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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음식과 함께 매일 한 팩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가좋아하는이유

• 다른 인기 브랜드에 비해 뛰어난 영양성분‡

• 8가지 핵심 영양소 100% DV 함유

• 11 가지 필수 비타민 및 미네랄

• 시중에 다른 젤리 제품보다 3 배 더 많은 DHA + EPA 제공

•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

• 건강한 두뇌 발달에 도움*

• 건강한 눈 기능 지원*

• 면역 지원 제공*

• 편식가들의 영양 부족을 채우는 데 도움

• 모든 팩에 3가지 맛의 젤리 4개:  베리, 딸기 레모네이드, 체리!

• 1 개의 편리한 일일 휴대용 팩!

• Shaklee 는 구매할 때마다 Vitamin Angels® 에 기부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영양 지원을
제공합니다.

All-in-One 
Vitamin Gummy 
Packs for Kids        
(어린이용 올인원 비타민 젤리 팩)

MEOLOGY™ KIDS

부모에게는 쉽고 아이들에게는 재미있게 자랄 수 있도록 이 올인원

보충제는 8가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100% DV, 두뇌와 눈 건강을

지원하는 필수 오메가-3 300 mg, 면역 지원 영양소의 강력한 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9580 | 25 인분
소매 가격: $43.30 | 회원 가격: $36.85 | PV: $20.00
매달 구독시 $35

2개 구입시, 10% 할인
3개 또는 그이상 구입시, 15% 할인†

‡다른브랜드의자세한영양정보는각회사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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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Meology Kids 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간단합니다.
1. 맞춤 제작 – 자녀의 이름을 알려주고 가장 좋아하는 아이콘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2. 휴대용– 편리한 일일 휴대용 팩이 매달 집으로 배달됩니다
3. 기부 –Meology Kids를 구매할 때마다 Shaklee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영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Vitamin Angels® 에 기부 합니다

각 팩에 몇개의 구미(gummies) 가 들어 있나요?
각 Meology Kids 팩에는3개의 구미(gummies)와 1개의 제리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베리맛 슈퍼 비타민(Super Vitamin) 
구미 2개, 체리맛 수퍼 이뮤니티 (Super Immunity) 구미 1개, 딸기 레모네이드 맛 오메가-3 젤리 1개(호일 팩).

Meology Kids에는 어떤 영양소를 제공합니까?
각 Meology Kids 팩에는 11가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비타민 A, C, D 와 E, 비타민 B, 아연, 요오드) 제공하며, DV 100% 
이상의 8가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또한 DHA 300 mg + EPA 포함. 일상적인 Life Shake™ (Meology Kids 추가 제품 옵션)와
결합 시 — 1 수쿱과 8 oz. 저지방 우유 — 아이들은 추가로 단백질 10g, 섬유질 3 g, 그리고 캴슘, 철분, 인, 마그네슘, 칼륨
등을 포함하여 추가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합니다.

우리 아이는 언제 Meology 보충제를 섭취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당신의 아이가 음식과 함께 보충제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와 함께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면 기억하기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제아이는 4세 미만입니다.  Meology Kids을 섭취할 수 있나요?
Meology Kids는 4세 이상 어린이용입니다.  4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세 미만인 경우 담당 의사와 상의
하십시오. 

큰 아이들은 하루에 한 팩이상을 섭취해야 합니까?
아니요, 서빙 크기는 4-18세의 모든 어린이를 위한 1일 1팩입니다. 

제 아이는 몇살 부터 성인 Meology로 옮겨야 하나요?
Meology Kids 는 4-18세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인 Meology 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18세 부터 성인 Meology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18세 이상입니다.  어린이용 Meology 를 섭취해도 되나요? 그리고 된다면 몇 봉지를 먹어야 할까요?
Meology Kids는 어린이를 위한 기초 영양을 제공하도록 셜계되었지만 아직 어린 마음이 있다면 매일 1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이는음식알레르기가있거나특정한식단을선호합니다.  권장제품에피해야하거나피해야하는성분이포함되어
있는지어떻게할수있습니까? 
어린이용팩에포함된모든제품은무땅콩, 무견과류, 글루텐프리, 밀무첨가, 유당무첨가, 유제품무첨가, 콩무첨가, 달걀
무첨가, 조개무첨가입니다.  각슈퍼비타민구미는(Super Vitamin Gummy)는또한채식주의자; Super Immunity Gummy 
는채식주의자; 그리고오메가-3 제리는무설탕입니다. 
추천페이지에서, 각제품설명바로아래,모든관련제품속성에대한표시아이콘을찾을수있습니다.  어떤제품이적절한지,
특정한우려사항이있는경우항상자녀의의사와상의하십시오.  

Meology Kids 팩을 사용자 정의하려면(customize)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의 이름 (또는 닉네임)과 원하는 개인 아이콘으로 자녀의 팩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meologykids.com 으로 이동한 다음, 
FOR KIDS 아래에 있는 GET STARTED 클릭하십시오.  

이미 Meology plan을 수립하여 자녀를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meology.com 으로 이동하여 VIEW MY PERSONALIZED PLAN 
을 클릭하십시오.  왼쪽 상당에 토글(toggle)이 있습니다. Me Kids를 클릭한 다음, 오른쪽 상단에 있는 GET STARTED를
클릭하십시오!

Meology Kids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까?
Meology Kids 팩은 수령 후 60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MEOLOGY™ KIDS

All-in-One Superior Kids’ Nutrition (어린이용올인원비타민젤리팩)

* 다음설명들은미국식품의약품국에의해평가받지않았습니다. 본제품은진단, 치료, 처치또는질병예방을목적으로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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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오메가-3 젤리가(Omega-3 Gelly)호일에 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메가-3 젤리는 (Omega-3 Gelly) 이 혁신적인 젤리 전달 형태의 효능과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도음이 되도록 호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에게 호일에서 작은 젤리를 펀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싶을 것입니다 J.

Meology Kids 할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첫째, Meology Kids 를 매달 반복 주문으로 설정하면 $35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별 가격은 Meology Kids를 여러개
주문할 때 추가 할인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거래에서 Meology Kids 2개를 구매하고 Meology Kids 주문 2개 모두 10% 할인 받기.
• 동일한 거래에서 Meology Kids 3개 이상 구매하고 각 Meology Kids 주문당 15% 할일 받기.
Meology Kids 주문을 일회성 구매로 함께 구매하거나 로열티 주문의 일부로 함께 구매하고 매월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자녀(multiple kid) 할인을 받으려면 여러 Meology Kids 주문을 동일한 거래에 구매하고 동일한  
주소로 함께 배송해야 합니다. 

매달 Meology Kids 주문을 기억해야 합니까?
Meology Kids를 장바구니에 추가하면 매월 반복 주문으로 자동 추가되므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각
주문에 대한 최상의 가격도 제공됩니다!  그러나 직접 재주문을 관리하려면, 장바구니 페이지에서 자동 배송 상자를 선택
취소 하기만 하면 됩니다. (“Deliver every 30 days and earn up to 15% in Loyalty Points/30일 마다 배송하고 최대 15% 
로열티 포인트 적립”).

Meology Kids 가 25일 공급량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일정한 스케줄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5일 분량으로 매월 말에 남은 팩이
없습니다.  또한 더 적은 수를 사용하면 모든 가족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Vitamin Angels 기부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Meology Kids를 구매할 때마다, Shaklee는 도음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삶을 변화기키는 영양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Vitamin   
Angels 에 기부 합니다.  Vitamin Angels는 모든 산모가 건강한 임신을 하고 모든 어린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웁니다. 1994년에 설립된 Vitamin Angels는 미국과 전 세계의 소외된 임산부와 5세 미만 어린이에게 증거 기반 영양
중재를 제공하는 글로벌 공중 보건 및 영양 단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vitaminangels.org 를 참조 하십시오.

Meology Kids 팩은 재활용 가능한가요?
네!  Meology Kids 팩은 재활용 코드 4 와 7입니다.  적절한 폐기 지침은 현지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한 포장 옵션을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 Meology personalized 팩은 이미 개별 플라스틱 보충 병보다 환경
친화적입니다. 또한 팩 디스펜서 상자도 100% 재활용 가능하며 풍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속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
졌습니다. 배송 상자도 100% 재활용 가능합니다.

Meology Kids 구매시 무료 Shaklee 멤버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Meology Kids를 구매하면 $19.95 상당의 Shaklee 멤버십이 무료입니다!     
https://us.shaklee.com/member-benefits/join-options 에서 회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성인 Meology 와 Meology Kids 로열티 주문을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 Meology 오토쉽에 Meology Kids 주문을 추가하기만 하면 같은 날짜에 같은 주소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1회 이상을 섭취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Meology Kids에 포함된 구미와 젤리는 사탕이 아니므로 호기심 많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권장
사용량은 1일 1팩입니다. 혹 아이가 실수로 5팩 이상 섭취한 경우, 925-734-3638 로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제품 지원에 전화
하십시오.  업무후에는 1-800-SHAKLEE 또는 독글물 관리에(poison control) 1-800-222-1222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기간한정제공. 12/31/2021까지전체 Shaklee 가족에게유효합니다.같은주문에 2개의meology kids 주문시 10% 할인.  같은주문에 3개또는이상주문시
15% 할인. Shaklee는언제든지이프로모션을취소하거나변경할권리가있습니다. Https://us.Shaklee.Com/current-offers에서제안세부정보를
참조하십시오.  

All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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