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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better,
Feel better.
®

Forever는 지난 40년동안 전 세계의 자연에서 가장
순수한 성분을 찾아 최신 과학 기술과 결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미용에 이바지 하기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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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인 Rex Maughan은 모든 사람이 더욱 건강해지는 삶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Rex는 이 비전을 위해 1978년에 Forever Living Products를 설립하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로에 베라의 막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원산지에서 완벽한 성분을 찾고,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함께 일하고,
진실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바른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개념이 forever사의 초석입니다.
www.forever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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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알로에, FOREVER농장, FOREVER방식.
Forever는 정말 알로에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농장에 있는 5천만 알로에 베라를 조금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Forever 알로에는 손으로 수확하며, 그 강력한 효능의 알로에 베라 겔은 특별한 특허를
받은 공정을 통해 부드럽게 안정화 되기 전에 잎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이 과정은 알로에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선한 알로에 베라 겔을 제품으로 만들어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수확 후 몇시간 안에 진행됩니다.

강력한 성분
저희는 건강과 미용을 위해 자연의 최고 원료들을 찾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저희의
알로에 베라 제품은 그 품질의 안정성과 순수성에 대해, 국제 알로에 과학 위원회로부터
최초로 인증서를 받은 제품입니다. Forever에서는 순수한 알로에 베라를 알로에 효과를
보충하고 향상하기 위해 엄선된 자연산을 과학적으로 개선한 성분과 혼합하고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의 다기능성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더 멋있어 보이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다른 성분과 혼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미국과 16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수백만명이 Forever제품의 혜택을 누린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이 알로에 베라의 경이로운 혜택을 경험할 다음
분이 되실 것을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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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96%

포에버 알로에 겔 FOREVER ALOE GEL
포에버 알로에겔은 매일 마시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알로에 겔은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 시켜주고 장
운동을 활발히 해주며 위와 장의 건강
및 피부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ㆍ섭취방법 : 1일 3회, 1회 100ml씩
공복에 드십시오.
ㆍ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 알로에겔제품(알로에베라)
ㆍ용
량 : 1L

015 | 33,000원

알로에 90%

포에버 베리 알로에 겔
FOREVER BERRY ALOE GEL
알로에 베라겔, 사과, 크랜베리로 짝을
이루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함유되었습니다. 장운동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 증강과 위, 장건강
및 피부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ㆍ섭취방법 : 1일 3회, 1회 100ml씩
공복에 드십시오.
ㆍ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 알로에겔제품(알로에베라)
ㆍ용
량 : 1L

034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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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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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 프로폴리스 FOREVER PROPOLIS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유해한 미생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수지질의 혼합물입니다.
항산화, 항균 물질로서 널리 알려진
프로폴리스는 과도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산화 억제 및 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로폴리스의 가장 중요한 유효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1일 섭취량 기준 16mg 함유
되어있는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ㆍ섭취방법 : 1일 1회, 1회 2정(1정당 720mg)을
씹어서 섭취 하십시오.
ㆍ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 프로폴리스 추출물제품
ㆍ용

량 : 43.2g (720mg X 60정)

027 | 4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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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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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 액티브 프로 비
FOREVER ACTIVE PRO-B

9

Nutrition

포에버 액트씨 EPA, DHA
FOREVER ACT-SEA
어류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중성지방 합성을 감소시켜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ㆍ섭취방법 : 1일 2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ㆍ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 EPA 및 DHA함유제품
ㆍ용

량 : 58.5g(488mg x 120캡슐)

376 | 40,700원

포에버 칼슘+마그네슘&비타민D

FOREVER CALCIUM PLUS MAGNESIUM & VITAMIN D
포에버 칼슘 플러스 마그네슘은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D를 함유한 제품으로 각 성분의 기능성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슘 :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정상적인 혈액응고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마그네슘 : 에너지 이용에 필요,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필요
비타민D :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ㆍ섭취방법 : 1일 2회,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ㆍ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 칼슘플러스 마그네슘 함유제품
ㆍ용

량 : 117g (1300mg X 90정)

206 | 3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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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 오브 그린
FIELDS OF GREENS
필드 오브 그린은 엽록소 함유식물
제품으로서 현대인들의 피부 건강
및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ㆍ섭취방법 : 1일 3회, 1회 2정을 물과 함께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ㆍ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 엽록소 함유 제품
ㆍ용

량 : 53.4g(668mg x 80정)

068 | 18,700원

포에버 비타민B12 플러스 엽산

FOREVER VITAMIN B12 PLUS WITH FOLIC ACID
비타민 B12는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하며, 세포와 혈액 생성, 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합니다.
엽산은 혈액에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합니다.
ㆍ섭취방법 : 1일 1회, 1회 1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ㆍ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B12, 엽산 보충용 제품
ㆍ용

량 : 30g (500mg X 60정)

188 | 18,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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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tion

포에버 라인 크롬
FOREVER LINE CHROMIUM
포에버 라인크롬은 크롬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ㆍ섭취방법 : 1일 3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드십시오.
ㆍ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 크롬보충용제품
ㆍ용

량 : 48g (400mg X 120캡슐)

289 | 63,800원

포에버 비타민-C
FOREVER VITAMIN C
포에버 비타민 C는 현대인의 균형 있는
영양 및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
식품이며, 수용성 비타민으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인체를 보호해 드립니다.
ㆍ섭취방법 : 1일 2회,
1회 2정을 씹어서 섭취하십시오.
ㆍ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C 보충용 제품
ㆍ용

량 : 130g (1300mg X 100정)

048 | 2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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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 알지+
FOREVER ARGI+
비타민C, 비타민B6, 비타민B12, 비타민D, 엽산
보충을 위한 멀티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유해산소
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 시켜 주며,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합니다. 또한 세포와 혈액의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부원료로 L-아르기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섭취방법 : 1일 1회, 1일 1포(12g)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ㆍ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 멀티비타민제품
ㆍ용

량 : 360g (12g X 30포)

504 | 99,000원

포에버 라이트 울트라
FOREVER LITE ULTRA
라이트 울트라는 식물성 분리대두단백 54%
와 귀리단백 5%가 포함된 분말 형태의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입니다.
신체가 필요로 하는 비타민A, B, C, D3,
E와 엽산 및 무기질이 포함되어 식사의
일부를 대체 할 수 있으며, 과체중 및 저체중
이용자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ㆍ섭취방법 : 1일 1회, 1일 1포(35g)를 물, 우유
또는 두유에 기호에 맞게 타서 잘 흔들어 드십시오.
ㆍ식품유형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ㆍ용

량 : 525g (35g X 15포)

470 | 47,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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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 세트 FOREVER C9 SET
C9은 9일 동안 포에버 건강 기능 식품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습관을 만들기 위한 세트입니다.

547 | 320,100원

알로에 겔2, 프로폴리스, 라인크롬, 알지+, 라이트 울트라, c9 북클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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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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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n Care

인피니트 바이 포에버 하이드레이팅 클렌저
INFINITE BY FOREVER HYDRATING CLEANSER

알로에 36%

안정된 알로에 베라 겔, 사과추출물, 해바라기씨오일,
피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된 유백색 클렌져 입니다.
이 부드러운 클렌져는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며 부드
럽고 깨끗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554 | 38,500원 | 118ml

인피니트 바이 포에버 퍼밍 세럼
INFINITE BY FOREVER FIRMING SERUM
알로에 49%

안정된 알로에 베라 겔, 아미노산 펩타이드, 히알
루론산 나트륨, 유청단백질 등이 함유된 탄력 있는
피부를 갖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 세럼 입니다.

555 | 67,100원 | 30ml

인피니트 바이 포에버 리스토어링 크림
INFINITE BY FOREVER RESTORING CRÈME
안정된 알로에 베라 겔, 15종의 고품질 성분과
7종의 식물 아로마 성분이 피부에 탄력을 주고
부드럽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알로에 38%

*15종 고품질 성분 : 안정된 알로에 베라 겔,
스쿠알란, 리놀레산, 아르기닌, 호호바오일,
비즈왁스, 글리코스핑골리피드, 아사이베리,
석류, 센티페다컨닝하미,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트, 차잎, 자일리톨, 효모글루칸
*7종 식물성 아로마 : 오렌지, 라벤더, 페티트
그레인, 바질, 마조람, 유칼립투스, 라임

558 | 74,800원 | 48.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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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ydrated skin

2019 Product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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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BEST OF BOTH
SCIENCE AND NATURAL
INGREDIENTS

Hydrated skin

Restore skin’s moisture balance,
stimulate healthy collagen levels and
reduce the appearance of fine lines and wrinkles

인피니트 스킨 케어 키트
INFINITE SKIN CARE KIT
하이드레이팅 클렌저,
퍼밍세럼, 리스토어링크림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53 | 17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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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텍팅 데이 로션
PROTECTING DAY LOTION

알로에 5%

피부에 탄력을 주는 데이 크림이며, 영양공급 및 언더
메이크업 제품입니다. 알로에와 버섯 추출물, 허브식물
추출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기초화장 마지막 단계에서
완전히 마른 후 색조화장을 하세요.

557 | 47,300원 | 50ml

밸런싱 토너
BALANCING TONER

알로에 47%

알로에, 오이, 백차 추출물이 함유된 영양화장수입니다.
세안 후 피부에 남은 잔여물, 유분, 각질 등을 제거해
피부를 청정하게 하며 피부에 수렴효과를 주고 탄력
있는 피부로 만들어 드립니다.

560 | 28,600원 | 130ml

알로에 액티베이터
ALOE ACTIVATOR

알로에 49%

순수한 알로에 액으로 피부 어디에도 사용이 용이한
수렴, 영양 화장수 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촉촉함을 주며,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가꾸어
줍니다.

612 | 20,900원 | 130ml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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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 알파 E-펙터
ALPHA-E FACTOR
사용감이 가볍고 유연한 알파 E-펙터는 알로에
베라 겔에 비타민 A, C, E 식물성 기름, 비사볼올
외에 피부 보호 성분을 첨가했습니다. 피부에
탄력을 줍니다.
알로에 0.03%

187 | 34,100원 | 30ml

알로에 클린져
ALOE CLEANSER

알로에 39%

알로에 베라 겔 외의 자연성분이 함유된 순한
클린져 입니다. 눈에 자극을 주지 않고 유분이 적은
수용성입니다. PH와 보습 밸런스가 맞추어 졌습니다.
적은양으로도 화장기와 얼굴의 노폐물을 말끔히
씻어줍니다.

339 | 17,600원 | 118ml

마스크 파우더
MASK POWDER

알부민 70%

각질 제거,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알부민, 화이트머드, 알로에, 알란토인 그리고
허브가 함유 되어 있습니다. 세안 후 토너를 바른 후,
액티베이터와 마스크 파우더를 믹스하여 얼굴, 목,
손에 바르고 20~30분 후에 미온수로 세안합니다.

341 | 20,900원 | 2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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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딥클린징 엑스폴리에이터
ALOE DEEP-CLEANSING EXFOLIATOR

알로에 리프레싱 토너
ALOE REFRESHING TONER

안정된 알로에 베라 겔 및 호호바의 둥근
초입자는 모공의 지분과 각질을 제거
합니다. 피부 안쪽의 손상을 거의 주지
않는 완벽한 딥클린징입니다.

안정된 알로에 베라 겔, 호호바,
알란토인, 레몬, 백차추출액 외의 천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알콜로서
수분을 조절해주는 보습용 제품입니다.

278 | 27,500원 | 118ml

알로에 34%

279 | 49,500원 | 177ml

알로에 37%

알로에 퓨리파잉 클린져
ALOE PURIFYING CLEANSER

알로에 나리싱 세럼
ALOE NOURISHING SERUM

안정된 알로에 베라겔, 과일추출액 등 천연
성분이 함유된 순한 클린져입니다. 피부의
유분을 지나치게 빼앗지 않으면서 화장을
지우며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드립니다.

안정된 알로에 베라 겔, 백차추출액,
미모사추출액, 비타민 E, 그 외의 천연
성분이 함유되어 놀라운 영양 세럼으로
젊음을 회복 및 유지시켜 줍니다.

277 | 40,700원 | 177ml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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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39%

281 | 52,800원 | 118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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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버 이피블런스
FOREVER EPIBLANC
미백 효과가 우수한 알부틴과 안정된 알로에 베라
겔 등이 칙칙한 피부톤을 한 단계 밝고 투명하게
변화시켜줍니다. 유효 영양 성분이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해주고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미백제품입니다.
알로에 42%

236 | 26,400원 | 28.3g

포에버 R3펙터
R3 FACTOR SKIN DEFENSE CREME
알로에와 수용성 콜라겐, 비타민 A, &E 등이
함유되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알로에 35%

069 | 48,400원 | 56.7g

포에버 어루링 아이크림
FOREVER ALLURING EYES
포에버풍부한 알로에 베라 겔, 천연보습제,
코코넛 호호바 오일, 비타민 E, 그 외 하얀머드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눈 주위 영양과 보습을 주어
눈 주위 피부의 탄력과 유연을 돕습니다.
알로에 33%

233 | 25,300원 | 28.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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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히트 로션
ALOE HEAT LOTION

알로에 엠에스엠 젤
ALOE MSM GEL

알로에 베라 겔과 시원하게 하는 멘톨이
함유되어 빠른 침투력으로 바른 후 열이
나도록 하여 마사지 할 때 효과적입니다.

알로에 엠에스엠 젤은 알로에의 빠른
침투력과 MSM유황성분이 있습니다.

064 | 22,000원 | 118ml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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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40%

205 | 22,000원 | 118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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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84%

알로에 66%

알로에 베라 젤리
ALOE VERA GELLY

알로에 로션
ALOE LOTION

피부를 청결하게 해주며, 피부에 잘 침투
되며 진정시켜 줍니다. 기초화장으로
모이스춰로션이나 알로에 로션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풍부한 알로에 베라 겔, 호호바유, 콜라겐,
엘라스틴, 비타민 A, 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성피부, 민감성 피부에
좋습니다.

061 | 23,100원 | 118ml

알로에 74%

062 | 22,000원 | 118ml

알로에 37%

알로에 프로폴리스 크림
ALOE PROPOLIS CREME

모이스춰라이징 로션
ALOE MOISTURIZING LOTION

안정된 알로에 베라 겔, 벌집을 지켜주는
비프로폴리스, 피부에 가장 좋은 허브로
알려진 카모마일과 캠프리, 비타민 A와 E
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큰 효능이 있습니다.

순수한 알로에 베라 겔, 알란토인, 살구
씨유, 호호바유, 엘라스틴, 수용성콜라겐,
비타민A, E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얼굴과
몸 어디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051 | 25,300원 | 113g

063 | 22,000원 | 118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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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호호바 샴푸
ALOE JOJOBA SHAMPOO
순수한 알로에 베라 겔과 호호바유(아로마테라피)
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PH균형을 맞추어주며
무형광 물질의 특수 샴푸입니다.

알로에 40%

521 | 31,900원 | 296ml

알로에 호호바 컨디셔닝 린스
ALOE JOJOBA CONDITIONING RINSE
순수한 알로에 베라 겔과 호호바유, 마카다미아유는
피지과다 분비를 억제하고 비듬방지 및 갈라진 모발
회복과 코팅 효과로 건강한 머릿결로 유지시켜
줍니다.
알로에 37%

522 | 35,200원 | 296ml

아보카도 비누
AVOCADO FACE & HAND SOAP
보습력이 뛰어난 아보카도 오일이 함유되어 모든
피부타입 특히 건성피부 관리에 좋습니다. 자극없이
부드럽게 피부를 클렌징 하여 모공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84 | 9,900원 | 수분포함145.8g 건조126.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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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핸드소프
ALOE HAND SOAP
알로에 핸드소프는 100% 안정화 공정을 거친
알로에 베라 겔이 함유되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베이스를 만들고, 보습력을 향상시키는 오이 추출물,
레몬 껍질 추출물 및 올리브 오일 성분을 첨가하여
건조하고 거칠어진 손관리에 탁월합니다.
알로에 38%

523 | 23,100원 | 473ml

알로에 립스
ALOE LIPS
알로에 베라겔과 호호바유, 비왁스가 함유되어,
건조하고 갈라진 입술에 사용하며 진정, 유연,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콤펙트 사이즈로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사계절용의 캔디향 립글로스 입니다.
알로에 28%

022 | 4,400원 | 4.25g

포에버 알로에 스크럽
FOREVER ALOE SCRUB
알로에 베라 겔과 호호바 원형 초미립자가
결합되었습니다.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모공 속 피지물과 각질을 제거해줍니다.
클린져로 세안 후 젖은 얼굴에 2~3분간
가볍게 마사지 하십시오. T존 부위는 더욱
꼼꼼히 하시고 미온수로 씻어냅니다.
알로에 32%

238 | 23,100원 | 9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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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36%
알로에 치약
FOREVER BRIGHT TOOTHGEL
프로폴리스가 부성분인 알로에치약
으로 페퍼민트와 스피어민트가
함유되어 입안이 상쾌합니다.

028 | 13,200원 | 1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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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퍼스트
ALOE FIRST
천연 알로에 액과 비프로폴리스를 배합하여
피부 어디에도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자연
식물성 아스트리젠트입니다. 피부 거칠음 방지
및 수분 공급을 조절하여 피부를 유연하고
탄력있게 가꾸어 드립니다.
알로에 80%

040 | 37,400원 | 473ml

알로에 스타일링 젤
ALOE STYLING GEL
알로에 베라 겔이 들어있어 모발에 영양을 주는
헤어 젤입니다. 딱딱하게 굳지 않아 자연스러운
스타일 연출이 가능합니다.
알로에 44%

194 | 27,500원 | 227g

포에버 알로에 MPD
FOREVER ALOE MPD
다용도 고농축 세정제/합성세제 입니다.
기름때 및 얼룩 제거에 용이합니다.
자가품질검사번호 :
E-A01B-S00150001-A170 세정제
E-A02B-S00180001-A170 합성세제
알로에 0.5%

307 | 37,400원 | 946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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