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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딥블루 (Deep Blue)’ 는 ‘편안하게 하는 (Soothing 
Support)’이라는 브랜드 의미를 가진 도테라만의 
독특한 제품 라인으로 딥블루 제품들은 모두 
원터그린, 캠퍼, 페퍼민트, 블루 탠시, 블루 캐모마일, 
헤릴 크리섬, 오스만투스 등 100% 천연 에센셜 
오일을 혼합하여 만든 도테라 고유의 딥블루 블렌드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딥블루 럽은 5ml 딥블루 블렌드 오일이 1병이 
통째로 함유되어 있는 크림타입의 바디제품으로 
운동 후 또는 피로하거나 뭉친 근육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쿨링 효과와 동시에 따뜻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특히 천연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발림성이 좋고, 부드럽게 잘 흡수되어 바르는 즉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20ml 용량의 튜브 타입과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2ml 샘플 팩(한 팩당 10개)이 있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Cautions)

•절대 먹지 마십시오.

•상처나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꽉 끼는 붕대 사용은 피하고 보온 또는  
 냉패드를 사용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삼킨 경우, 즉시 의사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오.

•눈, 귀 등 민감한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Deep Blue® Rub 
딥블루 럽 

특장점(Key Ingredients and Benefits)

윈터그린, 페퍼민트, 블루탠시, 블루 캐모마일 등 

관절과 근육에 효과적인 식물원료들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있습니다.

운동 전후,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과중한 업무로 뭉친 근육이나 관절이 불편할 때 등 

시원함을 필요로 하는 부위에 흡수될 때까지 

부드럽게 발라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딥블루
® 

럽
 

Deep Blue® Rub
120ml

· 제품번호: 38901309
· 회원가격: 47,000원
· 용량: 120 mL
· PV: 36

샘플 팩(10개x2ml)

· 제품번호: 38951309
· 회원가격: 7,000원
· PV: 0

샘플 팩(5box)

· 제품번호: 38971309
· 회원가격: 33,000원
· PV: 9

활용방법(Directions for use)

도포(바르는 방식): 
•적당량을 덜어 원하는 부위에 흡수될 때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더 강력한 쿨링감을   
 원할 경우 바디로션 등 다른 제품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릅니다.
•어린이의 경우,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 있으니  
 소량을 로션 등에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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