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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Botanical Nutritive Duo

Yarrow   P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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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row   l   Pom
도테라 야로우 폼 에센셜 오일로 

신비로운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도테라 야로우 폼 에센셜 오일

Yarrow   l   Pom Essential Oil

Primary Benefits

·  야로우 에센셜 오일과 석류씨 오일이 특별한 배합으로 블렌딩된 

도테라만의 독특한 제품입니다. 

·  콜드 프레스 방식으로 추출된 석류씨 오일은 아름답고 빛나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주요화학 구조 : 푸닉산(오메가5), 산화방지제, 베타카리오필렌, 캠아줄렌 

Directions for use 

· 1~2 방울 정도를 사용할 부위에 떨어뜨린 후 발라줍니다.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캐리어 오일인 도테라 

  코코넛 오일과 함께 희석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  부드럽고 빛나는 피부를 위하여 도테라 모이스처 라이저나 크림에 1~2 

방울을 추가하여 사용 합니다. 

에센셜 오일의 클래식 블루 색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피부에 흡수되어 자연스러운 피부 톤으로 

되돌아 옵니다.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민감한 피부인 경우 도테라 

캐리어 오일인 코코넛 오일에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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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같은 클래식 블루의 야로우 폼 에센셜 오일은

빛나고 활력 넘치는 피부를 위한 

진정한 토탈 뷰티 케어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Yarrow  l   Pom Body Renewal Serum
사랑스럽고 럭셔리한 도테라 바디 리뉴얼 세럼은 

다양한 식물추출물과 순수한 도테라 CPTG® 에센셜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도테라 야로우 폼 바디 리뉴얼 세럼

Yarrow   l   Pom Body Renewal Serum

Primary Benefits

·  도테라 야로우 폼 바디 리뉴얼 세럼은 피부 건강에 효과적인 다양한 식물 

추출물과 순수한 도테라 CPTG® 에센셜 오일(로만 캐모마일, 유자, 페퍼민트, 

카낭가)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  석류씨 오일의 풍부한 푸닉산은 피부 장벽과 피부 본연의 힘을 기르는데 

효과적입니다.

· 석류의 에스테르는 빛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꾸어 주는데 좋습니다.

·  호호바,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포도씨 그리고 아르간트리커넬 오일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피부를 촉촉하고 생기있게 관리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 커피씨 추출물은 매끄러운 피부결로 가꾸어주며 

  피부 컨디셔닝에 효과적입니다.

Directions for use 

· 사용 전 내용물이 섞이도록 부드럽게 흔들어 줍니다.

· 하루에 두 번 몸에 얇게 펴 부드럽게 바릅니다.

· 가볍게 두드리며 충분히 흡수되도록 합니다.

· 실온에서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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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 도테라 야로우 폼 세럼으로 당신의 바디를 리뉴얼 하세요.

클래식 블루 색상의 야로우 폼 에센셜 원액이 함유되어 

있어 푸른 색상을 띄며, 자연스럽게 피부에 흡수되어 

자연스러운 피부 톤으로 되돌아 옵니다.

Tip



Active Botanical Nutritive Duo!
피부를 위한 유니크한 성분을 모두 담았습니다. 

Active Botanical Nutritive Duo!
피부를 위한 유니크한 성분을 모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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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row  l   Pom 야로우 폼

WORKS WELL WITH 함께 사용하면 좋은오일

RESEARCH 관련연구 CHEMISTRY 화학성분

44
야로우의 효능에 

관한 연구논문은

44개 발표 

되었습니다.

본 그래프는 해당 에센셜 오일의 주된 화합물들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성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PubMed,  

        2018년 11월 기준

불가리아

SOURCED FROM 원산지

방어

보호

진정

정화

ß-Pinene

Germacrene-D

ß-caryophyllene

Chamazulene

Sabinene



빛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진정한 토탈 뷰티 솔루션

야로우와 석류씨 오일의 장점만을 모두 담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도테라 야로우 폼 액티브 보테니컬 듀오가

이제, 꿈꿔왔던 신비로운 피부 변화를 선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8층

고객상담실  1600-5105

www.doterr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