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0 (일직동 163-3) 코스트코 홀세일

423-090 / COSTCO WHOLESALE KOREA LTD. 40, Iljik-ro, Gwangmyeong City, Gyeonggi Province, Korea (163-3, Iljik-dong), 423-090, KOREA

코스트코 회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회원님께서 구매하신 Item # 576201 백세주 500ml x 4병입 ( 2012년 8월 19일부터 2015년 5월 15일 생산분),
그리고 Item # 597710 자양강장 백세주 4호 세트 (강장백세주/ 2011년 5월 28일부터 2015년 3월 19일 생산분)
의 회수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이는 백수오 관련, 제조사인 (주) 국순당의 자발적 회수 요청으로 진행되는 건입니다.
해당제품을 구매하신 회원님들께서는 제품의 잔량 여부에 상관없이 가까운 코스트코 매장에 오셔서
환불 받으실 것을 공지해 드립니다.
당사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가장 위생적인 제품을 회원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코스트코 매장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코스트코 콜센터(1899-99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코스트코 회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트코 홀세일 드림

DEAR VALUED COSTCO MEMBERS,

Costco Korea is participating in a voluntary recall on following items,
Item # 576201 Bekseju 500 ml x 4 bottles (produced from August 19, 2012 to May 15, 2015) and
Item # 597710 Premium Bekseju Set (Gangjang Bekseju produced from May 28, 2011 to March
19, 2015) from Kooksoondang.
If you have purchased this item, please return it to the nearby Costco warehouse for a full refund
(open or unopened product).
Costco Korea has and will maintain robust food safety protocol in Korea and abroad to provide
the best quality merchandise and to insure the safety of product.
Please contact nearby Costco warehouses or Costco call center (1899-9900),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and appreciate your assistance.




Sincer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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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점 (Yangpyu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56 (양평동 3가 65) / 양재점 (Yangjae)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59 (양재동 217-6) / 상봉점 (Sangbong)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36 (상봉동 81) / 일산점 (Ilsan)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5 (백석동 1312) / 대전점(Daejeon)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로 41 (오류동 116-3) / 대구점(Daegu)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97 (산격동 1817) / 부산점(Busan)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락로 137 (망미동 195-1) / 울산점(Ulsan)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78-12 (진장동 283-3) / 광명점 (Gwangmyeong)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0 (일직동 163-3) / 의정부점(Euijeongbu)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489번길 9 (민락동 162-2) / 천안점(Cheonan)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 6로
77 (차암동 438) / 코스트코 콜센터 ☎ 1899-9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