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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ightening Blend 5ml
어센드

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에는 
도전과 시련, 좌절을 겪게 되는 순간이 생기기 마련 입니다. 그럴 때 
밝고 경쾌한 향기와 함께 활기를 끌어올려주는 요가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요가 컬렉션은 보다 완벽한 요가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특별한 향의 
프리미엄 요가 블렌드 오일입니다. 앵커(안정 블렌드), 얼라인(집중 
블렌드), 어센드(깨달음 블렌드) 3종으로 구성된 요가 컬렉션은 각각 
특별한 향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찬란하게 빛내줄 것입니다.

도테라 요가 컬렉션의 깨달음 블렌드, 어센드는 밝고 달콤한 꽃 
향기로 긍정적인 기분을 지니도록 도와줍니다. 자몽, 레몬, 
오스만투스, 멜리사, 시베리안 퍼 에센셜 오일과 코코넛 오일이 
조화롭게 배합된 어센드는 여러분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의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분을 끌어올려줄 것입니다. 어센드의 밝고 
경쾌한 향과 함께 고도의 활력을 요구하는 요가 자세를 수행하여 
기분 전환과 활력 증진을 경험해 보세요.

어센드(Ascend)는 '오르다', '올라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장점(Primary Benefits)

요가를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어센드는 밝고 달콤한 꽃 향기의 에센셜 
오일입니다.

밝고 달콤한 향이 행복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을 향상시키고 싶을 때 
긍정적인 기분이 들도록 도와주는 향입니다.

· 활용방법:

· 향의특징:  시트러스 향, 풍부한 꽃 향, 달콤한 향,

밝은 향

· Cosmetic 화장품

주의사항(Cautions)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수유 중이거나 질병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눈, 귀 등 민감한 부위에서는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민감성 피부의 경우, 반드시 사용전 피부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을 바른 후 12시간 동안은 자외선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활용방법(APPLICATION METHODS)

향기(아로마)

도포(바르는 방식)

섭취

피부민감도(SKIN SENSITIVITY)

희석 불필요

희석 필요(여리고 민감한 피부)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

활용방법(Directions for use)

도포(바르는 방식): 
•관자놀이, 손목, 목뒤 등에 국소적으로 바르면 행복한 기분이   

들도록 도와줍니다.
•운동, 학업, 업무 등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루고 싶을 때  

사용하면 밝고 긍정적인 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로마      Tips :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으면

기분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어센드의 향과 가장 어울리는 요가 동작은 ‘활 당기는 
자세’, ‘반달자세’, ‘비튼 하프문 자세’ 입니다. 요가 운동 
시, 또는 바쁜 일상 속 언제든지 사용해보세요.

요가컬렉션 

· 제품번호: 60207023
· 회원가격: 27,000원
· 용량: 5mL
· PV: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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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화장품 소비자가격은 회원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회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책정하는 금액으로 권장 소비자 가격이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