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밸런스
(Balance)

이지에어
(Easy Air)

시트러스 블리스
(Citrus Bliss)

다이제스트젠
(DigestZen)

세레니티
(Serenity)

인툰
(InTune)

나무향이 나는 

따뜻한  느낌의

오일로, 안정감과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몸과 마음을 상쾌

하게 하는 오일로, 

편안한 호흡을 

도와주는데 

효과적입니다.

오렌지, 레몬, 자몽 오일 

등이 배합된 블렌드 

오일로,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페퍼민트, 타라곤, 

캐러웨이 오일 등이 

배합된 블렌드 오일로, 

편안한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향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안정감을 

느낄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집중을 위한 

블렌드 오일로, 

차분하게 가라앉혀 

집중력 향상에 

좋습니다.

한 눈에 보는 핸드 터치 테크닉

1. 오일 바르기

 ① 상대방의 손바닥에 선택한 오일을 2~3방울 떨어뜨리고 얇게 골고루

  발라주세요.

2. 손등 터치

 ①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등이 위로 올라오도록 잡고 엄지를 상대방의 손바닥 위에 

  올립니다.

 ② 손목부터 시작하여, 엄지로 손등의 피부를 바깥쪽으로 늘리듯 밀면서 손가락이 

  시작되는 부위까지 터치하며 내려옵니다.

3. 부분 터치

 ① 한 손으로 상대방의 한쪽 손을 잡고(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엄지를 손바닥 위에 

  올립니다. 

 ② 엄지를 중간 정도 힘으로 누르면서, 1존부터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각 존을 꼼꼼하게 터치합니다. 손바닥 전체를 빠짐없이 터치합니다.

4. 핀 포인트 존 터치

 ① 엄지로 상대방의 다섯 손가락에 해당하는 부위를 훑어 내리듯 터치합니다.

 ② 먼저 엄지를 상대방의 손목과 가까운 곳에 두고 1존부터 시작합니다. 

 ③ 상대방의 손가락 끝까지 내려가고, 양손 엄지를 바꿔가며 존마다 3회씩 반복

  합니다. 존별로 같은 방식으로 터치합니다.

  * 양손 엄지를 앞뒤로 놓고 터치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엄지가 앞선 엄지 바로 뒤에 오도록 합니다.

5. 지간 터치

 ① 상대방의 손을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놓고 한 손으로 손목을 잡습니다.

 ② 잡은 손으로 상대방의 손가락 사이 피부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듯 늘려줍니다. 

  밀어낸 피부가 여러분의 엄지와 검지 사이로 지나도록 터치합니다.

 ③ 손가락 사이마다 3회 반복하여 실시합니다.

※주의: 핸드 터치 테크닉은 (가정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에센셜 오일 활용법입니다.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본 기술을 이용하거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돌아가며, 그에 따른 소재지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핸드 터치 방법 동작

핸드 터치 테크닉 추천 오일

Hand Touch Technique Quick Re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