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과 BV는 맞춤형 팩 혹은 업그레이드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맞춤형 팩의 경우 팩별 할인율에 따라 구성품 변경 시 추가 금액 및 BV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에 표기된 가격 및 BV는 팩 구성 및 할인율 따라 실결제 금액과 1~3원(1~2BV)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팩 및 제품 가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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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모링가 팩

슈퍼믹스 팩

셀레뚜아 팩
수량 제품 소매(₩)

12

2

슈퍼믹스

아이사 슬림 쉐이커
1,600,000

수량 제품 소매(₩)

6

1

슈퍼믹스

아이사 슬림 쉐이커
800,000

수량 제품 소매(₩)

6 콜라겐-아이엑스 358,400

수량 제품 소매(₩)

4 셀레뚜아 모이스처 밸런싱 크리미 클렌저

1,600,000

4 셀레뚜아 트리트먼트 캡슐 토너 에센스

8 셀레뚜아 프로-에이지 
화이트닝 하이드레이트 크림

8 셀레뚜아 더마제닉스-씨 액티브 세럼

콜라겐-아이엑스 더블 팩 셀레뚜아 인텐시브 팩
수량 제품 소매(₩)

1 셀레뚜아 모이스처 밸런싱 크리미 클렌저

360,000

1 셀레뚜아 트리트먼트 캡슐 토너 에센스

1 셀레뚜아 프로-에이지 
화이트닝 하이드레이트 크림

2 셀레뚜아 더마제닉스-씨 액티브 세럼

인텐시브 슬림 팩
수량 제품 소매(₩)

4 아이사린TM 쉐이크(바닐라)

867,961

2 슈퍼믹스

2 아이사무브TM

2 지엑스 & 슬림

2 아이오닉스TM 스트레스 케어

2 앰페드TM 하이드레이트 오렌지

1 아이사 슬림 쉐이커

데일리 슬림 팩뉴 베이직 팩
수량 제품 소매(₩)

1 아이사린TM 쉐이크(바닐라)

237,227
1 아이오닉스TM 스트레스 케어

1 지엑스&슬림

1 아이사바이오TM

수량 제품 소매(₩)

2 아이사린TM 쉐이크(바닐라)

247,148
1 아이오닉스TM 스트레스 케어

1 아이사무브TM

1 지엑스 & 슬림

쉐이크 데이 팩 셀레뚜아 클래식 팩
수량 제품 소매(₩)

3 아이사린TM 쉐이크(바닐라)

258,521

1 아이오닉스TM 스트레스 케어

수량 제품 소매(₩)

1 셀레뚜아 모이스처 밸런싱 크리미 클렌저

265,333
1 셀레뚜아 트리트먼트 캡슐 토너 에센스

1 셀레뚜아 프로-에이지 
화이트닝 하이드레이트 크림

1 셀레뚜아 더마제닉스-씨 액티브 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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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매(₩)

악세사리 & 세일즈 아이템

•가격은 반올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오피스에 로그인하여 최신 제품 및 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한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사제닉스퍼시픽코리아(유)의 배송요금은 주문금액 70,000원 이상시 무료이며, 70,000원 미만시 4,000원(VAT 포함)이 부과됩니다. 평균 배송 기간은 1~3일 정도 소요되며, 도서/산간 지역은 배송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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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린TM 쉐이크 파우치  바닐라향 79,200

아이오닉스TM 스트레스 케어 51,333

레드 샷 플러스 34,000

지엑스 & 슬림 48,000

아이사무브TM 28,666

에센셜스 포 우먼TM 46,667

아이사바이오TM 88,000

콜라겐-아이엑스 66,383

아이사제닉스Ⓡ 츄어블 35,333

앰페드™ 하이드레이트 오렌지 40,666

슈퍼믹스TM 166,666

셀레뚜아 모이스처 밸런싱 크리미 클렌저 50,000

셀레뚜아 트리트먼트 캡슐 토너 에센스 63,200

셀레뚜아 프로-에이지 화이트닝 하이드레이트 크림 80,000

셀레뚜아 더마제닉스-씨 액티브 세럼 132,000

아메오™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 138,666

아메오™ 레몬 에센셜 오일 21,332

아메오™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41,332

아메오™ 티트리 에센셜 오일 46,666

아메오™ 트루 라벤더 에센셜 오일 45,333

아메오™ 프리미엄 칫솔 세트 (4개입) 8,800

아이사블렌더™ 67,333

아이사 슬림 쉐이커 10,267

아이사백팩 -

제품 미니 북 -

아이사제닉스 쇼핑백 중/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