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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ōTERRA Baby Hair & Body Wash
도테라 베이비 헤어 & 바디 워시

Safe, Mild & Natural 



동아프리카산 

무야오 시어버터

보습, 활력

티어 프리

티어프리 인체적용시험

자극 최소화

바닐라 추출물

향기로운 촉촉함

소중한 우리 아이를 위한 도테라 베이비 헤어&바디 워시는

순한 자연유래 성분만을 까다롭게 엄선하여,

타고난 아기 본연의 순수한 피부 밸런스를 그대로 보호하면서

피부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클렌징 해줍니다.

100% 천연 라벤더, 로만 캐모마일 CPTG 에센셜 오일과

사과 추출물, 무야오 시어버터가 조화롭게 배합되어,

은은한 자연의 향기를 선사하는 동시에,

촉촉하고 부드러운 아기 피부결을 그대로 간직해 줍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에 사용하는

올인원 도테라  베이비 헤어&바디 워시는 

아기의 눈에 자극이 덜한 

착하고 순한 티어프리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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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100% 에센셜 오일

진정, 안정, 부드러움

사과 추출물

피부 영양 공급, 보습

“섬세한 우리 아기 피부 촉촉하고, 부드럽게”“순수 성분만을 담아 안전하고, 순하게”

“소중한 내 아기를 위한 단 하나의 선택, 도테라 베이비 헤어&바디 워시로 
우리 아이와 아늑한 목욕 시간을 즐겨 보세요.”

Safe, Mild & Natural Gently Cleanse Delicate Baby Skin

Tear-free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인원 All-in-one
도테라 베이비 헤어&바디 워시



dōTERRA Baby Hair & Body Wash
도테라 베이비 헤어 & 바디 워시

dōTERRA Baby Hair & Body Wash
도테라 베이비 헤어 & 바디 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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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Benefits

  품질 최우선주의 도테라의 철학을 담아 유해성분은 모두 배제하고, 꼭 필요한 순수 

자연유래 성분만을 담았습니다. 

  순하고 착한 성분만 유니크하게 배합되어 아기 피부 본연의 밸런스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피부 속 노폐물을 부드럽게 닦아줍니다.

  100% 천연 라벤더와 로만 캐모마일 CPTG 에센셜 오일이 바닐라 추출물과 조화롭게 

배합되어 은은한 아기 향을 선사하고 피부 진정을 도와줍니다.

 무야오 시어버터의 특별한 지방산이 연약한 아기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해 줍니다.

Uses

  손이나 부드러운 면 수건에 적정량을 덜어낸 후, 머리와 몸에 발라주세요. 거품을 

부드럽게 문질러 준 후, 적정한 온도의 물로 깨끗이 헹궈주세요. 

  매일 사용해도 좋은 순한 제품입니다.

* 베이비 로션 2020년 출시 예정

 60208229     20,000원     12 29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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ōh! 아기 피부 상식 Tip

  피부의 보호막이 무너지면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쉽게 이야기 하면 피부의 보호막이 무너진 병입니다. 보호막이 무너지면 

알레르기 물질도 잘 침투하고 세균감염도 잘되어서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분의 손실이 더 많아져 건조해지기 쉬운데,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가려워져 

긁거나 자극을 주다 보면 더 큰 피부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N지식백과 

https://m.terms.naver.com/entry.nhn?docId=2109719&cid=48636&categoryId=48636

Primary Benefits

  티어프리(tear-free) 인체적용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아기 눈에 들어가도 

자극이 덜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편하게 한 번에! 

도테라 헤어&바디 워시는 전신에 사용

하는 올인원(All-in-one) 제품입니다.

  도테라 베이비 헤어&바디 워시는 소량 

만 사용해도 풍성한 거품으로 부드럽

게 클렌징할 수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온 100% 천연 에센셜 

오일의 은은한 향기가 목욕 중 아기의 

기분을 편안하게 도와줍니다.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순하고 착한 제품입

니다.

※ Wash only



INGREDIENT SHEET

Baby Hair and Body Wash    베이비 마사지 Tip 

4~5개월부터는 아이 피부와 근육도 꽤 단단 

해지고 힘이 생깁니다. 이 때부터는 아이 몸을 

마사지해주거나 팔다리 운동을 돕는 체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션 또는 코코넛 오일을 함께 사용합니다. 

아이 피부가 건조하다면 반드시 사용합니다. 

  이럴 때 하면 좋아요 

- 아이가 많이 짜증났을 때

- 아이가 변비가 있을 때

- 이가 날 때처럼 아이가 통증을 느낄 때

- 아이가 더 잘 움직이도록 도움을 주고 싶을 때 

- 아이와 신뢰를 쌓고 싶을 때 

   아기 목욕 Tip  

  하루 5분, 1주일에 3~4회면 충분!

젖먹이 아기는 발육이 왕성하므로 청결을 

유지하고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성인보다 목욕을 자주 시켜야 합니다. 

이후에는 목욕은 1주일에 3~4회도 충분 

하지만, 목욕하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매일 

시켜도 좋습니다. 목욕 시간이 길면 아이가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목욕은 최대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면 좋아요!

오전 10시~오후 2시 중 아이가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정하여 목욕을 시키세요. 만약 

밤잠을 설치는 아이라면 저녁 수유 후 30분~1

시간 정도에 시키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내 소중한 아기를 위한 단 하나의 선택” “Safe, Mild & Natural, 도테라 베이비 헤어&바디 워시”

The Choice For Your Baby Happy Baby, confident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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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기능 원료

정제수 베이스 물

소듐라우릴 글루코사이드 

하이드록시프로필네이트
클렌저 식물

카프릴릴/카프릴글루코사이드 클렌저 식물

사과추출물 보습 식물

시어버터 수분 식물

라벤더 오일 에센셜 오일 식물

로만캐모마일꽃오일 에센셜 오일 식물

바닐라열매 추출물 에센셜 오일 식물

글리세린 보습 식물

카프릴하이드록사믹애씨드 보존 식물

소듐 파이테이트 안정 식물

페네틸알코올 보존 식물

소듐 클로라이드 점도 미네랄

시트릭애씨드 Ph 조절 발효 식물

잠깐! 마사지할 때는…

  아이가 배고플 때나 수유 직후에는 좋지 않습니다. 식사와 식사 시간 사이에 해주세요. 

   아기에게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는 꼭 코코넛 오일과 희석하여 소량 사용해 주세요. 

아기의 발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