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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us x aurantium 10ml Roll-On
네롤리 터치

특장점(Primary Benefits)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좋습니다.  

불안감과 긴장감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매끄러운 피부결 표현에 도움을 줍니다.

달콤한 네롤리 꽃향이 기분을 좋게 해드립니다.

· 활용방법: 

· 향의특징:  달콤한 향, 꽃 향, 시트러스 향, 신선한 향

· Cosmetic 화장품

네롤리 터치
Citrus x aurantium
10ml Roll-On 

· 제품번호: 60203995
· 회원가격: 71,000원
· 용량: 10mL
· PV: 59

 

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도테라 캐리어 오일인 코코넛 오일을 베이스로 하여 
가장 인기 있는 오일들을 블렌딩한 도테라 터치 
제품은 민감한 피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각 터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 고유의 특장점을 
보다 부드럽고 편리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롤리 에센셜 오일은 비터 오렌지(광귤) 나무의 
꽃에서 추출됩니다. 비터 오렌지 나무에서는 잎과 
잔가지를 증류하여 만들어지는 페티그레인 오일, 
꽃에서 추출되는 네롤리 에센셜 오일, 과일의 껍질을 
냉압착 하여 만드는 비터 오렌지 오일 세가지 에센셜 
오일이 추출됩니다. 
 
네롤리 에센셜 오일의 향기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연구에 따르면 네롤리 향은 심신을 
편안 하게 하고, 기분 전환에 도움을 주며 불안감을 
감소시켜 전반적으로 행복감을 증진시켜 줍니다. 감정 
뿐만 아니라 네롤리 에센셜 오일을 바르면 피부를 
진정 시키고, 피부 고민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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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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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방법(Directions for use)

도포(바르는 방식):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원하는 부위에 롤링 합니다.

•세안 후 보습을 위해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롤리 오일은 감광성 오일이 아니기 때문에   

 야외에 있을 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아로마     Tips : 목과 손목, 귀뒤 부위에 발라

 은은한 향기를 즐깁니다.

활용방법(APPLICATION METHODS)

도포(바르는 방식)

섭취

피부민감도(SKIN SENSITIVITY)

희석 불필요

희석 필요(여리고 민감한 피부)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

향기(아로마)

등록상표 (®, TM) 표시가 되어 있는 모든 문구는 dōTERRA Holdings, LLC. 소유의 상표입니다. © 2017 dōTERRA KOREA 네롤리 터치 PIP 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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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