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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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가드 목캔디는 개별 포장된 드롭 타입으로 입안과 
목을 개운하고 상쾌하게 유지하기 편리할 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온가드 오일 블렌드를 
즐기실 수 있어 누구에게나 추천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주의사항(Cautions)

•하루 5개 이상 섭취하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Protecting Throat Drops
온가드® 목캔디

특장점(Primary Benefits)

無인공향료, 無색소 제품입니다.

목을 많이 사용할 때 드시면 좋습니다.

목이 건조하고 칼칼할 때 사용하면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이 텁텁할 때 드시면 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 증진에 좋은 온가드 블렌드 오일을 함유하고 
있는 캔디 제품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목캔디로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총 내용량 : 120g, 450kcal

1회 분량당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영양성분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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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 기준 이므로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대두, 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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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성분기준치: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활용방법(Directions for use)

섭취: 

•성인 또는 5세 이상 섭취 하십시오.

•1알씩 섭취하며 환절기나 목이 불편할때

필요에 따라 2시간마다 섭취할 수 있습니다. 

•5세 이하의 영 유아는 섭취를 권장하지 않으며, 

섭취를 원할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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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드 목캔디
Protecting Throat Drops 120g (30개)

· 제품번호: 34051409
· 회원가격: 18,000원
· 용량: 30개
· PV: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