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품 SKU번호는 글로벌 정책에 따라 변경 중에 있으므로, 제품명으로 확인부탁 드립니다.

VPS SKU ABN

9596 289596L 후아 오버나이트 웨어 프로모션

9968 273194K1 정기품 국산 메밀수연소면

9949 278957K1 정기품 고추장돼지주물럭 양념

9948 278956K1 정기품 고등어·갈치조림 양념

9954 278959K1 정기품 닭볶음탕 양념

9972 273198K1 정기품 매콤한 비빔소스

9969 273200K1 정기품 달인 맛간장소스

9889 283546K 후아 내추럴 순면커버 오버나이트 웨어

9890 283547K 후아 액티브라이너

9912 283545K 후아 내추럴 순면커버 오버나이트

9920 283543K 후아 내추럴 순면커버 생리대 대형

9921 283542K 후아 내추럴 순면커버 생리대 중형

9925 283541K 후아 내추럴 순면커버 생리대 소형

9919 283544K 후아 내추럴 순면커버 팬티라이너 수퍼롱

9294 286794K 비비안 아로마 니하이 와이드밴드 삭스

9293 286793K 비비안 아로마 클래식 팬티스타킹 블랙

9674 282674K 웰로스 베베 수트 S(54개입)

9680 282680K 웰로스 베베 수트 M 3번들

9682 282682K 웰로스 베베 수트 XL 2번들

9681 282681K 웰로스 베베 수트 L 2번들

9675 282675K 웰로스 베베 수트 M(52개입)

9676 282676K 웰로스 베베 수트 L(46개입)

9677 282677K 웰로스 베베 수트 XL(38개입)

9678 282678K 웰로스 베베 수트 N 3번들

9679 282679K 웰로스 베베 수트 S 3번들

9673 282673K 웰로스 베베 수트 N(64개입)

9665 282665K 행복한아름 롤티슈 2번들+미용티슈 1번들+키친타올 1번들

9664 282664K 행복한아름 롤티슈 2번들+미용티슈 2번들

9663 282663K 행복한아름 롤티슈 2번들+키친타올 2번들

9662 282662K 행복한아름 롤티슈 3번들

9659 282659K 행복한아름 미용티슈

1520 283051K 허브 뷰티 클렌저

9658 282658K 행복한아름 롤티슈

9660 282660K 행복한아름 키친타올

9661 282661K 행복한아름 빨아쓰는 디쉬타올

9957 276312K1 노브스갈라 포도씨유

9958 276313K 노브스갈라 포도씨유 세트

코어제품 1만원권 바우처 사용 제외 품목 리스트



9780 278380K 라임트리 캡슐 컬렉션

9779 278379K 라임트리 허브 블렌딩 티 컬렉션

9956 276311K1 노브스갈라 유기농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9926 278130K 정기품 순밀 수연소면 800g (50g x 16묶음)

1334 276641K 사조 국산 순 닭가슴살

6958 276044K 까페드다몬 오리지널 - 아라비카 골드믹스 200스틱

5853 276043K 까페드다몬 오리지널 - 아라비카 골드믹스 50스틱

5782 273193K 사조 프리미엄 선물세트

5783 273839K 사조  참치 선물세트

5781 273192K 사조 황다랑어 통살 참치

7438 269459K 파스퇴르 페스탈로찌 슈프림 EX 분유 3단계

7437 269458K 파스퇴르 페스탈로찌 슈프림 EX 분유 2단계

7436 269457K 파스퇴르 페스탈로찌 슈프림 EX 분유 1단계

9910 268994K1 까페드다몬 아메리카노 with 콜롬비아 COE

9454 276178K 웰로스 프리미엄 물티슈 휴대용(20매ⅹ3개입)

9452 276176K1 웰로스 프리미엄 물티슈(70매ⅹ3개입)

9418 269436K 까페드다몬 엘살바도르 샹그릴라 드립 커피백

6389 269440K 까페드다몬 그린티라떼

6630 269439K 까페드다몬 초코레뜨

6584 269443K1 갖은 양념이 어우러진 정기품 녹차쌈장

6673 269437K 까페드다몬 콜럼비아 유기 원두커피백

5795 269453K 종가집 총각김치 3.5kg (암웨이 전용)

5796 269454K 종가집 열무김치 3.5kg (암웨이 전용)

5794 269452K 종가집 포기김치 4.5kg (암웨이전용)

9421 269450K1 정기품 북촌옥 참기름, 들기름 세트

9420 269449K1 정기품 북촌옥 들기름

9408 269448K1 정기품 북촌옥 참기름

9403 270844K2 본작 혼휘삼 홍삼진액원 선물세트

9402 270843K1 본작 혼휘삼 홍삼정 선물세트

6482 269446K2 정기품 완도 진상각 미역

6247 269451K3 정기품 오색수연소면

9770 269447K1 정기품 송화소금

6672 269438K 까페드다몬 프렌치 바닐라향 카푸치노

6585 269445K1 가쓰오부시로 맛을 낸 정기품 양조간장

6583 269442K1 콩메주로 띄워만든 정기품 우렁된장

6582 269441K1 발아현미가 들어간 정기품 찹쌀 고추장

9978 271173K1 뉴트리 김치찌개면 (16개입) (ABC픽업 주문)

9977 272414K1 뉴트리 김치찌개면 (16개입) (3박스 번들 주문)

6886 265946K1 정기품 산소마을 전통김

1029 267249K1 고결한 자태가 머문 라임트리 둥굴레차

1024 267244K1 선운산의 정기담은 라임트리 복분자원

1023 267243K1 지리산의 싱그러움 담은 라임트리 매실원

1026 267246K1 이국 레몬의 풍미와 충남 진저의 생생함 라임트리 레몬 진저원



1028 267248K2 이국의 아름다움을 담은 라임트리 루이보스차

1025 267245K1 남도의 따뜻함 담은 라임트리 유자원

1027 267247K1 새벽이슬 머금고 자란 라임트리 현미보성산녹차

6744 259339K1 뉴트리 클로렐라 컵면 (3박스 번들 주문)

6743 259337K1 뉴트리 짜장면 (3박스 번들 주문)

6741 259335K1 뉴트리 라면 (3박스 번들 주문)

5298 259334K1 뉴트리 라면 (ABC픽업/ 1박스 배송주문)

9436 261102K2 노브스갈라 데일리 너츠

6469 259338K1 뉴트리 클로렐라 컵면 (ABC픽업 주문)

5856 259336K1 뉴트리 짜장면 (ABC픽업/ 1박스 배송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