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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맑고 깨끗한 피부를 위한 도테라 에이치디 클리어 
시스템은 피부 진정과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 효과
적인 도테라만의 강력한 CPTG® 에센셜 오일 블렌드가
함유되어 있어 깨끗함과 촉촉함, 그리고 부드러움까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피지 분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피부 문제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층 업그레이드된 도테라의
간편 3단계 hdclear 시스템을 추천합니다.

10대 청소년들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연령대의
지복 합성 피부 전용 제품으로, 식물 유래성분이
피부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가꾸어 드립니다. 자연주의
스킨 솔루션, hdclear 간편 3단계 시스템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간편 1단계, hdclear 포밍 페이스 워시는 피부 정화와
톤 개선에 효과적인 도테라의 멜라루카(티트리), 
유칼립투스, 제라늄, 리사, 호 우드 등의 에센셜 오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순하고 깨끗하게 불순물을
제거할 뿐 아니라 피부를 청결하고 상쾌하게 가꾸어
줍니다. 활성 감초 뿌리 추출물과 버드나무 껍질이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고, 아미노산 성분이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여 세안 후에도 당기거나 건조하지 않은
촉촉한 피부로 유지시켜 줍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한 첫 단계는 클렌징입니다.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hdclear 포밍 페이스 워시로 피부
고민을 깨끗하게 지우세요.

주의사항(Cautions)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 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십시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사용방법(Directions for use) 

•손 바닥에 두번 펌프 한뒤, 젖은 얼굴과 목에 위쪽 
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 하세요. 

•미온수로 깨끗이 헹군 뒤 수건으로 가볍게 물기를 
닦은 후 다음 단계인 hdclear 토피컬 블렌드와 
페이셜 로션을 사용합니다.

HD Clear® Foaming Face Wash 50ml   
HD Clear® 포밍 페이스 워시 

특장점(Primary Benefits)

멜라루카(티트리)와 유칼립투스, 제라늄, 리사,
호 우드 에센셜 오일 등을 함유하여 촉촉하고
깨끗한 세안을 도와줍니다.

활성 감초 추출물과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이
순하고 부드럽게 클렌징해 줍니다.

해조류 추출물과 아미노산 성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블랙 커민 씨앗이 더욱 건강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가꾸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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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밍 페이스 워시
HD Clear Foaming Face Wash 50mL

· 제품번호: 60202500
· 회원가격: 32,000원
· 용량: 50 mL
· PV: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