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stful Blend 10 mL Roll-on

 
 

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키즈 콜렉션은 어린이를 위한 
10ml 블렌드 에센셜 오일 6종(씽커, 리스큐어, 
브레이브, 카머, 스트롱거, 스테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순간 성장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특별하고 파워풀한 키즈 콜렉션 블렌드 오일을 매일 
사용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카머, 휴식 블렌드 오일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나무 
향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 사용하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잔한 향기를 심호흡하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보세요. 

카머는 도테라 CPTG 라벤더, 일랑일랑, 부다 우드, 
로만 캐모마일, 코코넛 오일이 조화롭게 배합된 블렌딩 
오일로 진정과 이완이 필요할 때 손목, 손등, 뒷목, 
발바닥 등에 사용합니다. 
특히, 부다 우드 에센셜 오일은 특별한 자연의 향기로 
이따금씩 느껴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카머™

· 활용방법:

· 향의특징:  달콤한 향, 꽃 향, 부드러운 나무 향 

· Cosmetic 화장품

주의사항(Cautions)

•3세 미만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눈, 귀 등 민감한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십시오.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하십시오.

•금속성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스테인레스 볼 사용 전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장점(Key Ingredients and Benefits)

부드러운 나무 향이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과 릴렉싱에 

도움을 줍니다.

휴식과 편안함, 이완이 필요할 때 뒷목, 가슴, 손목, 

발바닥 등 원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키즈 콜렉션 - 카머
Calmer 10ml Roll-On

· 제품번호: 60208744
· 회원가격: 29,000원
· 용량: 10 mL
· PV: 24

 

 

활용방법(APPLICATION METHODS)

방향(디퓨징)

도포(바르는 방식)

섭취

피부민감도(SKIN SENSITIVITY)

희석 불필요

희석 필요(여리고 민감한 피부)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

사용방법(Directions for use) 

•어른의 지도하에 손목, 손등, 뒷목, 발바닥 혹은 원하는 

부위에 바릅니다.

•디퓨저 팔찌, 락디퓨저 등에 롤링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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