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아로마터치 테크닉
아로마 터치

1
단
계
이
완

1. 밸런스
전신의 이완을 촉진하며
마음을 차분하게 해줌
* 나무 향, 달콤하고 상쾌한 향

2. 라벤더 오일
긴장, 불안에 도움
수면환경 조성에 좋음
* 파우더 향, 가벼운 꽃 향

3. 멜라루카 오일
2
단
계
항
상
성

시원하고 상쾌한 향으로
피부 진정에 효과적
* 풀 향, 가죽 향, 생기있는 향

4. 온가드
활력을 원할 때 또는
환절기에 사용하면 좋음
* 나무 향, 장뇌 향, 따듯한 향

3
단
계
진
정

5. 아로마터치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어 긴장감을 풀어줌
* 민트 향, 맑고 상쾌한 향

6. 딥블루
편안한 진정효과와
시원한 쿨링감을 선사함
* 민트 향, 장뇌 향

4
단
계
활
력

7. 오렌지 & 페퍼민트
신선하고 달콤한 향으로
에너지와 활력을 선사함
* 신선한 감귤 향, 달콤한 향

8. 오렌지 & 페퍼민트
깨끗한 쿨링감으로 상쾌한
기분과 활력을 선사함
* 박하 향, 시원한 향, 풀 향

동작
① 엉치뼈에서 뒷목까지 척추 라인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며 한 방울씩 총 4방울 떨어트린뒤
엉치뼈를 시작으로 뒷목까지 바릅니다.
② 시계 방향으로 3회 원을 그리며 터치를 합니다.
③ 한 손은 정수리에, 다른 손은 엉치뼈에 손바닥을 3초간 대고 있습니다.  
① 엉치뼈에서 뒷목까지 척추 라인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며 한 방울씩 총 4방울 떨어트린뒤
엉치뼈를 시작으로 뒷목까지 바릅니다.
② 척추 라인을 기준으로 위쪽 방향으로 손바닥 교차 터치를 합니다.
③ 엉치뼈에서 뒷목까지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며 5존 터치를 합니다.
④ 귓볼부터 시작해서 귀 전체를 부드럽게 눌러주며 터치를 합니다.
① 엉치뼈에서 뒷목까지 척추 라인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며 한 방울씩 총 4방울 떨어트린뒤
엉치뼈를 시작으로 뒷목까지 바릅니다.
② 척추 라인을 기준으로 위쪽 방향으로 손바닥 교차 터치를 합니다.
③ 엉치뼈에서 뒷목까지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며 5존 터치를 합니다.
① 엉치뼈에서 뒷목까지 척추 라인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며 한 방울씩 총 4방울 떨어트린뒤
엉치뼈를 시작으로 뒷목까지 바릅니다.
② 척추 라인을 기준으로 위쪽 방향으로 손바닥 교차 터치를 합니다.
③ 엉치뼈에서 뒷목까지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며 5존 터치를 합니다.
④ 엉치뼈에서부터 뒷목까지 엄지 교차 터치를 3회 합니다.
① 엉치뼈에서 뒷목까지 척추 라인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며 한 방울씩 총 4방울 떨어트린뒤
엉치뼈를 시작으로 뒷목까지 바릅니다.
② 척추 라인을 기준으로 위쪽 방향으로 손바닥 교차 터치를 합니다.
③ 엉치뼈에서 뒷목까지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며 5존 터치를 합니다.
① 엉치뼈에서 뒷목까지 척추 라인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며 한 방울씩 총 4방울 떨어트린뒤
엉치뼈를 시작으로 뒷목까지 바릅니다.
② 척추 라인을 기준으로 위쪽 방향으로 손바닥 교차 터치를 합니다.
③ 엉치뼈에서 뒷목까지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며 5존 터치를 합니다.
④ 엉치뼈에서부터 뒷목까지 엄지 교차 터치를 3회 합니다.
① 발바닥에 오렌지 오일을 먼저 바르고 이어서 페퍼민트 오일을 바릅니다.
② 양손으로 두 엄지를 발꿈치에 두고 적당한 압력을 가하면서 발가락까지 지그재그로 이동하며
발 터치를 합니다.
③ 양손 엄지를 발꿈치에 올린 뒤 중간 정도 힘으로 꾹꾹 누르며 발가락 쪽으로 세로로 이동하며
핀 포인트 존 터치를 합니다.
① 엉치뼈에서 뒷목까지 척추 라인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며 한 방울씩 총 4방울 떨어트린뒤
엉치뼈를 시작으로 뒷목까지 바릅니다.
② 척추 라인을 기준으로 위쪽 방향으로 손바닥 교차 터치를 합니다.
③ 시계 방향으로 3회 원을 그리며 터치를 합니다.

에센셜 오일 안전하게 사용하기
· 자연에서 유래한 순수한 에센셜 오일만을 사용하고 라벨에 표시된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준수합니다. · 유,소아에게는 먼저 피부의 자극을 테스트하기 위해 소량의 오일을 사용합니다. 어린이는
· 민감한 피부에 사용 시에는 코코넛 오일 등 베이스 오일과 희석하여 사용하시고, 사용 중 붉은 반점,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손을 입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손에는 오일을 바르지 않도록
부어 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즉시 중단합니다.
합니다.
· 에센셜 오일은 눈, 귓 속,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 임신 중이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을 때, 혹은 에센셜 오일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사용
않습니다.
전에 의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실수로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지 않고 식물성 오일로 희석하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활용할 수
· 섭취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없는 에센셜 오일은 섭취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 극심한 피부 자극, 복통, 호흡 곤란을 경험할 때에는 에센셜 오일의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한 눈에 보는 아로마터치 핸드 테크닉
핸드 터치 방법

동작

1. 오일 바르기
① 상대방의 손바닥에 선택한 오일을 2~3방울 떨어뜨리고 얇게 골고루
발라주세요.

2. 손등 터치
①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등이 위로 올라오도록 잡고 엄지를 상대방의 손바닥 위에
올립니다.
② 손목부터 시작하여, 엄지로 손등의 피부를 바깥쪽으로 늘리듯 밀면서 손가락이
시작되는 부위까지 터치하며 내려옵니다.

3. 부분 터치
① 한 손으로 상대방의 한쪽 손을 잡고(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엄지를 손바닥 위에
올립니다.
② 엄지를 중간 정도 힘으로 누르면서, 1존부터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각 존을 꼼꼼하게 터치합니다. 손바닥 전체를 빠짐없이 터치합니다.

4. 핀 포인트 존 터치
① 엄지로 상대방의 다섯 손가락에 해당하는 부위를 훑어 내리듯 터치합니다.
② 먼저 엄지를 상대방의 손목과 가까운 곳에 두고 1존부터 시작합니다.
③ 상대방의 손가락 끝까지 내려가고, 양손 엄지를 바꿔가며 존마다 3회씩 반복
합니다. 존별로 같은 방식으로 터치합니다.
* 양손 엄지를 앞뒤로 놓고 터치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엄지가 앞선 엄지 바로 뒤에 오도록 합니다.

5. 지간 터치
① 상대방의 손을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놓고 한 손으로 손목을 잡습니다.
② 잡은 손으로 상대방의 손가락 사이 피부를 바깥쪽으로 밀어내듯 늘려줍니다.
밀어낸 피부가 여러분의 엄지와 검지 사이로 지나도록 터치합니다.
③ 손가락 사이마다 3회 반복하여 실시합니다.

핸드 터치 테크닉 추천 오일

밸런스

이지에어

시트러스 블리스

다이제스트젠

세레니티

인툰

(Balance)

(Easy Air)

(Citrus Bliss)

(DigestZen)

(Serenity)

(InTune)

나무향이 나는
따뜻한 느낌의
오일로, 안정감과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상쾌하고 투명한
향의 오일로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오렌지, 레몬, 자몽 오일
등이 배합된 블렌드
오일로,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

페퍼민트, 진저,
캐러웨이 오일 등이
배합되어 톡 쏘는
향으로 편안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따뜻한 향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안정감을
느낄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집중을 위한
블렌드 오일로,
자연의 흙향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느낌을 줍니다.

에센셜 오일 안전하게 사용하기
· 자연에서 유래한 순수한 에센셜 오일만을 사용하고 라벨에 표시된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준수합니다. · 유,소아에게는 먼저 피부의 자극을 테스트하기 위해 소량의 오일을 사용합니다. 어린이는
· 민감한 피부에 사용 시에는 코코넛 오일 등 베이스 오일과 희석하여 사용하시고, 사용 중 붉은 반점,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손을 입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의 손에는 오일을 바르지 않도록
부어 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즉시 중단합니다.
합니다.
· 에센셜 오일은 눈, 귓 속,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 임신 중이거나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을 때, 혹은 에센셜 오일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에는 사용
않습니다.
전에 의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실수로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지 않고 식물성 오일로 희석하시기 바랍니다.
· 본 프로그램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므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활용할 수
· 섭취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없는 에센셜 오일은 섭취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 극심한 피부 자극, 복통, 호흡 곤란을 경험할 때에는 에센셜 오일의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