크 초콜릿 [초콜릿 리큐르 (비알코올), 당분, 
코코아 버터, 콩 레시틴 (유화제), 및 바닐라], IsaDelight® 
아미노 컴플렉스 (DL-페닐알라닌, 감마-아미노부틸릭 
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글리신, 인산 삼칼슘, 이눌린, 
타우린, 니아신아미드, 녹차 추출물, 이노시톨, 레시틴, 
피리독신 HCl, 콜레칼시페롤, 엽산, 비타민 B12)

콩(레시틴) 포함. 유제품 포함될 수 있음. 견과류, 땅콩 및 
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IsaDelight®—민트 맛의 다크 초콜릿

제공 사이즈: 3개 (34.2g),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10, 칼로리 17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110, 총 
지방 12g (18% DV), 포화 지방 7g (35% DV), 트랜스 지방 
0g, 나트륨 5mg (0% DV), 총 탄수화물 15g (5% DV), 식이 
섬유 3g (12%), 당분 9g, 단백질 4g (8% DV), 칼슘 (8% 
DV), 철분 (15% DV)

성분—다크 초콜릿 [초콜릿 리큐르 (비알코올), 당분, 
코코아 버터, 콩 레시틴 (유화제), 바닐라], IsaDelight® 
아미노 컴플렉스 (DL-페닐알라닌, 감마-아미노부틸릭 
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글리신, 인산 삼칼슘, 이눌린, 
타우린, 니아신아미드, 녹차 추출물, 이노시톨, 레시틴, 
피리독신 HCl, 콜레칼시페롤, 엽산, 비타민 B12), 천연 
페퍼민트 맛

콩(레시틴) 포함. 유제품 포함될 수 있음. 견과류, 땅콩 및 
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IsaDelight®—밀크 초콜릿

제공 사이즈: 3개 (34.2g),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10, 칼로리 17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100, 총 
지방 11g (17% DV), 포화 지방 6g (30% DV), 트랜스 지방 
0g, 콜레스테롤 5mg (2% DV), 나트륨 30mg (1% DV), 총 
탄수화물 17g (6% DV), 식이 섬유 1g (4% DV), 당분 16g, 
단백질 4g (8% DV), 비타민 A (2% VD), 칼슘 (15% DV), 
철분 (2% DV)

성분—밀크 초콜릿 [당분, 우유, 코코아 버터, 초콜릿 리큐르
(비알코올), 콩 레시틴 (유화제), 및 바닐라], IsaDelight® 
아미노 컴플렉스 (DL-페닐알라닌, 감마-아미노부틸릭 
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글리신, 인산 삼칼슘, 이눌린, 
타우린, 니아신아미드, 녹차 추출물, 이노시톨, 레시틴, 
피리독신 HCl, 콜레칼시페롤, 엽산, 비타민 B12)

유제품 및 콩 (레시틴) 추출물 포함 견과류,  땅콩 및 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IsaDelight®—바다 소금 및 카라멜 맛이 있는 밀크 초콜릿

제공 사이즈: 3개 (34.2g),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10, 칼로리 17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100, 총 
지방 11g (17% DV), 포화 지방 7g (35% DV), 트랜스 지방 
0g, 콜레스테롤 5mg (2% DV), 나트륨 115mg (5% DV), 총 
탄수화물 17g (6% DV), 식이 섬유 1g (4% DV), 당분 15g, 
단백질 4g (8% DV), 비타민 A (2% VD), 칼슘 (15% DV), 
철분 (2% DV)

성분—밀크 초콜릿 [당분, 우유, 코코아 버터, 초콜릿 
리큐르(비알코올), 콩 레시틴 (유화제), 바닐라], IsaDelight® 
아미노 컴플렉스 (DL-페닐알라닌, 감마-아미노부틸릭 
산,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글리신, 인산 삼칼슘, 이눌린, 
타우린, 니아신아미드, 녹차 추출물, 이노시톨, 레시틴, 
피리독신 HCl, 콜레칼시페롤, 엽산, 비타민 B12), 천연 
카라멜 향, 바다 소금

유제품 및 콩 (레시틴) 추출물 포함 견과류, 땅콩 및 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IsaDermix®—리프레싱 바디 워시

성분—물 / eau (aqua), 황산 나트륨, 아크릴레이트 
공중합체, 인증된 유기농 알로에 베라 (Aloe barbadensis) 
잎 즙 / jus de feuille d’Aloe vera certifié biologique, 
코카미도프로필 베타인, 코코암포디아세테이트 디나트륨, 
폴리소르베이트 20, 자몽 (Citrus grandis) 껍질 오일 / 
huile d’écorce de pamplemousse, 귤 (Citrus reticulata) 
껍질 오일 / huile d’écorce de tangerine, 글리세린, 석류 
(Punica granatum) 추출물 / extrait de grenade,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 extrait de feuilles de 
thé vert, 귀리 (Avena sativa) 낱알 추출물 / extrait de 
grain d’avoine,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 extrait de 
pépins de raisins, 아미노메틸 프로판올, 디소듐 EDTA, 
벤조산 나트륨, 페녹시에탄올

IsaDermix®—울트라 하이드레이팅 핸드 앤 바디 크림

성분—물 / eau, 알로에 베라 잎 즙/ jus de feuille d’aloès 
(Aloe barbadensis), 세테아릴 알코올, 세테아레스-20, 
카프릴릭 / 카프릭 트리글리세리드, 글리세린, 디메티콘, 
시클로펜타실록산, 스테아릴 알코올, 시어 버터 / beurre 
de karité (Butyrospermum parkii), 폴리소르베이트 
60, 소르비탄 스테아레이트, 스위트 아몬드 오일 / 
huile d’amande douce (Prunus amygdalus dulcis), 
해바라기씨유 / huile de graine de tournesol 
(Helianthus annuus), 자몽 껍질 오일 / huile d’écorce 
de pamplemousse (Citrus grandis), 귤 껍질 오일 / huile 
d’écorce de tangerine (Citrus reticulata), 석류 추출물 / 
extrait de grenade (Punica granatum), 녹차 잎 추출물 
/ extrait de feuilles de thé vert (Camellia sinensis), 
귀리 낱알 추출물 / extrait de grain d’avoine (Avena 
sativa), 포도 씨 추출물 / extrait de pépins de raisin 
(Vitis vinifera), 오이 열매 추출물 / extrait de concombre 
(오이류), 칼렌듈라 꽃 추출물 / extrait de souci des 
jardins (alendula officinalis), 토코페릴 아세테이트, 
수산화 나트륨, 리날룰, 리모넨, 아크릴레이트 / C10-30 
알킬 아크릴레이트 교차 중합체, 알란토인, 판테놀, 디소듐 
EDTA, 소르브산 칼륨, 벤조산 나트륨, 페녹시에탄올

IsaFlush®
제공 사이즈 1 캡슐,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60,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200mg (50% 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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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블렌드 100mg—벤토나이트, 우슬초 (Hyssopus 
officinalis) 허브 탑 추출물, 페퍼민트 (Mentha piperita) 잎 
추출물

기타 성분—말토덱스트린, 식물성 캡슐, 구연산, 
이산화규소, 마그네슘 스테아르산염 (식물성)

IsaGenesis®
제공 사이즈: 2 소프트겔,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60,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3333IU (67%), 비타민 
C (코빅 에시드) 13mg (22%), 비타민 E (d-알파 토코페릴) 
5IU (17%), 비타민 B12 (사이아노코발라민, 메틸코발라민) 
12mg (200%)

독점 블렌드 1280mg—밀크시슬 (Silybum marianum)
씨 추출물, 아마 (아마씨류) 씨 오일, 포스파티딜콜린, 
강황 (Curcuma longa) 뿌리 추출물,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왕호장근 (마디풀과) 뿌리 추출물, 
삼지구엽초 (Epimedium sagittatum) 허브 탑 추출물, 석류 
(Punica granatum) 열매 추출물, 애쉬와간다 (Withania 
somnifera) 뿌리 추출물,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유향 (Boswellia serrata) 고무 수지 추출물, 블루베리 
(Vaccinium angustifolium) 열매 추출물, N-아세틸-L-
시스테인, 월귤 (Vaccinium myrtillus) 열매 추출물, R-
알파리포산, L-글루타치온, 아시아 인삼 (Panax ginseng) 
뿌리 추출물, 바코파 (Bacopa monnieri) 전체 추출물, 
라즈베리 (Rubus idaeus) 열매 추출물, 카놀라 레시틴, 
하라다 (Terminalia chebula) 열매 추출물, 퀘르세틴 
이수화물, 벨벳 빈 (Mucuna pruriens) 씨 추출물, 마카 
(Lepidium meyenii) 뿌리 추출물, 황련 (Coptis chinensis) 
뿌리 추출물, 실라짓 추출물, 아카시아 가시 미모사 (Acacia 
nilotica) 껍질 추출물, 홍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백차 (C. sinensis) 잎 추출물, 독점 카로테노이드 블렌드 (
루테인, 제아산틴)

기타 성분—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전분,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해초 추출물, 글리세린 (식물성), 정제수, 
소르비톨, 이산화규소, 천연 색소(리코펜, 카라멜 황설탕)

Isagenix Coconut Application Oil

성분—분류 코코넛(Cocos nucifera)† 오일

†100% 순수

Isagenix Essential Oils—유칼립투스

성분—유칼립투스 (Eucalyptus globulus)† 잎 오일

†100% 순수 에센셜 오일

Isagenix Essential Oils—프란킨센스(유향)

제공 사이즈: 1방울, 컨테이너 당 제공량: 약 400회, 1회분 
양: 프란킨센스(유향) (Boswellia carteri)† 검 오일 30mg

†100% 순수 에센셜 오일

Isagenix Essential Oils—라벤더

제공 사이즈: 1방울, 컨테이너 당 제공량: 약 400회, 1회분 
양: 라벤더 (Lavandula angustifolia)† 꽃잎 탑 오일 30mg

†100% 순수 에센셜 오일

Isagenix Essential Oils—레몬

제공 사이즈: 1방울, 컨테이너 당 제공량: 약 400회, 1회분 
양: 레몬 (Citrus limon)† 껍질 오일 30mg

†100% 순수 에센셜 오일

Isagenix Essential Oils—페퍼민트

제공 사이즈: 1방울, 컨테이너 당 제공량: 약 400회, 1회분 
양: 페퍼민트 (Mentha piperita)† 잎 오일 30mg

†100% 순수 에센셜 오일

Isagenix Essential Oils—티트리

성분—티트리 (Melaleuca alternifolia)† 잎 오일

†100% 순수 에센셜 오일

Isagenix Essential Oils 블렌드—Airway™

성분—유칼립투스 (Eucalyptus globulus)† 잎 오일, 레몬 
유칼립투스 (Corymbia citriodora)† 잎 오일, 레몬그라스 
(Cymbopogon citratuc)† 잎 오일, 페퍼민트 (Mentha 
piperita)† 잎 오일, 티트리 (Melaleuca alternifolia)† 
잎 오일, 자몽 (Citrus paradisi)† 껍질 오일, 로즈마리 
(Rosmarinus officinalis)† 에어리얼 오일, 타임 (Thymus 
vulgaris)† 에어리얼 오일

†100% 순수 에센셜 오일

Isagenix Essential Oils 블렌드—Content™

제공 사이즈 1방울, 컨테이너 당 제공량: 약 400회, 1
회분 양: 독점 Content 오일 블렌드 [Copaiba (Copaifera 
officinalis)† 검 오일, 오렌지 (Citrus sinensis)† 껍질 
오일, 자몽 (Citrus paradisi)† 껍질 오일, 베르가못 (Citrus 
bergamia)† 껍질 오일, 유칼립튜스 (Eucalyptus globulus)† 
leaf oil, 두송 (Juniperus communis)† 열매(주니퍼 베리) 

오일, 필리핀오렌지(만다린) (Citrus reticulata)† 껍질 오일, 
레몬그라스 (Cymbopogon citratus)† 잎 오일, 시트로넬라 
(Cymbopogon nardus)† 잎 오일, 시나몬 (Cinnamomum 
zeylanicum)† 껍질 오일] 30mg

†100% 순수 에센셜 오일

Isagenix Essential Oils 블렌드—DefenseShield™

제공 사이즈 1방울, 컨테이너 당 제공량: 약 400회, 1
회분 양: 독점 DefenseShield 오일 블렌드 [Lemon 
(Citrus limon)† 껍질 오일, 오렌지 (Citrus sinensis)† 
껍질 오일, 프란킨센스(유향) (Boswellia carteri)† 검 
오일, 유칼립투스 (Eucalyptus globulus)† 잎 오일, 
로즈마리 (Rosmarinus officinalis)† 에어리얼 오일, 클로브 
(Syzygium aromaticum)† 싹 오일, 시나몬 (Cinnamomum 
zeylanicum)† 껍질 오일] 30mg

†100% 순수 에센셜 오일

Isagenix Essential Oils 블렌드—TumBliss™

제공 사이즈 1방울, 컨테이너 당 제공량: 약 400회, 1회분 
양: 독점 TumBliss 오일 블렌드 [Dill (Anthum graveolens)† 
허브 오일, 스피어민트 (Mentha spicata)† 잎 오일, 페퍼민트 
(Mentha piperita)† 잎 오일, 레몬(Citrus limon)† 껍질 오일, 
당근 (Daucus carota)† 씨 오일, 소두구(카다멈) (Elettaria 
cardamomum)† 씨 오일, 레몬그라스 (Cymbopogon 
citratus)† 잎 오일, 생강 (Zingiber officinale)† 뿌리 오일] 
30mg

†100% 순수 에센셜 오일

Isagenix Fruits

제공 사이즈: 1 봉 (9g),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칼로리 25, 총 지방량 0g  (0% DV), 포화 지방 0g (0% 
DV), 트랜스 지방 0g, 총 탄수화물  5g (2% DV), 식이 섬유 
1g (4% DV), 당류 1g, 단백질 0g (0% DV)

독점 블렌드 7242mg—과채분말 블렌드[오렌지 (Citrus 
sinensis), 토마토 (Lycopersicon esculentum), 붉은 
라즈베리 (Rubus idaeus), 사과 (Malus pumila), 블러드 
오렌지 (Citrus sinensis), 스위트 체리 (Prunus avium), 
크랜베리 (Vaccinium macrocarpon), 망고 (Mangifera 
indica), 망고스틴 (Garcinia mangostana), 파파야 (Carica 
papaya), 복숭아 (Prunus persica), 배 (Pyrus communis), 
울프베리 (Lycium barbarum), 수박 (Citrullus lanatus), 귤 
(Citrus reticulata), 석류 (Punica granatum), 말린 자두 
(Prunus domestica), 살구 (Prunus armeniaca), 넥타린 
(Prunus persica), 노니 (Morinda citrifolia), 패션프루츠 
(Passiflora edulis), 파인애플 (Ananas comosus), 자두 
(Prunus domestica), 적포도 (Vitis vinifera), 블랙베리 
(Rubus fruticosus), 블루베리 (Vaccinium angustifolium), 
구아바 (Psidium guajava), 키위 (Actinidia deliciosa), 
스타프룻 (Averrhoa carambola), 레드 커런트 (Ribes 
rubrum), 월귤 (Vaccinium myrtillus), 칸탈루프 (Cucumis 
melo)], 비트 (Beta vulgaris) 즙 분말, 당근 (Daucus 
carota) 뿌리 분말, 사과 팩틴 (Malus pumila), 가시오갈피 
(Eleutherococcus senticosus) 뿌리 분말,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아스타잔틴 (Haematococcus 
pluvialis)

기타 성분—천연 향료, 자일리톨, 구연산, 구아검, 크산탄 검

Isagenix Greens™

제공 사이즈: 1 봉 (10g), 30 컨테이너 당제공량, 30  칼로리,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 총 지방량 0.5g (1% DV), 포화 
지방 0g (0% DV), 트랜스 지방 0g, 총 탄수화물 5g (2% 
DV), 식이 섬유 3g (12%), 당분 1g, 단백질 1g (2% DV)

독점 블렌드 8467mg—쌀겨 (Oryza sativa), 이눌린 
(Cichorium intybus), 파인애플 (Ananas comosus)  주스 
분말, 알팔파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스피룰리나 
(Arthrospira platensis) 해조 분말, 당근 (Daucus carota) 
뿌리 분말, 대나무 (Bambusa vulgaris) 줄기와 잎 추출물, 
파파야 (Carica papaya) 열매 분말, 클로렐라 (Chlorella 
regularis) 해조 분말, 파슬리 (Petroselinum crispum) 
잎 분말, 월귤 (Vaccinium myrtillus) 열매 분말, 민들레 
(Taraxacum officinale) 뿌리 추출물, 은행나무 (Ginkgo 
biloba) 잎 추출물, 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자운영 (Astragalus membranaceus) 뿌리 추출물,  밀크시슬 
(Silybum marianum) 씨 추출물, 시나몬 (Cinnamomum 
zeylanicum) 껍질 분말, 방울양배추 (Brassica oleracea)
분말,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알파리포산, 포도 (Vitis vinifera) 
씨 추출물, 꽃가루 분말, 치아 (Salvia hispanica)씨드 
분말, 비트 (Beta vulgaris) 즙 분말, 순무 (Brassica rapa)
뿌리 분말, 토마토 (Lycopersicon esculentum) 열매 분말, 
레드 클로버 (Trifolium pratense) 에어리얼 분말, 고수 
(Coriandrum sativum) 잎 분말, 덜스 (Palmaria palmata) 
잎 분말, 가시오갈피 (Eleutherococcus senticosus) 뿌리 
분말, 표고버섯 (Lentinus edodes) 에어리얼 추출물, 
잎새버섯 (Grifola frondosa) 에어리얼 추출물, 동충하초 

(Cordyceps sinensis) 버섯 추출물, 코엔자임 Q10 (
유비퀴논), 브로콜리 (Brassica oleracea italica) 에어리얼 
분말, 케일 (B. oleracea acephala) 잎 분말, 아스타잔틴 
(Haematococcus pluvialis)

기타 성분—천연 향료, 자일리톨, 구아 검

Isagenix Joint Support™

제공 사이즈 3 정,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마그네슘 (as glycinate) 27mg (6%DV), 징크(as citrate) 
1mg (6% DV),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독점 블렌드 2203mg—글로코사민 설페이트 포타슘, 
콘드로이틴설페이트, 젤라틴, 콜라겐 타입 II, 세틸 
미리스톨리에이트, 홍조류(Lithothamnion calcareum), 
식이유황 (MSM), 강황 (Curcuma longa) 뿌리, 홀리 
바질 (Ocimum sanctum) 잎 추출물, 브로멜린,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열매 추출물, 생강 (Zingiber 
officinale) 뿌리 추출물, 유향 [(Boswellia serrata) 고무 
수지 추출물 (65% boswellic acids)], 세라펩타제, 붕소 
아미노산 킬레이트

기타 성분—미결정 셀룰로오스, 나트륨 중탄산염, 
이산화규소,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하이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  
하이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천연 카라멜 색소, 글리세린

Isagenix Multi-Enzyme Complex™

제공 사이즈 1 캡슐,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Multi-Enzyme Complex 185mg—Protogenix™*, 
Carbogenix™*, Legugenix™*, Lipagenix™ (리파아제), 
Lactagenix™ (락타아제), Cellugenix™ (피타아제), 아밀로 
글루코시다제, Ionic Alfalfa™ 

기타 성분—말토덱스트린, 식물성 캡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보호 특허 번호 5,387,422, 5,817,350, 5,436,003.

Isagenix Pain Relief Cream™

Isagenix Snacks™—프렌치 바닐라

제공 사이즈 2 츄어블 웨이퍼 (7g),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30 칼로리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0, 총 
지방량 0g (0% DV), 콜레스테롤 5mg (2% DV), 나트륨 
25mg (1% DV), 칼륨 40mg (1% DV), 총 탄수화물 4g (1% 
DV), 당류 3g, 단백질 2g (4% DV),크롬 (20% DV) 

성분—과당, 저온살균 무지방 우유, 농축훼이단백 (비변성), 
칼슘 카제인 (비변성), 천연 향료, 레시틴, 이산화규소,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타타르산수소콜린, 베타인 HCI, L-
메티오닌,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유제품과 콩(레시틴) 함유

Isagenix Snacks™—내추럴 초콜릿

제공 사이즈 2 츄어블 웨이퍼 (7g),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30 칼로리,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 총 
지방량 0.5g (1% DV), 콜레스테롤 5mg (2% DV), 나트륨 
25mg (1% DV), 칼륨 40mg (1% DV), 총 탄수화물 4g (1% 
DV), 당류 3g, 단백질 2g (4% DV), 크롬 (20% DV) 

성분—과당, 저온살균 무지방 우유, 천연 맛, 농축훼이단백 
(비변성), 칼슘 카제인 (비변성), 레시틴, 코코아 분말, 
스테아르산, 이산화규소,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Ionic Alfalfa™(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L-
메티오닌, 타타르산수소콜린, 베타인 HCI,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유제품과 콩(레시틴) 함유

Isagenix Snacks™ (유제품 프리)—네추럴 와일드 베리

제공 사이즈: 바삭한 웨이퍼 2개 (7.1g), Serving Size:
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칼로리 3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10, 총 지방량 1g (2% DV), 콜레스테롤 0mg (0% 
DV), 나트륨 10mg (<1% DV), 칼륨 35mg (1% DV), 총 
탄수화물 4g (1% DV), 식이 섬유 1g (4% DV), 당류 2g, 
단백질 1g (2% DV) 

성분—홀그레인 라이스 밀크 분말, 코코넛팜 슈가, 콩 
단백질 농축물, 대마 단백질 농축물,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유 분말, 사과 (Malus domestica) 농축 분말, 
해바라기 레시틴, 믹스드 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열매 분말,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이소말토올리고당 분말, 바나나 (Musa paradisiaca) 열매 
분말, 치아 (Salvia hispanica)씨드 분말, 스테아르산, 
이산화규소, 블랙베리 (Rubus spp.) 열매 분말, 블루베리 
(Vaccinium corymbosum) 열매 분말, 올리브 (Olea 
europaea) 유 분말, 모렐로 체리 (Prunus cerasus) 열매 
분말, 구연산, 패션후루츠 (Passiflora edulis) 분말, 복숭아 
(Prunus persica) 열매 분말, 파인애플 (Ananas comosus) 
열매 분말, 라즈베리 (딸기류) 열매 분말, 과채 분말 (사과, 
당근, 비트), 천연 베리 맛, 로닉 알파파™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이눌린, 토마토 (Lycopers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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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ulentum)  과육 분말, 수박 (Citrullus lanatus) 열매 분말

IsaKids® Essentials

제공 사이즈: 츄어블 2 정, 컨테이너 당 제공량: 60, 비타민 
A (토코페릴 및 베타카로틴)2500IU (50%), 비타민 C (
아스코르브산) 40mg (67% DV), 비타민 D (콜레칼시페롤) 
200IU (50% DV), 비타민 E (d-알파 토코페릴) 10IU 
(33% DV), 티아민 (모노니트레이트) 0.75mg (50% DV), 
리보폴라빈 0.85mg (50% DV), 니아신 (니아신아미드) 
10mg (50% DV), 비타민 B6 (피리독신 HCI) 1mg (50% 
DV), 폴릭에시드 200mcg (50% DV), 비타민 B12 (
사이아노코발라민) 3mcg (50% DV), 비오틴 150mcg (50% 
DV), 판토텐산 (판토텐산 칼슘) 5mg (50% DV), 칼슘 (
탄산칼슘) 20mg (2%), 요오드 (다시마) 75mcg (50% DV),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 19mg (5%), 징크 (옥사이드 
아미노산 킬레이트) 7.5mg(50% DV), 구리 (옥사이드 
아미노산 킬레이트) 1mg (50% DV), 망간 (글루콘산염) 
1mg (50% DV)

독점 블렌드 23mg—과채 블렌드 [크랜베리 (Vaccinium 
macrocarpon), 오렌지 (Citrus sinensis), 브로콜리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콜리플라워 (B. oleracea 
var. botrytis), 양배추 (B. oleracea var. capitata), 당근 
(Daucus carota), 시금치 (Spinacia oleracea), 토마토 
(Lycopersicon esculentum)], Ionic Alfalfa™(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로즈힙

기타 성분—소르비톨, 자일리톨, 천연 향료, 스테아르산, 
이산화규소, 올리고프룩토스, 마그네슘 스테아르산염 (
식물성), 과당, 천연 오렌지 색소

IsaLean™ Bar (유제품 미함유)—초콜릿 베리 블리스

제공 사이즈: 1개 (64g), 칼로리 25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70, 총 지방량 8g (12% DV), 포화 지방 3.5g (18% 
DV), 트랜스 지방 0g, 다불포화지방 1g, 불포화지방 2.5g, 
콜레스테롤 0mg (0% DV), 나트륨 140mg (6% DV), 칼륨 
65mg (2%), 총 탄수화물 29g (10% DV), 식이 섬유 8g 
(32% DV), 당류 12g, 단백질 19g (38% DV), 비타민 A (0%), 
비타민 C (0%), 칼슘 (4%), 철분 (20%)

성분—혼합 단백질 [순수 콩 단백질, 통현미 단백질 농축물, 
완두콩 단백질 칩 (순수 콩 단백질, 쌀가루)], 초콜릿 코팅 
(천연 자당, 팜유, 코코아 분말, 해바라기 레시틴, 소금), 
치커리 뿌리 섬유질, 타피오카 시럽, 해바라기씨 버터 (
구운 해바라기씨,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식물성 글리세린, 
건조 크린베리 (크린베리, 파인애플 시럽, 파인애플 농축물, 
해바라기유), 해바라기씨, 색소용 과채농축물, 치아씨드 
분말, 타피오카 말토텍스트린, 아마씨 분말, 아라비아 고무, 
과채 블렌드 (아사이, 사과, 바나나, 비트, 버터넛 스쿼시, 
당근, 케일, 석류, 호박, 시금치, 고구마), 구연산 칼륨, 
천연향, 스테비아 잎 추출물, 중성지방

우유, 견과류를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땅콩, 대두, 
계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 RSPO 인증 친환경 팜유.

IsaLean™ Bar (유제품 미함유)—초콜릿 코코넛 아몬드

제공 사이즈: 1개 (64g), 칼로리 25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90, 총 지방량 10g (15% DV), 포화 지방 4.5g (23% 
DV), 트랜스 지방 0g, 다불포화지방 1.5g, 불포화지방 3.5g, 
콜레스테롤 0mg (0% DV), 나트륨 180mg (8% DV), 칼륨 
170mg (5% DV), 총 탄수화물 27g (9% DV), 식이섬유 11g 
(44% DV), 당류 10g, 단백질 19g (38% DV), 비타민 A (2% 
DV), 비타민 C (0%), 칼슘 (6%), 철분 (20%)

성분—혼합 단백질 [순수 콩 단백질, 완두콩 단백질 칩 (
순수 콩 단백질, 쌀겨) 통현미 단백질 농축물, 치커리 
뿌리 섬유질, 초콜릿 코팅 (천연 자당, 팜유, 코코아 분말, 
해바라기 레시틴, 소금), 아몬드 버터, 타피오카 시럽, 
아몬드, 식물성 글리세린, 건코코넛, 치아씨드 분말, 아마씨 
분말, 천연 향료, 과채 블렌드 (아사이, 사과, 바나나, 버터넛 
스쿼시, 케일, 호박, 시금치, 고구마, 당근, 비트, 석류), 
구연산 칼륨

트리넛 함유 (코코넛, 아몬드) 우유, 견과류를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땅콩, 대두, 계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 RSPO 인증 친환경 팜유.

IsaLean™ Bar—초콜릿 크림 크리스피

제공 사이즈: 1개 (65g), 칼로리 27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80, 총 지방량 9g (14% DV), 포화 지방 4g (20% 
DV), 트랜스 지방 0g, 콜레스테롤 10mg (3% DV), 나트륨 
60mg (3% DV), 칼륨 480mg (14% DV), 총 탄수화물 28g 
(9% DV), 식이 섬유 1g (4% DV), 당류 18g, 단백질 18g 
(36% DV), 비타민 A (30%), 비타민 C (25%), 칼슘 (40%), 
철분 (25%), 비타민 D (15%), 비타민 E (20%), 티아민 
(30%), 리보플라빈 (35% DV), 니아신 (50% DV), 비타민 
B6 (25%), 엽산 (25%), 비타민 B12 (6%), 비오틴 (15%), 
판토테닉산 (20%), 인 (30%), 로딘 (35% DV), 마그네슘 
(15%), 징크 (25%), 셀레늄 (15%), 구리 (30%), 망간 (80%), 
크롬 (10%), 몰리브덴 (30%)

성분—혼합 단백질 [순수 유청 단백질, 칼슘 카제인, 유청 
단백질 칩 (유청 단백질 농축물, 전분, 알칼리 가공 코코아) 
자당, 초콜릿 코팅 (설탕, 초콜릿 리큐르, 코코아 버터, 
유지방, 콩 레티신, 천연향), 말리톨, 아몬드피, 글리세린, 
해바라기유, 무지방 분유, 천연 향료, 아라비아 검, 비타민과 
미네랄 혼합 (염화칼륨, 인산 이칼슘, 아스코르브산, 산화 
아연, 니아신아미드, 토코페릴아세테이트, 요오드화 
칼륨, 비타민 A (팔미테이트), 망간 설페이트, 비오틴, 
글루콘산구리, 전해철, 리보플라빈, 몰리브덴산 나트륨, 
판토텐산, 아셀렌산나트륨, 타아민모노니트레이트, 엽산, 
피리독신 HCI, 콜레칼시페롤, 시아노코발라민,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유제품, 트리넛 (아몬드) 및 콩 (레티신) 성분 함유. 계란, 
견과류 및 땅콩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IsaLean™ Bar—초콜릿 디케이던스

제공 사이즈: 1개 (65g), 칼로리 25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0, 총 지방 6g (9% DV), 포화 지방 3g (15%), 
콜레스테롤 20mg (7% DV), 나트륨 180mg (8% DV), 칼륨 
260mg (7% DV), 총 탄수화물 32g (11% DV), 식이 섬유 
3g (12% DV), 당류 16g, 단백질 18g (36% DV), 칼슘 (15% 
DV), 철분 (10% DV)

성분—혼합 단백질 (순수 유청 단백질, 유청 단백질 농축물, 
칼슘 카제인, 카제인, 유청), 당분, 현미 시럽, 과당, 코코아 
(알칼리 가공),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쌀가루, 분류된 팜유 
& 말티톨 시럽, 물, 타피오카 전분, 치커리 뿌리 섬유질, 
천연향, 저당도 초콜릿, 코코아, 말토덱스트린, 콩 레티신, 
글리세린, 무지방 우유, 탄산칼슘, 소금, 유지방, 카라지난, 
맛을 유지하기 위해 토코페롤이 함유되었습니다.

유제품 및 콩 함유. 계란, 견과류를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땅콩 및 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 RSPO 인증 친환경 팜유.

IsaLean™ Bar (유제품 미함유)—초콜릿 땅콩 버터

제공 사이즈: 1개 (68g), 칼로리 26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80, 총 지방량 8g (12% DV), 포화 지방 4g (20% 
DV), 트랜스 지방 0g, 다불포화지방 1g, 불포화지방 2g, 
콜레스테롤 0mg (0% DV), 나트륨 10mg (4% DV), 칼륨 
220mg (6% DV), 총 탄수화물 30g (10% DV), 식이섬유 
10g (40% DV), 당류 12g, 단백질 19g (38% DV), 비타민 A 
(0%), 비타민 C (0%), 칼슘 (4%), 철분 (15%)

성분—혼합 단백질 [순수 콩 단백질, 완두콩 단백질 칩 (
순수 콩 단백질, 쌀 전분), 통현미 단백질 농축물], 초콜릿 
코팅 (천연 자당, 팜유, 코코아 분말, 해바라기 레시틴, 
소금), 현미 시럽, 치커리 뿌리 섬유질, 땅콩가루, 땅콩버터 
(땅콩, 소금), 식물성 글리세린, 이소말토올리고당, 천연 
향료

땅콩 함유 우유, 견과류를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대두, 
계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 RSPO 인증 친환경 팜유.

IsaLean™ Bar—초콜릿 땅콩 크런치

제공 사이즈: 1개 (65g), 칼로리 27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80, 총 지방량 9g (14% DV), 포화 지방 3.5g (18% 
DV), 트랜스 지방 0g, 콜레스테롤 10mg (3% DV), 나트륨 
55mg (2% DV), 칼륨 470mg (14% DV), 총 탄수화물 30g 
(10% DV), 식이 섬유 1g (4% DV), 당류 17g, 단백질 18g 
(36% DV), 비타민 A (30% DV), 비타민 C (25% DV), 칼슘 
(30% DV), 철분 (20% DV), 비타민 D (15% DV), 비타민 
E (15% DV), 티아민 (30% DV), 리보플라빈 (30% DV), 
니아신 (50% DV), 비타민 B6 (25% DV), 엽산 (25% DV), 
비타민 B12 (6% DV), 비오틴 (15% DV), 판토테닉산 (20% 
DV), 인 (30% DV), 요오드 (35% DV), 마그네슘 (15%% 
DV), 징크 (25%% DV), 셀레늄 (15%% DV), 구리 (25% DV), 
망간 (80%% DV), 크롬 (10%% DV), 몰리브덴 (30%% DV) 

성분—혼합 단백질 [순수 유청 단백질, 칼슘 카제인, 유청 
단백질 칩 (유청 단백질 농축물, 쌀가루)], 자당, 초콜릿 
코팅 (설탕, 초콜릿 리큐르, 코코아 버터, 유지방, 콩 레티신, 
천연향), 말리톨, 땅콩버터 (땅콩, 바다 소금), 글리세린, 
땅콩가루, 해바라기유, 천연 향료, 비타민 및 미네랄 블렌드 
[디칼륨 인산염, 인산 이칼슘, 산화 마그네슘, 아스코르브산, 
산화 아연, 니아신아미드, 토코페릴아세테이트, 요오드화 
칼륨, 비타민 A (팔미테이트), 망간 설페이트, 비오틴, 
글루콘산구리, 전해 철, 리보플라빈, 몰리브덴산 나트륨, 
판토텐산, 소디움 셀레나이트, 타아민모노니트레이트, 
엽산, 피리독신 HCl, 콜레칼시페롤, 시아노코발라민, 
크롬산 아미노산 킬레이트]

유제품, 땅콩 및 콩 함유. 계란 및 견과류를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IsaLean™ Bar—레몬 패션 크런치

제공 사이즈: 1개 (65g), 칼로리 25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0, 총 지방 6g (9% DV), 포화 지방 3g (15% DV), 
콜레스테롤 20mg (7% DV), 나트륨 170mg (7% DV), 칼륨 
115mg (3% DV), 총 탄수화물  32g (11% DV), 섬유질 3g 
(12% DV), 당류 16g, 단백질 18g (36% DV), 칼슘 (15% DV), 

비타민 C (2% DV), 철분 (2% DV)

성분—혼합 단백질 (순수 유청 단백질, 유청 단백질 농축물, 
칼슘 카제인, 카제인, 순수 우유 단백질, 우유 단백질 
농축물), 당분, 현미 시럽, 분류된 팜유,§ 치커리 뿌리 
섬유소, 쌀가루, 향을 보호하기 위해 토코페롤이 첨가된 
고올레산 다량 포함 해바라기유, 말티롤 시럽, 말리톨, 
타피오카 전분, 레몬 즙 농축물, 말토덱스트린, 밀기울, 
천연향, 물, 과당, 무지방 우유, 콩 레티신, 유당, 탄산칼슘, 
구연산, 소금, 쌀겨, 꿀, 요거트 분말(탈지 우유 및 유산), 
엽산, 착색을 위해 심황의 올레오레진이 첨가됨

유제품 및 콩 함유. 계란, 견과류를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땅콩 및 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 RSPO 인증 친환경 팜유.

IsaLean™ Bar—천연 오트밀 건포도

제공 사이즈: 1 바 (60g), 칼로리 21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0, 총 지방 5g (8% DV), 포화 지방 3.5g (18% DV), 
트랜스 지방 0g, 콜레스테롤 15mg (5% DV), 나트륨 85mg 
(4% DV), 칼륨 130mg (4% DV), 총 탄수화물 28g (9% 
DV), 식이섬유 4g (16% DV), 당분 7g, 단백질 18g (36% 
DV), 비타민 A (10% DV), 비타민 C (50% DV), 칼슘 (30% 
DV), 철분 (4% DV), 비타민 D (10%), 비타민 E (50% DV), 
티아민 (10% DV), 리보플라빈 (10% DV), 니아신 (10% DV), 
비타민 B6 (10% DV), 엽산 (10% DV), 비타민 B12 (10% 
DV), 비오틴 (10% DV), 판토텐산 (10% DV), 인 (10% DV), 
요오드 (10% DV), 마그네슘 (15%% DV), 아연 (10% DV), 
셀레늄 (2% DV), 구리 (10% DV), 망간 (10% DV), 몰리브덴 
(2% DV)

성분—단백질 블렌드 [유청 단백질 칩 (순수 유청 
단백질, 유청 단백질 농축물, 타피오카 전분, 탄산칼슘, 
콩 레시틴), 칼슘 카제인, 순수 유청 단백질], 현미 시럽, 
요거트 맛 코팅(말티톨, 분류돤 팜 커널 오일,§칼슘 카세인 
산염, 우유 단백질 농축물, 무지방 우유, 요거트 분말, 콩 
레티신, 천연향), 말티롤 시럽, 폴리덱스트로스, 건포도, 
글루텐 불포함 압착 귀리, 물, 올레산 다량 포함 홍화유, 
천연향, 계피, 비타민 및 미네랄 혼합물 (산화 마그네슘, 
아스코르브산, 알파 토코페롤 아세테이트, 니아신아미드, 
산화 아연, 글루콘산구리, 판토텐산 칼슘, 오르토 인산 
철, 피리독신 HCl, 리보플라빈, 망간 설페이트, 비타민 
A 아세테이트, 티아민 모노나이트레이트, 엽산, 비오틴, 
요오드화 칼륨, 몰리브덴산 나트륨, 비타민 D3, 비타민 
B12), 말토덱스트린

유제품 및 콩 함유. 계란, 견과류를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땅콩 및 밀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 RSPO 인증 친환경 팜유.

IsaLean™ Bar—너트 카라멜 캐슈

제공 사이즈: 1 바 (60g), 칼로리 24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80, 총 지방량 9g (14% DV), 포화 지방 3.5g (18% 
DV), 트랜스 지방 0g, 콜레스테롤 10mg (3% DV), 나트륨 
230mg (10% DV), 칼륨 150mg (4% DV), 총 탄수화물 26g 
(9% DV), 식이 섬유 6g (24% DV), 당분 7g, 단백질 18g 
(36% DV), 비타민 A (0%), 비타민 C (0%), 칼슘 (20% DV), 
철분 (6% DV)

성분—유청 칩 (순수 유청 단백질, 유청 단백질 농축물, 
타피오카 전분, 탄산칼슘, 콩 레시틴), 순수 유청 단백질, 
카라멜 드리즐 (설탕, 팜유, 무지방 분유, 전지 분유, 레시틴, 
소금, 알칼리화된 코코아, 아낫토), 캐슈, 말리톨, 치코리 
섬유소, 식물성 글리세린, 아몬드, 가용성 타피오카 섬유소, 
글루텐 불포함 귀리, 해바라기유, 천연 향료, 바다 소금, 
카라멜

유제품, 견과류(아몬드 및 캐슈) 및 콩 성분을 포함. 견과류, 
계란 및 땅콩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IsaLean™ Bar—스모어향

제공 사이즈: 1개 (65g), 칼로리 25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90, 총 지방량 10g (15% DV), 포화 지방 4.5g (23% 
DV), 콜레스테롤 20mg (7% DV), 나트륨 85mg (4% DV), 
칼륨 125mg (4% DV), 총 탄수화물  30g (10% DV), 식이 
섬유 9g (36% DV), 당분 9g, 단백질 18g (36% DV), 칼슘 
(20% DV), 철분 (2% DV)

성분—혼합 단백질 (순수 유청 단백질, 유청 단백질 농축물, 
무지방 분유), 초콜릿 코팅 (자당, 팜유, 코코아 분말, 
해바라기 레시틴, 소금), 치커리 뿌리, 말리톨, 소화 저항성 
말토덱스트린, 해바라기유, 글리세린, 타피오카 전분, 천연 
향료, 해바라기 레시틴, 탄산칼슘

유제품 함유. 계란, 견과류를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땅콩 및 콩을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 RSPO 인증 친환경 팜유.

IsaLean™ Shake—초콜릿 민트

제공 사이즈: 2 스쿠프 (59g), 칼로리 24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0, 포화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15, 총 
지방 6g (9% DV), 포화 지방 2g (10% DV), 트랜스 지방 
0g, 고도 불포화 지방 0.5g, 불포화지방 2.5g, 콜레스테롤 
45mg (15% DV), 나트륨 220mg (9% DV), 칼륨 32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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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V), 총 탄수화물 24g (8% DV), 식이 섬유 8g (32% 
DV), 당류 10g, 단백질 24g (48% DV), 비타민 A (50% 
DV), 비타민 C (40% DV), 칼슘 (32% DV), 철분 (15%), 
비타민 D (80% DV), 비타민 E (35% DV), 티아민 (60% 
DV), 리보플라빈 (70% DV), 니아신 (45% DV), 비타민 B6 
(60% DV), 엽산 (80% DV), 비타민 B12 (200% DV), 비오틴 
(45% DV), 판토텐산 (40% DV), 인 (24% DV), 요오드 (40% 
DV), 마그네슘 (40% DV), 아연 (45% DV), 셀레늄 (40% 
DV), 구리 (50% DV), 망간 (60% DV), 크롬 (80% DV), 
몰리브덴 (60% DV)

성분—Exclusive Myo-IsaLean Complex™ [유청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우유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저온 
처리 탈지 분유], 이소말토올리고당 분말, 과당,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유 분말, 코코아 분말, 타피오카 
말토텍스트린, 올리브 (Olea europaea) 유 분말,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크산탄 검,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분말, 로닉 알파파™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산화 마그네슘, 인산 삼칼슘, 구연산 
칼륨, 천연 향료, 엔자임 혼합물 [락타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리파제(리조푸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셀룰라제 (트리코데르마 론지브라치아툼에서 
추출), 인버타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에서 추출),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아밀라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에서 추출), 브로멜라인 (아나나스 
코모수스에서 추출), 파파인 (카리카 파파야에서 추출), 산 
안정성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에서 추출)], 
구연산 마그네슘,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이산화규소, 유카 (유카 쉬디제라) 뿌리 분말, 비타민 C (
아스코르브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차전자 (Plantago 
ovata) 씨 분말, 바다 소금, 비오틴,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E 숙신산염,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산화 아연,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요오드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아미드, 
판토텐산 d-칼슘,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B6 (피리독신 HCl),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리보플라빈,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티아민 HCI, 엽산

유제품 함유.

아미노산—알라닌 980mg, 아르기닌 655mg, 아스파르트 
산 2,110mg, 시스테인 470mg, 글루탐산 4,130mg, 글리신 
425mg, 히스티딘 470mg, 이소루신 1,365mg, 루신 
2,270mg, 리신 1,880mg, 메티오닌 550mg, 페닐알라닌 
845mg, 프롤린 1,635mg, 세린 1,155mg, 트레오닌 
1,340mg, 트립토판 435mg, 티로신 880mg, 발린 1,360mg

IsaLean™ Shake—크리미 더치 초콜릿

제공 사이즈: 1 봉 (61g), 칼로리 24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5, 포화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20, 총 지방 6g 
(9% DV), 포화 지방 2g (10% DV), 트랜스 지방 0g, 고도 
불포화 지방 0.5g, 단일 포화 지방 3g, 콜레스테롤 45mg 
(15% DV), 나트륨 265mg (11% DV), 칼륨 430mg (12% 
DV), 총 탄수화물 24g (8% DV), 식이 섬유 8g (32% DV), 
당분 11g, 단백질 24g (48% DV), 비타민 A (50% DV), 
비타민 C (40% DV), 칼슘 (30% DV), 철분 (14% DV), 
비타민 D (80% DV), 비타민 E (35% DV), 티아민 (60% 
DV), 리보플라빈 (70% DV), 니아신 (45% DV), 비타민 B6 
(60% DV), 엽산 (80% DV), 비타민 B12 (200% DV), 비오틴 
(45% DV), 판토텐산 (40% DV), 인 (25 % DV), 요오드 
(40% DV), 마그네슘 (50% DV), 아연 (45% DV), 셀레늄 
(40% DV), 구리 (50% DV), 망간 (60% DV), 크롬 (80% 
DV), 몰리브덴 (60% DV)

성분—Exclusive Myo-IsaLean Complex™ [유청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우유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저온 처리 탈지  분유], 과당, 천연 네덜란드 코코아 분말, 
이소말토올리고당 분말,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유 
분말, 천연 향료, 올리브 (Olea europaea) 유 분말, 크산탄 
검,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분말,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구연산 칼륨, 산화 마그네슘, 인산 
삼칼슘, 바다 소금, 엔자임  혼합물 [락타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리파제  (리조푸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셀룰라제 (트리코데르마 론지브라치아툼에서 
추출), 인버타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에서 추출),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아밀라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에서 추출), 브로멜라인 (아나나스 
코모수스에서 추출), 파파인 (카리카 파파야에서 추출),  산 
안정성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에서 추출)], 
 구연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유카 (유카 시디게라) 뿌리 
 분말,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차전자 (플란타고 오바타) 씨 분말, 비오틴,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시나몬 (Cinnamomum zeylanicum) 
껍질 분말,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비타민 E 숙신산염,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A (
베타 카로틴), 산화 아연,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요오드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아미드, 판토텐산 d-칼슘,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B6 (

피리독신 HCI),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리보플라빈,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티아민 HCI, 엽산

유제품 함유.

아미노산—알라닌 980mg, 아르기닌 655mg, 아스파르트 
산 2,110mg, 시스테인 470mg, 글루탐산 4,130mg, 글리신 
425mg, 히스티딘 470mg, 이소루신 1,365mg, 루신 
2,270mg, 리신 1,880mg, 메티오닌 550mg, 페닐알라닌 
845mg, 프롤린 1,635mg, 세린 1,155mg, 트레오닌 
1,340mg, 트립토판 435mg, 티로신 880mg, 발린 1,360mg

IsaLean™ Shake—크리미 프렌치 바닐라

제공 사이즈: 1 봉 (60g), 칼로리 24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0, 포화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15, 총 지방 5g 
(8% DV), 포화 지방 1.5g (8% DV), 트랜스 지방 0g, 고도 
불포화 지방 0.5g, 불포화지방 2.5g, 콜레스테롤 45mg 
(15% DV), 나트륨 240mg (10% DV), 칼륨 330mg (9% 
DV), 총 탄수화물 24g (8% DV), 식이 섬유 8g (32% DV), 
당분 11g, 단백질 24g (48% DV), 비타민 A (50% DV), 
비타민 C (40% DV), 칼슘 (32% DV), 철분 (2% DV), 
비타민 D (80% DV), 비타민 E (35% DV), 티아민 (60% 
DV), 리보플라빈 (70% DV), 니아신 (45% DV), 비타민 B6 
(60% DV), 엽산 (80% DV), 비타민 B12 (200% DV), 비오틴 
(45% DV), 판토텐산 (40% DV), 인 (24% DV), 요오드 (40% 
DV), 마그네슘 (40% DV), 아연 (45% DV), 셀레늄 (40% 
DV), 구리 (50% DV), 망간 (60% DV), 크롬 (80% DV), 
몰리브덴 (60% DV)

성분—Exclusive Myo-IsaLean Complex™ [유청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우유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저온 
처리 탈지 분유], 이소말토올리고당 분말, 과당,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유 분말, 천연 향료, 올리브 (Olea 
europaea) 유 분말,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크산탄 검, 타피오카 말토텍스트린,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분말, 시나몬 (Cinnamomum 
zeylanicum) 껍질 분말, 로닉 알파파™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산화 마그네슘, 인산 삼칼슘, 구연산 마그네슘, 
엔자임 혼합물 [락타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리파제(리조푸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셀룰라제 (
트리코데르마 론지브라치아툼에서 추출), 인버타제 (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에서 추출), 프로테아제 (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아밀라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에서 추출), 브로멜라인 (아나나스 코모수스에서 
추출), 파파인 (카리카 파파야에서 추출), 산 안정성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에서 추출)], 사과 (
말루스 푸밀라) 즙 분말, 바다 소금, 이산화규소, 유카 (유카 
쉬디제라) 뿌리 분말,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차전자 (Plantago ovata) 씨 분말, 비오틴,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E 숙신산염,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산화 아연,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요오드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아미드, 판토텐산 d-
칼슘,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B6 (피리독신 
HCI),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리보플라빈, 티아민 
(HCI),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엽산

유제품 함유.

아미노산—알라닌 980mg, 아르기닌 655mg, 아스파르트 
산 2,110mg, 시스테인 470mg, 글루탐산 4,130mg, 글리신 
425mg, 히스티딘 470mg, 이소루신 1,365mg, 루신 
2,270mg, 리신 1,880mg, 메티오닌 550mg, 페닐알라닌 
845mg, 프롤린 1,635mg, 세린 1,155mg, 트레오닌 
1,340mg, 트립토판 435mg, 티로신 880mg, 발린 1,360mg

IsaLean™ Shake (유제품 미함유)—내츄럴 베리 
하베스트

제공 사이즈: 1 봉 (61g), 칼로리 25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80, 포화지방에서 얻는 칼로리 10, 총 지방량 8g 
(12% DV), 포화 지방 1g (5% DV), 트랜스 지방 0g, 고도 
불포화 지방 2.5g, 불포화지방 3.5g, 콜레스테롤 0mg (0% 
DV), 나트륨 250mg (10% DV), 칼륨 120mg (3% DV), 총 
탄수화물 22g (7% DV), 식이 섬유 8g (32% DV), 당분 7g, 
단백질 22g (44% DV), 비타민 A (0%), 비타민 C (270% 
DV), 칼슘 (8% DV), 철분 (35% DV)

성분—Exclusive Phyto-IsaLean Complex™ (콩 단백질 
농축물, 대마 단백질 농축물), 당밀 분말, 이소말토올리고당 
분말,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유 분말, 해바라기 
레시틴, 천연 향료, 치아 (Salvia hispanica)씨드 분말, 
블루베리 (Vaccinium corymbosum) 열매 분말, 현미 
분유, 올리브 (Olea europaea) 유 분말,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타피오카 말토텍스트린, 크산탄 
검, 이눌린,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MCT) 오일 
분말, 계피 (시나모뭄 제이라니쿰) 분말, 과채 블렌드 [
사과 (말루스 푸밀라), 당근 (다우쿠스 카로타), 레드 비트 
(Beta vulgaris)], 이산화규소, 아스코르브산,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구연산 칼륨, 구연산, 새싹 혼합물 [
브로콜리 (브라시카 올레라케아 이탈리카) 새싹, 양배추 
(브라시카 올레라케아 카피타타) 새싹, 콜리플라워 (
브라시카 올레라케아 보트리티스) 새싹, 무 (라파누스 

사티부스) 새싹, 케일 (브라시카 올레라케아 아세팔라) 
새싹, 기장 (파니쿰 밀리아세움) 새싹, 퀴노아 (체노포디움 
퀴노아) 새싹], 인산 삼칼슘,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나한과, 
케일 (브라시카 올레라케아 아세팔라) 즙 분말, 호박 (
쿠쿠르비타 페포) 섬유질 분말, 사보이 양배추 (브라시카 
올레라케아 카피타타) 즙 분말, 시금치 (Spinacia oleracea) 
즙 분말,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당근 (
다우쿠스 카로타) 즙 분말, 레드 비트 (Beta vulgaris) 즙 
분말,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아미노산—알라닌 880mg, 아르기닌 2,000mg, 아스파르트 
산 2,340mg, 시스테인 170mg, 글루탐산 3,600mg, 
글리신 880mg, 히스티딘 510mg, 이소루신 930mg, 루신 
1,950mg, 라이신 1,470mg, 메티오닌 260mg, 페닐알라닌 
1,030mg, 프롤린 840mg, 세린 1,040mg, 트레오닌 710mg, 
트립토판 260mg, 티로신 700mg, 발린 1,030mg

IsaLean™ Shake (코셔)—내츄럴 크리미 바닐라

제공 사이즈: 2 스쿠프 (61g), 칼로리 24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0, 포화지방에서 얻는 칼로리 10, 총 지방 5g (8% 
DV), 포화 지방 1g (5% DV), 트랜스 지방 0g, 고도 불포화 
지방 0.5g, 단일 불포화 지방 1.5g, 콜레스테롤 30mg (10% 
DV), Sodium 115mg (5% DV), 칼륨 300mg (8% DV), 총 
탄수화물 27g (9% DV), 식이섬유 4g (16% DV), 당류 16g, 
단백질 23g (46% DV), 비타민 A (50% DV), 비타민 C 
(40% DV), 칼슘 (40%), 철분 (6% DV), 비타민 D (80% DV), 
비타민 E (35% DV), 티아민 (60% DV), 리보플라빈 (70% 
DV), 니아신 (45% DV), 비타민 B6 (60% DV), 엽산 (80% 
DV), 비타민 B12 (200% DV), 비오틴 (45% DV), 판토텐산 
(40% DV), 인 (20% DV), 요오드 (40% DV), 마그네슘 (40% 
DV), 아연 (45% DV), 셀레늄 (40% DV), 구리 (50% DV), 
망간 (60% DV), 크롬 (80% DV), 몰리브덴 (60% DV)

성분—Exclusive IsaPro® Complex [유청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칼슘 카제인 (비변성), 저온 처리 탈지 분유],  
과당,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유 분말, 천연 향료, 
용해성 섬유소, 레시틴, 올리브 (Olea europaea) 유 분말,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구아 검, 크산탄 검, 
셀룰로오스,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레몬즙 분말, 산화 마그네슘, 구연산 칼륨, 꿀 분말, 인산 
삼칼슘, 구연산 마그네슘, 유카 (유카 쉬디제라) 뿌리 
분말,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차전자 (Plantago ovata) 
씨 분말, 계피 (Cinnamomum verum) 분말, 이산화규소, 
비오틴,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엔자임 혼합물 [
락타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아밀라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에서 추출), 리파제(리조푸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셀룰라제 (트리코데르마 론지브라치아툼에서 
추출), 브로멜라인 (아나나스 코모수스에서 추출), 파파인 
(카리카 파파야에서 추출), 산 안정성 프로테아제 (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에서 추출)], 비타민 E 숙신산염,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산화 
아연,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요오드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아미드, 비타민 B5 (d-칼슘 판토텐산염),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B6 (피리독신 HCl),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비타민 B1 
(티아민 HCI),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엽산  

유제품 및 콩 (레시틴) 추출물 포함

아미노산—알라닌 900mg, 아르기닌 600mg, 
아스파트르산 1,900mg, 시스틴 300mg, 글루타민산 
4,200mg, 글리신 400mg, 히스티딘 400mg, 이소루신 
1,100mg, 루신 2,200mg, 리신 1,900mg, 메티오닌 550mg, 
페닐알라닌 850mg, 프롤린 1,800mg, 세린 1,100mg, 
트레오닌 1,200mg, 트립토판 320mg, 타이로신 850mg, 
발린 1,300mg

IsaLean™ Shake—피치 망고

제공 사이즈: 2 스쿠프 (59g), 칼로리 24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0, 포화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15, 총 
지방 5g (8% DV), 포화 지방 1.5g (8% DV), 트랜스 지방 
0g, 고도 불포화 지방 0.5g, 불포화지방 2.5g, 콜레스테롤 
40mg (13% DV), 나트륨 170mg (7% DV), 칼륨 300mg 
(9% DV), 총 탄수화물 24g (8% DV), 식이 섬유 8g (32% 
DV), 당분 11g, 단백질 24g (48% DV), 비타민 A (50% 
DV), 비타민 C (40% DV), 칼슘 (32% DV), 철분 (2% DV), 
비타민 D (80% DV), 비타민 E (35% DV), 티아민 (60% 
DV), 리보플라빈 (70% DV), 니아신 (45% DV), 비타민 B6 
(60% DV), 엽산 (80% DV), 비타민 B12 (200% DV), 비오틴 
(45% DV), 판토텐산 (40% DV), 인 (24% DV), 요오드 (40% 
DV), 마그네슘 (40% DV), 아연 (45% DV), 셀레늄 (40% 
DV), 구리 (50% DV), 망간 (60% DV), 크롬 (80% DV), 
몰리브덴 (60% DV)

성분—Exclusive Myo-IsaLean Complex™ [유청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우유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저온 
처리 탈지 분유], 이소말토올리고당 분말, 과당,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유 분말, 천연 향료, 타피오카 
말토텍스트린, 올리브 (Olea europaea) 유 분말,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크산탄 검, 미디움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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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분말, 복숭아 열매 분말, 망고 
열매 분말,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산화 마그네슘, 인산 삼칼슘, 구연산 칼륨, 엔자임 혼합물 
[락타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리파제
(리조푸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셀룰라제 (트리코데르마 
론지브라치아툼에서 추출), 인버타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에서 추출),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아밀라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에서 
추출), 브로멜라인 (아나나스 코모수스에서 추출), 파파인 
(카리카 파파야에서 추출), 산 안정성 프로테아제 (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에서 추출)], 구연산 마그네슘,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이산화규소, 
유카 (유카 쉬디제라) 뿌리 분말,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차전자 (Plantago ovata) 씨 분말, 
비오틴,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아나토 추출물, 
비타민 E 숙신산염,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A (
베타 카로틴), 산화 아연,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요오드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아미드, 비타민 B5 (d-칼슘 
판토텐산염),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B6 (피리독신 HCl),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비타민 B1 (
티아민 HCI), 엽산  

유제품 함유.

아미노산—알라닌 980mg, 아르기닌 655mg, 아스파르트 
산 2,110mg, 시스틴 470mg, 글루탐산 4,130mg, 글리신 
425mg, 히스티딘 470mg, 이소루신 1,365mg, 루신 
2,270mg, 리신 1,880mg, 메티오닌 550mg, 페닐알라닌 
845mg, 프롤린 1,635mg, 세린 1,155mg, 트레오닌 
1,340mg, 트립토판 435mg, 티로신 880mg, 발린 1,360mg

IsaLean™ Shake (유제품 미함유)—리치 초콜릿

제공 사이즈: 1 봉 (63g), 칼로리25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70, 총 지방 8g (12% DV), 포화 지방 2g (10% DV), 
고도 불포화 지방 2.5g, 단일 포화 지방 3g, 나트륨 390mg 
(16% DV), 칼륨 310mg (9% DV),   총 탄수화물 22g (7% 
DV), 식이 섬유 8g (32% DV), 당분 6g, 단백질 24g (48% 
DV), 칼슘 (10% DV), 철분 (40% DV)

성분—Phyto-IsaLean Complex™ (현미 단백질 농축, 
완두콩 분리 단백), 천연 네덜란드 코코아 분말, 증류 
감자당즙,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유 분말, 
이소말토올리고당 분말, 해바라기 레시틴, 치아 (Salvia 
hispanica)씨드 분말, 현미 분유, 올리브 (Olea europaea) 
유 분말, 천연 향료,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크산탄 검, 이눌린,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분말, 과채 블렌드 (아사이, 사과, 바나나, 비트, 버터넛 
스쿼시, 당근, 케일, 석류, 호박, 고구마, 시금치), 당밀 분말, 
구연산 칼륨, 이산화규소, 바다 소금,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인산 삼칼슘, 나한과 추출물,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계피

아미노산—알라닌 1,100mg, 아르기닌 1,545mg, 
아스파트르산 2,275mg, 시스틴 415mg, 글루타민산 
3,705mg, 글리신 715mg, 히스티딘 580mg, 이소루신 
1,255mg, 루신 1,985mg, 리신 1,185mg, 메티오닌 465mg, 
페닐알라닌 1,040mg, 프롤린 1,310mg, 세린 1,210mg, 
트레오닌 1,050mg, 트립토판 270mg, 타이로신 1,060mg, 
발린 1,265mg

IsaLean™ Shake—딸기 크림

제공 사이즈: 1 봉 (60g), 칼로리 24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0, 포화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15, 총 지방 5g 
(8% DV), 포화 지방 1.5g (8% DV), 트랜스 지방 0g, 고도 
불포화 지방 0.5g, 불포화지방 2.5g, 콜레스테롤 45mg 
(15% DV), 나트륨 260mg (11% DV), 칼륨 320mg (9% DV), 
총 탄수화물 24g (8% DV), 식이 섬유 8g (32% DV), 당분 
11g, 단백질 24g (48% DV), 비타민 A (50% DV), 비타민 C 
(40% DV), 칼슘 (32% DV), 철분 (2% DV), 비타민 D (80% 
DV), 비타민 E (35% DV), 티아민 (60% DV), 리보플라빈 
(70% DV), 니아신 (45% DV), 비타민 B6 (60% DV), 엽산 
(80% DV), 비타민 B12 (200% DV), 비오틴 (45% DV), 
판토텐산 (40% DV), 인 (24% DV), 요오드 (40% DV), 
마그네슘 (40% DV), 아연 (45% DV), 셀레늄 (40% DV), 
구리 (50% DV), 망간 (60% DV), 크롬 (80% DV), 몰리브덴 
(60% DV)

성분—Exclusive Myo-IsaLean Complex™ [유청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우유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저온 
처리 탈지 분유], 이소말토올리고당 분말, 과당,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유 분말, 천연 딸기향, 올리브 
(Olea europaea) 유 분말, 타피오카 말토텍스트린,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크산탄 검,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분말,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천연 향료, 비트즙 분말, 산화 
마그네슘, 인산 삼칼슘, 구연산 칼륨, 엔자임 혼합물 [
락타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리파제(
리조푸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셀룰라제 (트리코데르마 
론지브라치아툼에서 추출), 인버타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에서 추출),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아밀라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에서 
추출), 브로멜라인 (아나나스 코모수스에서 추출), 파파인 
(카리카 파파야에서 추출), 산 안정성 프로테아제 (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에서 추출)], 구연산 마그네슘, 
바다 소금,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이산화규소, 유카 (유카 쉬디제라) 뿌리 분말, 비타민 C (
아스코르브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차전자 (Plantago 
ovata) 씨 분말, 비오틴,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E 숙신산염,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A (
베타 카로틴), 산화 아연,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요오드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아미드, 판토텐산 d-칼슘,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B6 (
피리독신 HCl),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리보플라빈,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티아민 HCI, 엽산

유제품 & 딸기 함유.

아미노산—알라닌 980mg, 아르기닌 655mg, 아스파르트 
산 2,110mg, 시스테인 470mg, 글루탐산 4,130mg, 글리신 
425mg, 히스티딘 470mg, 이소루신 1,365mg, 루신 
2,270mg, 리신 1,880mg, 메티오닌 550mg, 페닐알라닌 
845mg, 프롤린 1,635mg, 세린 1,155mg, 트레오닌 
1,340mg, 트립토판 435mg, 티로신 880mg, 발린 1,360mg

IsaLean™ Shake (유제품 미함유)—바닐라 차이

제공 사이즈: 1 봉 (62g), 칼로리25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70, 총 지방 8g (12% DV), 포화 지방 1.5g (8% DV), 
고도 불포화 지방 2.5g, 단일 포화 지방 3g, 나트륨 380mg 
(16% DV), 칼륨 95mg (3% DV),   총 탄수화물 22g (7% 
DV), 식이 섬유 8g (32% DV), 당분 7g, 단백질 24g (48% 
DV), 칼슘 (10% DV), 철분 (25%)

성분—Phyto-IsaLean Complex™ (현미 단백질 농축, 
완두콩 분리 단백), 증류 감자당즙,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유 분말, 이소말토올리고당 분말, 천연 향료, 
해바라기 레시틴, 치아 (Salvia hispanica)씨드 분말, 현미 
분유, 올리브 (Olea europaea) 유 분말,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크산탄 검, 이눌린,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분말, 과채 블렌드 (아사이, 사과, 
바나나, 비트, 버터넛 스쿼시, 당근, 케일, 석류, 호박, 
고구마, 시금치), 당밀 분말, 구연산 칼륨, 이산화규소, 
넛맥,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인산 삼칼슘, 나한과 추출물,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계피, 카다멈

아미노산—알라닌 1,100mg, 아르기닌 1,545mg, 
아스파트르산 2,275mg, 시스틴 415mg, 글루타민산 
3,705mg, 글리신 715mg, 히스티딘 580mg, 이소루신 
1,255mg, 루신 1,985mg, 리신 1,185mg, 메티오닌 465mg, 
페닐알라닌 1,040mg, 프롤린 1,310mg, 세린 1,210mg, 
트레오닌 1,050mg, 트립토판 270mg, 타이로신 1,060mg, 
발린 1,265mg

IsaLean™ PRO Shake—프렌치 바닐라

제공 사이즈: 1 봉 (68g), 칼로리28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5, 포화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20, 총 지방 6g 
(9% DV), 포화 지방 2.5g (13% DV), 트랜스 지방 0g, 고도 
불포화 지방 0.5g, 불포화지방 2g, 콜레스테롤 85mg (28% 
DV), 나트륨 270mg (11% DV), 칼륨 400mg (11% DV), 총 
탄수화물 21g (7% DV), 식이 섬유 6g (24% DV), 당분 9g, 
단백질 36g (72% DV), 비타민 A (37% DV), 비타민 C (30% 
DV), 칼슘 (30% DV), 철분 (3% DV), 비타민 D (60% DV), 
비타민 E (26% DV), 티아민 (45% DV), 리보플라빈 (52% 
DV), 니아신 (33% DV), 비타민 B6 (45% DV), 엽산 (60% 
DV), 비타민 B12 (150% DV), 비오틴 (33% DV), 판토텐산 
(30% DV), 인 (25 % DV), 요오드 (30% DV), 마그네슘 
(33% DV), 아연 (33% DV), 셀레늄 (30% DV), 구리 (37% 
DV), 망간 (45% DV), 크롬 (60% DV), 몰리브덴 (45% DV)

성분—독점 Myo-IsaLean PRO Complex™ [유청 단백질 
농축 (비변성), 우유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저온 처리 
탈지 분유], 이소말토올리고당 분말,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유 분말, 과당, 천연 향료, 크산탄 검, 올리브 
(Olea europaea) 유 분말,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분말, 시나몬 
(Cinnamomum zeylanicum) 껍질 분말,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산화 마그네슘, 인산 삼칼슘, 
구연산 칼륨, 타피오카 말토텍스트린, 엔자임 혼합물 [
락타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리파제
(리조푸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셀룰라제 (트리코데르마 
론지브라치아툼에서 추출), 인버타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에서 추출),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아밀라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에서 
추출), 브로멜라인 (아나나스 코모수스에서 추출), 파파인 
(Carica papaya)에서 추출, 산 안정성 프로테아제 (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에서 추출)], 구연산 마그네슘, 사과 
(말루스 푸밀라) 즙 분말, 바다 소금, 이산화규소, 유카 (
유카 쉬디제라) 뿌리 분말,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차전자 (Plantago ovata) 씨 분말, 비오틴,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E 숙신산염,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산화 아연,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요오드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아미드, 비타민 B5 (d-칼슘 판토텐산염),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B6 (피리독신 HCl),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비타민 B1 (티아민 HCI), 엽산

유제품 함유.

아미노산—알라닌 1,605mg, 아르기닌 940mg, 
아스파트르산 3,390mg, 시스테인 800mg, 글루타민산 
6,040mg, 글리신 655mg, 히스티딘 745mg, 이소루신 
2,140mg, 루신 3,530mg, 리신 2,880mg, 메티오닌 815mg, 
페닐알라닌 1,190mg, 프롤린 2,275mg, 세린 1,740mg, 
트레오닌 2,190mg, 트립토판 730mg, 타이로신 1,240mg, 
발린 2,045mg 

IsaLean™ PRO Shake—내추럴 초콜릿

제공 사이즈: 1 봉 (69g), 칼로리28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5,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25, 총 지방 6g (9% 
DV), 포화 지방 2.5g (13% DV), 트랜스 지방 0g, 고도 
불포화 지방 0.5g, 불포화지방 2g, 콜레스테롤 80mg (27% 
DV), 나트륨 285mg (12% DV), 칼륨 460mg (13% DV), 총 
탄수화물 21g (7% DV), 식이 섬유 6g (24% DV), 당분 9g, 
단백질 36g (72% DV), 비타민 A (37% DV), 비타민 C (30% 
DV), 칼슘 (30% DV), 철분 (14% DV), 비타민 D (60% DV), 
비타민 E (26% DV), 티아민 (45% DV), 리보플라빈 (52% 
DV), 니아신 (33% DV), 비타민 B6 (45% DV), 엽산 (60% 
DV), 비타민 B12 (150% DV), 비오틴 (33% DV), 판토텐산 
(30% DV), 인 (24% DV), 요오드 (30% DV), 마그네슘 (40% 
DV), 아연 (33% DV), 셀레늄 (30% DV), 구리 (37% DV), 
망간 (45% DV), 크롬 (60% DV), 몰리브덴 (45% DV)

성분—독점 Myo-IsaLean PRO Complex™ [유청 단백질 
농축 (비변성), 우유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저온 처리 
탈지 분유], 천연 네덜란드 코코아 분말, 과당,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유 분말, 이소말토올리고당 분말, 
천연 향료, 크산탄 검, 올리브 (Olea europaea) 유 
분말,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분말,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구연산 칼륨, 산화 마그네슘, 인산 삼칼슘, 
바다 소금, 엔자임 혼합물 [락타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리파제(리조푸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셀룰라제 (트리코데르마 론지브라치아툼에서 
추출), 인버타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에서 추출),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아밀라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에서 추출), 브로멜라인 (아나나스 
코모수스에서 추출), 파파인 (카리카 파파야에서 추출), 산 
안정성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에서 추출)], 
구연산 마그네슘, 이산화규소, 유카 (유카 쉬디제라) 뿌리 
분말,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차전자 (Plantago ovata) 씨 분말, 비오틴,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시나몬 (Cinnamomum zeylanicum) 
껍질 분말,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비타민 E 숙신산염,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A (
베타 카로틴), 산화 아연,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요오드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아미드, 비타민 B5 (d-칼슘 
판토텐산염),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B6 (피리독신 HCl),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비타민 B1 (
티아민 HCI), 엽산

유제품 함유.

아미노산—알라닌 1,605mg, 아르기닌 940mg, 
아스파트르산 3,390mg, 시스테인 800mg, 글루타민산 
6,040mg, 글리신 655mg, 히스티딘 745mg, 이소루신 
2,140mg, 루신 3,530mg, 리신 2,880mg, 메티오닌 815mg, 
페닐알라닌 1,190mg, 프롤린 2,275mg, 세린 1,740mg, 
트레오닌 2,190mg, 트립토판 730mg, 타이로신 1,240mg, 
발린 2,045mg

IsaLean™ PRO Shake—내추럴 바닐라

제공 사이즈: 1 봉 (68g), 칼로리28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5, 포화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20, 총 지방 6g 
(9% DV), 포화 지방 2.5g (13% DV), 트랜스 지방 0g, 고도 
불포화 지방 0.5g, 불포화지방 2g, 콜레스테롤 85mg (28% 
DV), 나트륨 270mg (11% DV), 칼륨 400mg (11% DV), 총 
탄수화물 21g (7% DV), 식이 섬유 6g (24% DV), 당분 9g, 
단백질 36g (72% DV), 비타민 A (37% DV), 비타민 C (30% 
DV), 칼슘 (30% DV), 철분 (3% DV), 비타민 D (60% DV), 
비타민 E (26% DV), 티아민 (45% DV), 리보플라빈 (52% 
DV), 니아신 (33% DV), 비타민 B6 (45% DV), 엽산 (60% 
DV), 비타민 B12 (150% DV), 비오틴 (33% DV), 판토텐산 
(30% DV), 인 (25 % DV), 요오드 (30% DV), 마그네슘 
(33% DV), 아연 (33% DV), 셀레늄 (30% DV), 구리 (37% 
DV), 망간 (45% DV), 크롬 (60% DV), 몰리브덴 (45% DV)

성분—독점 Myo-IsaLean PRO Complex™ [유청 단백질 
농축 (비변성), 우유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저온 처리 
탈지 분유], 이소말토올리고당 분말, 해바라기 (Helian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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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us) 유 분말, 과당, 천연 향료, 크산탄 검, 올리브 (Olea 
europaea) 유 분말,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분말,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레몬 열매 분말, 타피오카 
말토텍스트린, 산화 마그네슘, 인산 삼칼슘, 구연산 칼륨, 
꿀 분말, 엔자임 혼합물 [락타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리파제(리조푸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셀룰라제 (트리코데르마 론지브라치아툼에서 
추출), 인버타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에서 추출),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아밀라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에서 추출), 브로멜라인 (아나나스 
코모수스에서 추출), 파파인 (카리카 파파야에서 추출), 산 
안정성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에서 추출)], 
구연산 마그네슘, 바다 소금, 이산화규소, 유카 (유카 
쉬디제라) 뿌리 분말, 비타민 C (아스코르브산),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차전자 (Plantago ovata) 씨 분말, 계피 (시나모뭄 
제이라니쿰) 분말, 비오틴,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사과 (말루스 푸밀라) 즙 분말, 비타민 E 숙신산염,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A (베타 카로틴), 산화 아연,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요오드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아미드, 비타민 B5 (d-칼슘 판토텐산염),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B6 (피리독신 HCl),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비타민 B1 (티아민 HCI), 엽산

유제품 함유.

아미노산—알라닌 1,605mg, 아르기닌 940mg, 
아스파트르산 3,390mg, 시스테인 800mg, 글루타민산 
6,040mg, 글리신 655mg, 히스티딘 745mg, 이소루신 
2,140mg, 루신 3,530mg, 리신 2,880mg, 메티오닌 815mg, 
페닐알라닌 1,190mg, 프롤린 2,275mg, 세린 1,740mg, 
트레오닌 2,190mg, 트립토판 730mg, 타이로신 1,240mg, 
발린 2,045mg

IsaLean™ PRO Shake—딸기 크림 맛

제공 사이즈: 1 봉 (68g), 칼로리28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50, 포화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20, 총 지방 6g 
(9% DV), 포화 지방 2.5g (13% DV), 트랜스 지방 0g, 고도 
불포화 지방 0.5g, 불포화지방 2g, 콜레스테롤 85mg (28% 
DV), 나트륨 290mg (12% DV), 칼륨 400mg (11% DV), 총 
탄수화물 21g (7% DV), 식이 섬유 6g (24% DV), 당분 9g, 
단백질 36g (72% DV), 비타민 A (37% DV), 비타민 C (30% 
DV), 칼슘 (30% DV), 철분 (3% DV), 비타민 D (60% DV), 
비타민 E (26% DV), 티아민 (45% DV), 리보플라빈 (52% 
DV), 니아신 (33% DV), 비타민 B6 (45% DV), 엽산 (60% 
DV), 비타민 B12 (150% DV), 비오틴 (33% DV), 판토텐산 
(30% DV), 인 (25 % DV), 요오드 (30% DV), 마그네슘 
(33% DV), 아연 (33% DV), 셀레늄 (30% DV), 구리 (37% 
DV), 망간 (45% DV), 크롬 (60% DV), 몰리브덴 (45% DV)

성분—독점 Myo-IsaLean PRO Complex™ [유청 단백질 
농축 (비변성), 우유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저온 처리 탈지 
분유], 이소말토올리고당 분말, 과당, 해바라기 (Helianthus 
annuus) 유 분말, 천연 향료, 크산탄 검, 올리브 (Olea 
europaea) 유 분말,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분말, 
미디움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오일 분말,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비트즙 분말, 산화 마그네슘, 
타피오카 말토텍스트린, 인산 삼칼슘, 구연산 칼륨, 구연산 
마그네슘, 엔자임 혼합물 [락타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리파제(리조푸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셀룰라제 (트리코데르마 론지브라치아툼에서 
추출), 인버타제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에서 추출),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오리자에에서 추출), 아밀라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에서 추출), 브로멜라인 (아나나스 
코모수스에서 추출), 파파인 (카리카 파파야에서 추출), 산 
안정성 프로테아제 (아스페르길루스 니제르에서 추출)], 
바다 소금, 스테비아 (스테비아 레바우디아나) 잎 추출물, 
이산화규소, 유카 (유카 쉬디제라) 뿌리 분말, 비타민 C (
아스코르브산),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차전자 (Plantago 
ovata) 씨 분말, 비오틴, 셀레늄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E 숙신산염, 구리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A (
베타 카로틴), 산화 아연, 망간 아미노산 킬레이트, 요오드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아미드, 비타민 B5 (d-칼슘 
판토텐산염),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니아신, 몰리브덴 아미노산 킬레이트, 비타민 
B6 (피리독신 HCl), 비타민 B12 (시아노코발라민), 비타민 
B2 (리보플라빈),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비타민 B1 (
티아민 HCI), 엽산

유제품 함유.

아미노산—알라닌 1,605mg, 아르기닌 940mg, 
아스파트르산 3,390mg, 시스테인 800mg, 글루타민산 
6,040mg, 글리신 655mg, 히스티딘 745mg, 이소루신 
2,140mg, 루신 3,530mg, 리신 2,880mg, 메티오닌 815mg, 
페닐알라닌 1,190mg, 프롤린 2,275mg, 세린 1,740mg, 
트레오닌 2,190mg, 트립토판 730mg, 타이로신 1,240mg, 
발린 2,045mg

Isamune® With Zinc

제공 사이즈: 5 스프레이(0.72mL), 컨테이너 당 제공량: 35, 
아연(글루콘산 아연) 0.7mg (5% DV)

독점 블렌드 44mg—초유, 초유추출물 (소 초유), 월귤 
(Vaccinium myrtillus) 열매 추출물, 블루베리 (Vaccinium 
angustifolium) 열매 추출물, 에키네시아 (Echinacea 
angustifolia) 뿌리 추출물, 영지버섯 (Ganoderma lucidum) 
과체 추출물

기타 성분—정제수, 천연 향료, 엽산, 자몽 (Citrus paradisi) 
씨 추출물, 시트러스 추출물,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유제품 함유.

IsaOmega™

제공 사이즈: 2 소프트겔, Serving Size:컨테이너 당 
제공량: 30, 칼로리 2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20, 총 
지방 2g (3% DV)

IsaOmega 농축 2040mg—토탈 오메가-3 지방산 
1200mg [EPA (Eicosapentaenoic acid) 600mg, DHA (
도코사헥사엔산) 480mg, 다른 오메가-3 지방산 120mg] 

IsaOmega 특허 5 6 9 컴플렉스 220mg—석류 (Punica 
granatum) 씨 오일 (70% omega-5), 달맞이꽃 (달맞이꽃류) 
씨 오일 (9% 오메가-6 GLA), 보리지 (보리지류) 씨 오일 
(15% 오메가-9), 아마 (Linum usitatissimum) 씨 오일

기타 성분—소프트겔 (젤라틴, 글리세린, 물), 천연 레몬 맛, 
IsaOmega 천연 항산화 컴플렉스 (d-알파, 천연 토코페롤, 
로즈마리 추출물, 팔미트산아스코빌), 천연 라임 맛, 
해바라기씨유

어류 (정어리, 멸치) 함유.

IsaPro®—바닐라

제공 사이즈: 1 스쿱 (23g), 칼로리 10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15, 포화지방에서 얻는 칼로리 10, 총 지방  1.5g 
(2% DV), 포화 지방 1g (5% DV), 콜레스테롤 50mg (17% 
DV), 나트륨 90mg (4% DV), 칼륨 135mg (4% DV), 총 
탄수화물 2g (1% 1%DV), 당분 1g, 단백질 18g (36% DV), 
칼슘 (5% DV)

성분—유청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천연 바닐라 맛,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락타아제

유제품 함유.

아미노산—알라닌 880mg, 아르기닌 450mg, 아스파트르산 
1,845mg, 시스테인 465mg, 글루타민산 3,010mg, 글리신 
335mg, 히스티딘 315mg, 이소루신 1,150mg, 루신 
1,865mg, 리신 1,515mg, 메티오닌 415mg, 페닐알라닌 
565mg, 프롤린 1,065mg, 세린 880mg, 트레오닌 1,215mg, 
트립토판 400mg, 타이로신 580mg, 발린 1,050mg

IsaPro®—초콜릿

제공 사이즈: 1 스쿱 (23g), 칼로리 9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15, 포화지방에서 얻는 칼로리 10, 총 지방  1.5g (2% 
DV), 포화 지방 1g (5% DV), 콜레스테롤 55mg (18% DV), 
나트륨 90mg (4% DV), 칼륨 150mg (4% DV), 총 탄수화물 
2g (1% 1%DV), 당분 1g, 단백질 18g (36% DV), 칼슘 (5% 
DV), 철분 (2% DV)

성분—유청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천연 네덜란드 코코아 
분말,  천연 향료, 스테비아 (Stevia rebaudiana) 잎 추출물,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락타아제, 
프로테아제

유제품 함유.

아미노산—알라닌 880mg, 아르기닌 450mg, 아스파트르산 
1,845mg, 시스테인 465mg, 글루타민산 3,010mg, 글리신 
335mg, 히스티딘 315mg, 이소루신 1,150mg, 루신 
1,865mg, 리신 1,515mg, 메티오닌 415mg, 페닐알라닌 
565mg, 프롤린 1,065mg, 세린 880mg, 트레오닌 1,215mg, 
트립토판 400mg, 타이로신 580mg, 발린 1,050mg

Natural Accelerator™

제공 사이즈: 1 캡슐, 컨테이너 당 제공량: 60, 니아신(
니아신아미드) 12mg (60% DV), 크롬 (as 크롬 아미노산 
킬레이트) 75mcg (62% DV)

독점 블렌드 411mg—녹차 (Camellia sinensis) 잎 추출물, 
애플사이다 식초, 카이엔 (Capsicum annuum) 열매 분말, 
계피 (Cinnamomum cassia) 분말, 코코아 (Theobroma 
cacao) 씨 추출물, Ionic Alfalfa™ (Medicago sativa) 잎 
추출물, D-리보스, 흑후추 (후추류) 열매 추출물

기타 성분—미결정셀룰로오스, 식물성 캡슐, 마그네슘 
스테아르산염 (식물성), 이산화규소

Rejuvity®—Age-Defying Eye Cream

성분—물 (aqua), 글리세린 (야자), 카프릴릭/
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코코넛), 맥주 효모 추출물, 
Medicago sativa (알파파) 씨 오일, 호호바 에스터 (
씨), 펜틴렌글리콜 (코코넛), 귀리 (oat) 낱알 추출물, 

세테아릴 올리베이트 (올리브), 소르비탄 올리베이트 (
올리브), 아라키딜알코올 (코코넛), 세테아릴알코올 (
코코넛), 데실렌글리콜 (코코넛), 베헤닐알코올 (코코넛), 
아라키딜글루코시드 (코코넛), 스테아레스-30 (코코넛), 
세테스-10 (코코넛), 자일리틸글루코사이드, 크산탄 검, 
카프릴릴글라이콜 (코코넛), 에칠헥실글리세린, 자일리톨, 
무수자일리톨 (자작나무), 운데실레노일글라이신 (
해바라기), 카프릴로일글리신 (해바라기), 소듐피씨에이, 
소듐락테이트, 비사보롤 (캐모마일), Citrullus lanatus (
수박) 열매 추출물, Pyrus malus (사과) 열매 추출물, Vitis 
vinifera (포도) 씨 추출물, Chamomilla recutita matricaria 
(캐모마일) 추출물, Zingiber officinale (생강) 뿌리 추출물, 
Lens esculenta (렌틸) 열매 추출물

Rejuvity®—대나무 각질 폴리시

성분—물 (aqua), 가시대나무 줄기 추출물, 호호바 에스터 (
씨), 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코코넛), 세테아릴 
올리베이트 (올리브), 소르비탄 올리베이트 (올리브), 
글리세린 (야자), 세테아릴알코올 (야자), 세테아레스-20 
(코코넛), 스테아르산, VVaccinium myrtillus (월귤) 열매 
추출물, Saccharum officinarum (사탕수수) 추출물, 귀리 
(oat) 낱알 추출물, 구연산, 카프릴릴글라이콜 (코코넛), 
에칠헥실글리세린, 운데실레노일글라이신 (해바라기), 
카프릴로일글리신 (해바라기), Acer saccharum (단풍나무) 
추출물, Citrus limon (레몬) 열매 추출물, 크산탄 검, 
소르브산 칼륨, Citrus aurantium bergamia (베르가못) 
열매 오일, Citrus grandis (자몽) 껍질 오일, Citrus 
aurantium dulcis (오렌지) 껍질 오일, Citrus tangerina (
귤) 껍질 오일

Rejuvity®—Essential Youth Serum

성분—물 (aqua), 퍼플루오로헥산, 카프릴릭/
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코코넛), 크로커스 알뿌리 추출물, 
글리세린 (야자), 스쿠알란 (야자), 아카시아검 (아카시아), 
세테아릴 올리베이트 (올리브), 소르비탄 올리베이트 (
올리브), 세테아릴알코올 (야자), 세테아레스-20 (
코코넛), 아라키딜알코올 (코코넛), 베헤닐알코올 (
코코넛), 아라키딜글루코시드 (야자), 진주 가루 (해수 
진주), 카프릴릴글라이콜 (코코넛), 에칠헥실글리세린, 
펜틴렌글리콜 (코코넛), Citrullus lanatus (수박) 열매 
추출물, Pyrus malus (사과) 열매 추출물, Lens 
esculenta (렌틸) 열매 추출물, 귀리 (oat) 낱알 추출물, 
소듐피씨에이, 소듐락테이트, 운데실레노일글라이신 
(해바라기), 카프릴로일글리신 (해바라기), 
퍼플루오로퍼하이드로페난트렌,  퍼플루오로데칼린,  
데실렌글리콜 (코코넛), 세틸알코올 (코코넛), 크산탄 
검, Vitis vinifera (포도) 씨 추출물, Chamomilla recutita 
matricaria (캐모마일) 추출물, 비사보롤 (캐모마일),  
Zingiber officinale (생강) 뿌리 추출물, 유비퀴논 (CoQ10), 
소듐아스코빌포스페이트 (비타민 C), Citrus aurantium 
bergamia (베르가못) 열매 오일, Citrus grandis (자몽) 
껍질 오일, Citrus aurantium dulcis (오렌지) 껍질 오일, 
Citrus tangerina (귤) 껍질 오일

Rejuvity®—Hydrating Toner

성분—물 (aqua), Hamamelis virginiana (위치하젤)수, 
글리세레스-26 (코코넛), 소듐아스코빌포스페이트 (비타민 
C), 폴리소르베이트 20, 올레스-20 (코코넛), Vaccinium 
myrtillus (월귤) 열매 추출물, 카프릴릴글라이콜 (코코넛), 
에칠헥실글리세린, 자일리톨, 자일리틸포스페이트 (코코넛), 
운데실레노일글라이신 (해바라기), 카프릴로일글리신 (
해바라기), Saccharum officinarum (사탕수수) 추출물, 
귀리 (oat) 낱알 추출물, 비사보롤 (캐모마일), Zingiber 
officinale (생강) 뿌리 추출물, 구연산, Citrus aurantium 
dulcis (오렌지) 열마 추출물, Citrus limon (레몬) 열매 
추출물, Acer saccharum  (단풍나무) 추출물, Citrus 
aurantium bergamia (베르가못) 열매 오일, Citrus grandis 
(자몽) 껍질 오일, Citrus aurantium dulcis (오렌지) 껍질 
오일, Citrus tangerina (귤) 껍질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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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juvity®—Moisturizing Day Cream

영양소
활성 성분   목적
티타늄디옥사이드 1 %  ................  자외선 차단제
징크옥사이드 6.5 %  ....................  자외선 차단제

사용예
• 햇볕으로 인한 화상 예방에 도움

경고
상처나 이상있는 피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중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물로 
충분히 헹구십시오.

발진이 일어날 경우 사용을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사용방법
• 자외선 차단제 사용;
• 태양에 노출되기 15 분 전에 자유롭게 

적용하십시오.
• 태양 보호 대책. 

햇빛 속에 시간을 보내면 피부암과 피부 
노화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위험을 
줄이려면, 광범위 스펙트럼 SPF 값이 15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와 태양 보호 시간  
(특히 오전 10시 ~ 오후 2시)을 포함한 다른 
태양 보호 대책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십시오. 
긴 소매 셔츠, 바지,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십시오.

• 만 6 세 미만 어린이 :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적어도 2 시간마다 재도포하십시오.
• 수영하거나 땀을 흘리면 방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십시오. 

기타 정보
• 과도한 열과 직사광선으로부터 이 용기의 

제품을 보호하십시오.

비활성 성분 
물 (aqua), C12-15알킬벤조에이트 (코코넛), 
호호바 에스터 (씨), 글리세린 (야자), 
펜틴렌글리콜 (코코넛), 폴리글리세릴-3
다이아이소스테아레이트 (코코넛), 
글리세릴스테아레이트 (코코넛), 피이지-100
스테아레이트 (야자), 실리카 (천연광물), 
세테아릴알코올 (코코넛), 세테아레스-20 (야자), 
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코코넛), 
카프릴릴글라이콜 (코코넛), 에칠헥실글리세린, 
크산탄 검, 트리에톡시카프릴릴실산 (
천연광물), 폴리하이드록시스테아릭애씨드, 
구연산, 하이드록시프로필사이클로덱스트린 (
코코넛), 운데실레노일글라이신 (해바라기), 
카프릴로일글리신 (코코넛), 알루미나, 
스테아르산, 소듐피씨에이, 소듐락테이트, 
팔미토일 펩타이드-38, 비사보롤 (캐모마일), 
Citrullus lanatus (수박) 열매 추출물, Pyrus 
malus (사과) 열매 추출물, Lens esculenta (
렌틸) 열매 추출물, Zingiber officinale (생강) 
뿌리 추출물, Citrus aurantium bergamia (
베르가못) 열매 오일, Citrus grandis (자몽) 껍질 
오일, Citrus aurantium dulcis (오렌지) 껍질 
오일, Citrus tangerina (귤) 껍질 오일, Vitis 
vinifera (포도) 씨 추출물, Chamomilla recutita 
matricaria (캐모마일) 추출물 

 

Rejuvity®—Purifying Cleanser

성분—물 (aqua), 소듐라우릴설포아세테이트 (
코코넛), 디소듐코코암포디프로피오네이트 (
코코넛), 글라이콜디스테아레이트 (코코넛), 
디소듐라우레스설포석시네이트 (코코넛),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 (코코넛), 피이지-90
글리세릴아이소스테아레이트, 글리세레스-2코코에이트 
(코코넛), Acer saccharum  (단풍나무) 추출물, 귀리 
(oat) 낱알 추출물, Zingiber officinale (생강) 뿌리 
추출물, Vaccinium myrtillus (월귤) 열매 추출물, 
Saccharum officinarum (사탕수수) 추출물, 비사보롤 (

캐모마일), 글리세린 (야자), 카프릴하이드록사믹애씨드 
(코코넛), 카프릴릴글라이콜 (코코넛), 자일리톨, 
코카마이도프로필베타인 (코코넛), 라우레스-4 (코코넛), 
라우레스-2 (코코넛), 자일리틸포스페이트 (코코넛), Citrus 
aurantium bergamia (베르가못) 열매 오일, Citrus grandis 
(자몽) 껍질 오일, Citrus aurantium dulcis (오렌지) 껍질 
오일, Citrus tangerina (귤) 껍질 오일, Citrus aurantium 
dulcis (오렌지) 열마 추출물, Citrus limon (레몬) 열매 
추출물, 구연산, 페녹시에탄올

Rejuvity®—Renewing Night Cream

성분—물 (aqua), 카프릴릭/카프릭트리글리세라이드 (
코코넛), 호호바 에스터류 (호호바), 글리세린 (야자), 
펜틸렌글리콜, 세틸알코올 (코코넛), 세테아릴알코올 (
야자), 세테아레스-20 (코코넛), 세테아릴 올리베이트 (
올리브), 소르비탄 올리베이트 (올리브), 아라키딜알코올 
(코코넛), 베헤닐알코올 (코코넛), 아라키딜글루코시드 (
야자), 데실렌글리콜, 카프릴릴글라이콜 (코코넛), 
에칠헥실글리세린, 운데실레노일글라이신 (해바라기), 
카프릴로일글리신 (해바라기), 귀리 (oat) 낱알 추출물, 
자일리틸글루코사이드, 크산탄 검, 무수자일리톨, 자일리톨, 
하이드록시프로필사이클로덱스트린, Citrullus lanatus (
수박) 열매 추출물, Pyrus malus (사과) 열매 추출물, 
Lens esculenta (렌틸) 열매 추출물, 비사보롤 (캐모마일), 
팔미토일 펩타이드-38, 소듐피씨에이, 소듐락테이트, Vitis 
vinifera (포도) 씨 추출물, Chamomilla recutita matricaria (
캐모마일) 추출물, 레티놀 (비타민 A), 토코페롤 (비타민 E),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 Zingiber officinale (생강) 뿌리 
추출물, Citrus aurantium bergamia (베르가못) 열매 오일, 
Citrus grandis (자몽) 껍질 오일, Citrus aurantium dulcis (
오렌지) 껍질 오일, Citrus tangerina (귤) 껍질 오일

Slim Cakes®—오트밀 베리

제공 사이즈: 쿠키 1개 (30g), 칼로리 10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15,  총 지방 2g(3% DV), 포화 지방 0.5g (3% DV), 
나트륨 80mg (3% DV), 칼륨 30g (1% DV),  총 탄수화물 
20g (7% DV), 식이 섬유 5g (20% DV), 당분 4g, 단백질 2g 
(4% DV), 철분 (2% DV)

성분—압착 귀리, 무표백 밀가루 (밀가루, 니아신, 환원철, 
타아민모노니트레이트, 리보플라빈, 엽산), 물, 건포도, 
말리톨, 이눌린, 에리트리톨, 폴리덱스트로스, 귀리기울, 
빻은 아마씨, 오가닉 용설란 시럽, 비경화유 식물성 오일 
쇼트닝 (카놀라, 야자, 및 팜유), 오가닉 증류 감자당즙, 건조 
크린베리 (크린베리, 당분, 해바라기유), 화이트 초콜릿 칩 
(설탕, 코코아 버터, 전지 분유, 탈지분유, 버터유, 레시틴, 
천연 바닐라 추출물), 유청 단백질 농축물, 나트륨 중탄산염, 
천연 향료, 블루베리, 소금, 셀룰로오스 검

유제품, 밀, 콩 (레시틴) 추출물 포함 계란, 견과류를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땅콩 및 아황산염 가공하는 
시설에서 제조됨.

Whey Thins™ (글루텐 프리)—바베큐

제공 사이즈: 1팩 (25g), 칼로리 ,10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25, 총 지방 3g(5% DV), 포화 지방 1g (5% 
DV), 콜레스테롤 25mg (8% DV), 나트륨 190mg (8% 
DV), 총 탄수화물 10g (3% DV), 당분 2g, 단백질 
10g (20% DV), 비타민 A (2% DV), 칼슘 (10% DV),  
철분 (2% DV)

성분— 유청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현미가루, 천연맛 (
덱스트로오스, 소금, 당분, 당밀, 타피오카덱스트린, 
양파가루, 효모추출물, 토마토 분말, 과당, 향신료, 
생강가루, 이산화규소, 빻은 고추, 해바라기유, 천연 
훈연향), 해바라기유, 탄산칼슘

유제품 함유.

Whey Thins™ (글루텐 프리)—사워 크림&차이브

제공 사이즈: 1팩 (25g), 칼로리 ,10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30, 총 지방 3g(5% DV), 포화 지방 1g (5% DV), 
콜레스테롤 30mg (10% DV), 나트륨 150mg (6% DV), 총 
탄수화물 9g (3% DV), 당분 1g, 단백질 10g (20% DV), 
칼슘 (10% DV), 철분 (2% DV)

성분— 유청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현미가루, 천연맛 (
양파가루, 유청, 사워크림 분말, 소금, 타피오카덱스트린, 
효모추출물, 무지방발효유고형분, 젖산, 유당, 차이브, 
이산화규소, 구연산, 생강가루, 천연 크림향), 해바라기유, 
탄산칼슘

유제품 함유.

Whey Thins™ (글루텐 프리)—화이트 체다

제공 사이즈: 1팩 (25g), 칼로리 ,100 지방에서 유래한 
칼로리 30, 총 지방 3g(5% DV), 포화 지방 1g (5% DV), 
콜레스테롤 30mg (10% DV), 나트륨 210mg (9% DV), 총 
탄수화물 9g (3% DV), 당분 1g, 단백질 10g (20% DV), 
칼슘 (10% DV), 철분 (2% DV)

성분— 유청 단백질 농축물 (비변성), 현미가루, 천연맛 (
소금, 유청 분말, 말토덱스트린, 천연 향료, 효모추출물, 
전지 분유, 체다치즈, 이산화규소, 해바라기유, 양파가루, 

무발효크림 고형분, 생강가루), 해바라기유, 탄산칼슘

유제품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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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트 웰니스 - 팩 (가격은 시작 비용을 반영합니다. 가격은 맞춤형 팩 별, 혹은 
업그레이드 시 다를 수 있습니다.)

오토십 우대 고객 우대 고객 소비자 소매 BV

9일간의 클렌징 및 지방 연소 시스템  $148  $155.96  $187.15  $207.94 100

30일간의 클렌징 및 지방 연소 시스템  $269  $283.88  $340.65  $378.50 184

나만의 30일간의 클렌징 및 지방 연소 시스템  $269  $283.88  $340.65  $378.50 184

나만의 유제품 무함유 30일간의 클렌징 및 지방 연소 시스템 $290  $305.71  $366.85  $407.61 184 

쉐이크 및 클렌즈 팩™  $156  $163.91  $196.69  $218.54 105

체중 조절 밸류 팩  $589  $626.11  $751.33  $834.81 320

바이탈리티 + 웰빙  - 팩 (가격은 시작 비용을 반영합니다.  
가격은 맞춤형 팩 별, 혹은 업그레이드 시 다를 수 있습니다.)

오토십 우대 고객 우대 고객 소비자 소매 BV

맞춤형 에너지 시스템  $273  $288.42  $346.10  $384.56 185

e+™ 스타터 팩  $291  $306.81  $368.17  $409.08 199

에너지 시스템  $273  $288.42  $346.10  $384.56 185

Essence Blends Collection $92 $94.54 $113.44  $126.05 63

Essence Complete Collection $214 $226.01 $271.21 $301.34 147

Essence Singles Collection $134 $137.41 $164.90 $183.22 92

에센스 경험 팩 $265 $280.14 $336.17 $373.52 154

에브리데이 에센셜 팩 $209 $219.91 $263.89 $293.21 142

건강한 노후 및 텔로미어 지원 시스템 $272 $286.82 $344.18 $382.42 184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팩 $175 $183.86 $183.86 $245.15 119

쉐이크 앤 샷 팩™ $196 $205.84 $247.01 $274.45 133

토탈 건강 및 장수 시스템 $372 $393.13 $471.75 $524.17 253

토탈 건강 및 웰빙: 헬스 팩™의 4가지 기둥 $202  $212.91 $255.49  $283.88 138

퍼포먼스 - 팩 (가격은 시작 비용을 반영합니다. 가격은 맞춤형 팩 별, 혹은 
업그레이드 시 다를 수 있습니다.)

오토십 우대 고객 우대 고객 소비자 소매 BV

운동선수 팩 $193 $202.81 $243.37 $270.41 130

커스텀 퍼포먼스 시스템  $279  $294.35  $353.22  $381.07 189

퍼포먼스 시스템  $279  $294.35  $353.22  $392.46 189

퍼포먼스 밸류 팩  $568  $601.82  $722.18  $802.42 320

퍼스널 케어 + 뷰티 - 팩 (가격은 시작 비용을 반영합니다.  
가격은 맞춤형 팩 별, 혹은 업그레이드 시 다를 수 있습니다.)

오토십 우대 고객 우대 고객 소비자 소매 BV

Rejuvity® 에센셜 팩 $172 $181 $217.20 $241.33 118

Rejuvity® 스킨케어 시스템 $225 $225 $270 $300 150

경제적 웰니스 - 팩 (가격은 시작 비용을 반영합니다.  
가격은 맞춤형 팩 별, 혹은 업그레이드 시 다를 수 있습니다.)

오토십 우대 고객 우대 고객 소비자 소매 BV

얼티메이트 팩™  $1,088  $1,152.29  $1,382.74  $1,536.38 647

30일 프리미엄 팩™  $399  $438.97  $526.76  $585.29 185

미국 2018년 가격 목록

제품 우대 고객 소비자 소매 BV

AMPED™ Fuel  $34  $40.80  $45.33 23

AMPED™ Hydrate 용기 - 쥬시 오렌지 (45회분)  $21  $25.20  $28 14

AMPED™ Hydrate 용기 - 레몬 라임(45회분)  $21  $25.20  $28 14

AMPED™ Hydrate 용기 - 리프레싱 포도(45회분)  $21  $25.20  $28 14

AMPED™ Hydrate Sticks - 쥬시 오렌지 - 24개  $24  $28.80  $32 14

AMPED™ Hydrate Sticks - 레몬 라임 - 24개  $24  $28.80  $32 14

AMPED™ Hydrate Sticks - 리프레싱 포도 - 24개  $24  $28.80  $32 14

AMPED™ NOx  $36  $43.20  $48 24

AMPED™ Nitro  $39.99  $47.99  $53.32 27

AMPED™ Recover $27 $32.40 $36 18

AMPED™ Protein Bar - 초콜릿 브라우니향 - 10개 $34.95 $41.94 $46.60 24

AMPED™ Protein Bar - 쿠키도우향 - 10개 $34.95 $41.94 $46.60 24

AMPED™ Protein Bar - 딸기 크림향 - 10개 $34.95 $41.94 $46.60 24

Brain and Sleep Support System - 90정 및 2 oz. 스프레이 병 $49 $58.80 $65.33 33

Brain Boost & Renewal™ - 90정 (30회분) $44.95 $53.94 $59.93 31

C-Lyte® - 30정 (30회분) $14 $16.80 $18.67 10

Cleanse for Life® - 내추럴 리치 베리 맛 파우더 - 96g(3.4 oz.) 용기  $32 $38.40 $42.67 22

Cleanse for Life® - 내추럴 리치 베리 액상 - 2oz., 16회분 $38.95 $46.74 $51.93 22

Cleanse for Life® - 내추럴 리치 베리 액상 - 32oz 병 $32 $38.40 $42.6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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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즈 서포트 번들 - IsaFlush®, Natural Accelerator™, Isagenix Snacks™ 포함  $39  $46.80  $52 28

클렌즈 서포트 번들 유제품 미함유 - IsaFlush®, Natural Accelerator™, Natural Wild Berry Snacks 포함  $42  $50.40  $56 28

Complete Essentials™ 데일리 팩 남성용 - 60패킷 (30AM, 30PM)  $69  $82.80  $92 47

Complete Essentials™ 데일리 팩 여성용 - 60패킷 (30AM, 30PM)  $69  $82.80  $92 47

Complete Essentials™ IsaGenesis® 포함 남성용 - 60패킷 (30AM, 30PM)  $140  $168  $186.67 95

Complete Essentials™ IsaGenesis® 포함 여성용 - 60패킷 (30AM, 30PM)  $140  $168  $186.67 95

CytoActives™ - 60정 (30회분)  $39  $46.80  $52 27

e+™ - 사과 석류 - 2oz. 병, 6회분  $19  $22.80  $25.33 13

e+™ - 사과 석류 - 2oz. 병, 12회분   $36  $43.20  $48 24

e+™ - 레몬 라임 - 2oz. 병, 6회분  $19  $22.80  $25.33 13

e+™ - 레몬 라임 - 2oz. 병, 12회분   $36  $43.20  $48 24

e+™ - 라즈베리 - 2oz. 병, 6회분  $19  $22.80  $25.33 13

e+™ - 라즈베리 - 2oz. 병, 12회분   $36  $43.20  $48 24

Essentials for Men™ - 120정 (60회분)  $27  $32.40  $36 18

Essentials for Women™ - 120정 (60회분)  $27  $32.40  $36 18

에센셜 오일일 - Airway™ $17.99 $21.59 $23.99 12

에센셜 오일 - Coconut Application Oil $11.99 $14.39 $15.99 8

에센셜 오일 - Cool Mist Diffuser $44.99 $53.99 $59.99 0

에센셜 오일 - Content™ $21.99 $26.39 $29.32 15

에센셜 오일 - DefenseShield™ $28.99 $34.79 $38.65 20

에센셜 오일 - 유칼립투스 $12.99 $15.59 $17.32 9

에센셜 오일 - 프란킨센스 $62.99 $75.59 $83.99 43

에센셜 오일 - Airway™ $19.99 $23.99 $26.65 14

에센셜 오일 - 레몬 $9.99 $11.99 $13.32 7

에센셜 오일 - 페퍼민트 $17.99 $21.59 $23.99 12

에센셜 오일 - 티트리 $16.99 $20.39 $22.65 22

에센셜 오일 - TumBliss™ $27.99 $33.59 $37.32 19

Fiber Snacks™ - 허니 아몬드 크리스피 -12개  $23.95  $28.74  $31.93 16

Fiber Snacks™ - 땅콩 초콜릿 츄 - 12개  $23.95  $28.74  $31.93 16

FiberPro™ - 30회분 용기  $15  $18  $20 10

Harvest Thins™ - 타이 스위트 칠리 - 10회분 $24 $28.80 $32 16

Ionix® Supreme - 천연 과일 맛 액상 - 32 oz. 병  $32  $38.40  $42.67 22

Ionix® Supreme - 천연 과일향 파우더 - 32회분 용기  $32  $38.40  $42.67 22

Ionix® 슈프림 패킷 - 천연 과일향 파우더 - 30회분  $35  $42  $46.67 22

IsaBlender® - 9종 세트  $40  $48  $53.33 0

IsaDelight® - 다크 초콜릿 - 30개  $39.95  $47.94  $53.27 27

IsaDelight® - 다크 민트 초콜릿 - 30개  $39.95  $47.94  $53.27 27

IsaDelight® - 밀크 초콜릿 - 30개  $39.95  $47.94  $53.27 27

IsaDelight® - 씨 솔트&카라멜 밀크 초콜릿향 - 30개  $39.95  $47.94  $53.27 27

IsaFlush® - 60정 (60회분)  $17  $20.40  $22.67 12

IsaGenesis®- 120정 (60회분)  $79  $94.80  $105.33 54

Isagenix Coffee(오가닉) - 12oz. 백  $14.95  $17.94  $19.93 9

Isagenix Coffee(프리미엄) - 12oz. 백  $12.95  $15.54  $17.27 9

Isagenix Fruits - 30회분 용기  $33  $39.60  $44 22

Isagenix Fruits 패킷 - 30개  $38  $45.60  $50.67 22

Isagenix Greens™ - 30회분 용기  $33  $39.60  $44 22

Isagenix Greens™ 패킷 - 30개  $38  $45.60  $50.67 22

Isagenix Joint Support™ - 90정 (30회분)  $26.95  $32.34  $35.93 18

Isagenix Multi-Enzyme Complex™ - 30정 (30회분)  $15  $18  $20 10

Isagenix Pain Relief™ 크림 - 2oz. 튜브  $14.95  $17.94  $19.93 10

Isagenix Snacks™ - 유제품 미함유 내추럴 와일드 베리 - 60 추어블  $24  $28.80  $3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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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genix Snacks™ - 내추럴 초콜릿 혹은 프렌치 바닐라 - 60 추어블 $21 $25.20 $28 14

IsaKids® Essentials - 120 추어블 젤리 (30회분)  $16  $19.20  $21.33 11

IsaLean™ Bar - 초콜릿 크림 크리스피 - 10개  $29.95  $35.94  $39.93 20

IsaLean™ Bar - 초콜릿 데커던스 -10개   $29.95  $35.94  $39.93 20

IsaLean™ Bar - 초콜릿 땅콩 크런치- 10개  $29.95  $35.94  $39.93 20

IsaLean™ Bar - 레몬 패션 크런치 - 10개  $29.95  $35.94  $39.93 20

IsaLean™ Bar - 너티 캐러멜 캐슈 - 10개  $29.95  $35.94  $39.93 20

IsaLean™ Bar - 스모어향  $29.95  $35.94  $39.93 20

IsaLean™ Bar 유제품 미함유- 초콜릿 땅콩 버터 - 10개  $32.95  $39.54  $43.93 20

IsaLean™ Bar 유제품 미함유- 초콜릿 코코넛 아몬드 - 10개  $32.95  $39.54  $43.93 20

IIsaLean™ Bar 유제품 미함유- 초콜릿 땅콩 버터 - 10개  $32.95  $39.54  $43.93 20

IsaLean™ PRO Shake - 프렌치 바닐라 -14패킷  $49.95  $59.94  $66.60 34

IsaLean™ PRO Shake - 내추럴 초콜릿 -14패킷  $49.95  $59.94  $66.60 34

IsaLean™ PRO Shake - 내추럴 바닐라 -14패킷  $49.95  $59.94  $66.60 34

IsaLean™ 프로 쉐이크 - 딸기 크림향 -14패킷  $49.95  $59.94  $66.60 34

saLean™ Shake - 크리미 더치 초콜릿 -14패킷  $42.95  $51.54  $57.27 27

IsaLean™ Shake - 크리미 더치 초콜릿 -14회분 용기  $39.95  $47.94  $53.27 27

IsaLean™ Shake - 초콜릿 민트 -14회분 용기  $39.95  $47.94  $53.27 27

IsaLean™ Shake - 크리미 프렌치 바닐라 -14회분 패킷  $42.95  $51.54  $57.27 27

IsaLean™ Shake - 크리미 프렌치 바닐라 -14회분 용기  $39.95  $47.94  $53.27 27

IsaLean™ Shake - 유제품 미함유 리치 초콜릿 -14 패킷  $44.95  $53.94  $59.93 27

IsaLean™ Shake - 유제품 미함유 바닐라 차이-14 패킷  $44.95  $53.94  $59.93 27

IsaLean™ Shake - 코셔 내추럴 크리미 바닐라 -14회분 용기  $41.95  $50.34  $55.93 29

IsaLean™ Shake - 딸기 크림 -14회분 패킷  $42.95  $51.54  $57.27 27

IsaLean™ Shake - 딸기 크림 -14회분 용기  $39.95  $47.94  $53.27 27

Isamune® With Zinc - 아일랜드 브리즈향 - .085 fl. oz.  $19  $22.80  $25.33 13

IsaOmega™ - 60정 (30회분)  $20  $24  $26.67 14

IsaPro® - 초콜릿 - 30회분 용기  $39.95  $47.94  $53.27 27

IsaPro® - 바닐라 - 30회분 용기  $39.95  $47.94  $53.27 27

IsaShaker™ - 16 oz. (500 mL) $4.50  $5.40  $6 0

IsaShaker™ - 20 oz. (600 mL)  $8.00  $9.60  $10.67 0

조인트 페인 릴리프 시스템: Isagenix Joint Support™ 및 Isagenix Pain Relief™ 크림  $36.95  $44.34  $49.27 25

Natural Accelerator™ - 60정 (60회분)  $21  $25.20  $28 14

Rejuvity® 샘플러 - 샘플 봉투 10개. 각 봉투에는 7가지   Rejuvity® 제품의 2-mL 샘플이 들어 있습니다.  $20  $24  $26.67 0

Rejuvity® Age-Defying Eye Cream - 0.5 fl. oz.  $39  $46.80  $52 27

Rejuvity® Bamboo Exfoliating Polish - 2 fl. oz.  $39  $46.80  $52 27

Rejuvity® Essential Youth Serum™ - 1 fl. oz.  $59  $70.80  $78.67 40

Rejuvity® Hydrating Toner - 1.7 fl. oz.  $22  $26.40  $29.33 15

Rejuvity® Moisturizing Day Cream SPF 15 - 1.7 fl. oz.  $39  $46.80  $52 27

Rejuvity® Purifying Cleanser - 2.5 fl. oz.  $22  $26.40  $29.33 15

Rejuvity® Refreshing Body Wash  $22  $26.40  $29.33 15

Rejuvity® Renewing Night Cream- 1 fl. oz.  $49  $58.80  $65.33 33

Rejuvity® Ultra Hydrating Hand & Body Cream  $22  $26.40  $29.33 15

Shake Booster - Immune $39.99 $47.99 $53.32 27

Shake Booster - Heart $39.99 $47.99 $53.32 27

Sleep Support & Renewal™ -2 oz. 스프레이  $12.95  $15.54  $17.27 9

Slim Cakes® - 오트밀 베리 -14개  $18  $21.60  $24 12

Whey Thins™ - 바베큐 -10개  $22  $26.40  $29.33 15

Whey Thins™ - 사워 크림&차이브 -10개  $22  $26.40  $29.33 15

웨이 틴스™ - 화이트 체다 -10개  $22  $26.40  $29.33 15

5종 샘플 팩  $10  $12  $13.33 6

개별 제품 6개 이상을 구입하고 10% 할인을 받으세요. 시스템 및 팩의 가격, BV 및 패키지 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백 오피스의 "주문" 탭 아래에있는 "주문하기"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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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LIFE™ APP 
여러분의 ISALIFE가 계속됩니다!

편리한 영양 트래커와 개인 코치를 통해 여러분의 웰빙 

목표를 실현하세요. 또한, 쉽게 탐색할 수 있는 올인원 

앱을 사용해 좋아하는 제품을 주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IsaLife앱의 특징:
목표 매니저 

영양 및 식사 트래커 

피트니스 트래커 

코칭 커뮤니티 

제품 주문 

책임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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