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테라 딥블루 스틱+코파이바는 원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시원함과 편안함을 전달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도테라만의 수딩 블렌드 딥블루 에센셜 오일에
아마존에서 온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의 특별함을
더하고, 다양한 자연유래 식물추출물이 조화롭게
배합된 딥블루 스틱+코파이바의 놀라운 쿨링감과
편안함을 동시에 경험하세요. 

고체 스틱 타입으로 더욱 간편하고 손에 묻지 않아
끈적임없이 부드럽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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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특장점(Primary Benefits)

피부에 촉촉함을 선사하는 보습 에멀전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쿨링감과 편안함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운동 전/후 시원함과 개운함을 느끼고 싶을 때, 

긴장감이 느껴질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 절대 섭취하지 마십시오.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이나 점막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민감한 부위에 접촉이 발생했을 경우 물로 완전히
 헹구십시오.
•상처부위 및 손상된 피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수유 중이거나 질병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후 온열패드를 부착하거나 붕대를 단단히 감지
 마십시오.
•자극이나 홍조가 나타날 경우, 메스꺼움, 구토 및
 복부의 불편함을 느낄 경우, 고통이나 홍조가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또는 1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주의사항(Cautions)

Deep Blue™ Stick + Copaiba
딥블루 스틱 + 코파이바

활용방법(Directions for use)
도포(바르는 방식) :

• 뚜껑을 열고 용기 하단을 돌려 스틱을 올린 후
 얼굴을 제외한 몸의 필요한 부위에 충분히
 바른 다음 잘 스며들도록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사용 후 하단 캡을 다시 돌려 스틱을 내린 후
 뚜껑을 끝까지 돌려 단단히 닫아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필요로 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문질러 도포하세요.
•더욱 효과적인 사용을 원하신다면 딥블루
 에센셜오일 블렌드를 타겟 부위에 미리 도포한 뒤
 스틱을 발라주세요.

딥블루 스틱 + 코파이바
Deep Blue™ Stick + Copaiba

· 제품 번호: 60217643
· PV: 23

활용방법(APPLICATION METHODS)

도포(바르는 방식)

섭취

피부민감도(SKIN SENSITIVITY)

희석 불필요

희석 필요(여리고 민감한 피부)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

향기(아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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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법 : 
· 주요성분 : 딥블루 블렌드 오일,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