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력과 집중력이 필요할 때
씽커의 자연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씽커 10ml
Thinker: ‘깊은 생각’

향의 특징: 흙 향, 민트 향, 허브 향

베티버, 페퍼민트, 클레멘타인, 로즈마리,  
코코넛 오일이 조화롭게 배합된
블렌딩 오일

집중이 필요할 때 혹은 기분전환이 필요
할 때 관자놀이, 손목, 뒷목 등에 사용

Thinker™

씽커 - 집중블렌드

Calmer™

카머 - 휴식블렌드

잠자리에 들기 전 카머의 잔잔한
향기를 심호흡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카머 10ml
Calmer: ‘안정감’

향의 특징: 달콤한 향, 꽃 향, 부드러운 나무 향

라벤더, 일랑일랑, 부다 우드,
로만 캐모마일, 코코넛 오일이 조화롭게 
배합된 블렌딩 오일

휴식과 편안함, 이완이 필요할 때 손목, 
뒷목, 발바닥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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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순간 성장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특별하고, 파워풀한 키즈 컬렉션

블렌드 오일을 매일 사용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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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키즈 컬렉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키즈 컬렉션

Steady™

스테디 – 안정 블렌드

Stronger™
스트롱거 –
프로텍티브 블렌드

Brave™

브레이브 – 용기 블렌드

Rescure™

레스큐어 – 수딩 블렌드

스트롱거 10ml
Stronger: ‘강인함’

최상의 컨디션이 아닌것 같을때 기운을 
북돋거나 스스로를 독려하기 위해
스트롱거의 활기찬 향기를 느껴보세요.

향의 특징: 밝은 향, 레몬 향, 약간의 허브향

시더우드, 리씨, 프랑킨센스,
로즈, 코코넛 오일이 조화롭게 배합된
블렌딩 오일

긍정적인 기분과 활력이 필요할 때 
발바닥, 뒷목 등에 사용

레스큐어 10ml
Rescuer: ‘구조’

달리고 뛰고 신나게 놀고 난 뒤 몸과 
마음을 특별한 레스큐어 향으로
달래주세요.  

향의 특징: 나무 향, 민트 향, 꽃 향

코파이바, 라벤더, 스피어민트,
산초나무 껍질, 코코넛 오일이 조화롭게 
배합된 블렌딩 오일

바쁜 하루 끝 진정이 필요할 때 혹은
피곤한 다리, 어깨, 손 등에 사용

스테디 10ml
Steady: ‘침착’

긴장 또는 불안감을 느낄 때 감정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
스테디의 부드러운 향을 느껴보세요.  

향의 특징: 과일 향, 부드러운 나무 향, 솔 향

아미리스, 발삼 퍼, 코리엔더, 매그놀리아,
코코넛 오일이 조화롭게 배합된 블렌딩 오일

평온하고 균형 잡힌 마음이 필요할 때
혹은 휴식과 차분함을 위해 목, 손목,
발바닥 등에 사용

브레이브 10ml
Brave: ‘용감한’

변화 또는 새로운 상황을 시작하기에 앞서 
용기와 자신감이 필요할 때 브레이브의 
에너지 가득한 향을 느껴보세요.  

향의 특징: 따뜻한 감귤 향, 꽃 향, 옅은 매운 향

오렌지, 아미리스, 오스만투스, 시나몬,
코코넛 오일이 조화롭게 배합된 블렌딩 오일

활력과 자신감이 필요할 때 혹은
기분전환 시 손목, 손등, 뒷목, 발바닥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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