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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도테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 온가드 제품 
라인은 정화의 특성을 가진 오렌지, 클로브, 시나몬,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오일 등이 최적의 비율로 배합된 
온가드 블렌드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 증진에 더욱 
좋습니다. 

도테라 온가드 생활 제품들은 화학물질이나 독성이 있는 
성분들을 최대한 배제한 자연주의 제품으로, 생활 속 작은 
부분까지 건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온가드 세탁세제는 프로텍팅 블렌드인 온가드 
에센셜 오일 10ml와 바이오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더욱 
강력한 세정력으로 오염과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연 친화 세탁세제로, 1병으로 최대  64회까지 
세탁할 수 있는 6배 초고농축 제품입니다.

연약한 내 아이의 피부를 위해,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으로 
민감해진 우리 가족을 위해 안전하고 더욱 깨끗한 온가드 
자연 친화 세탁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Cautions)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닿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세요.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사용 후 잔량은 원래의 용기에 다시 넣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제품이 얼었을 경우 변질 우려가 있으니 상온에서 사용하십시오.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억지로 벗기지 마십시오.

•넘어진 채로 방치되면 액이 흘러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변색, 탈색 등의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시,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사전  
변색, 탈색 등의 유무를 확인 한 후 사용하십시오. 

On Guard 
®
 Laundry Detergent

온가드® 세탁세제

특장점(Key Ingredients and Benefits)

도테라 프로텍티브 온가드 오일이 10ml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연 유래 효소 성분을 함유하여 세정력은 
강력하고 안전성은 더욱 뛰어납니다.

6배 초고농축 액체세제로 경제적입니다.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연 
친화 세탁세제입니다.

활용방법(Directions for use)

•아래 표준사용량을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탁량
세제량(ml) 물의양(L)

일반 드럼 일반 드럼

많은빨래
(10kg 이상)

60ml 20ml 170L 113L

보통빨래
(6~9kg)

30ml 15ml 140L 80L

적은빨래
(5kg 이하)

15ml 8ml 109L 5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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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드 세탁세제
On Guard Laundry Detergent 947ml

· 제품번호: 60202827
· 회원가격: 39,000원
· 용량: 947 mL
· PV: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