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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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테라 온가드 칫솔은 최첨단 나노 기술로 칫솔모에 
금(金)을 첨가하여 항균 기능이 탁월하고, 
원적외선을 방사하여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FITI 시험 연구원 금나노 항균테스트 결과 99.9% 
항균력을 검증받았습니다. 
부드럽고 가는 칫솔모가 치아와 치아, 치아와 잇몸 
사이는 물론 미세한 틈새까지 프라그를 제거하며 
부드럽게 잇몸을 마사지 해줍니다.
일반 칫솔과 달리 프라그를 긁어내고 닦아주는 특수 
이중모 시스템으로 치아의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며 부드럽게 마무리된 짧은 하층모가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프라그까지 구석구석 깨끗이 
제거해 줍니다.

온 가족의 환하고 깨끗한 치아 건강을 위해 온가드 
프리미엄 치약과 함께 온가드 칫솔을 사용하세요.

주의사항(Cautions)

•칫솔모, 칫솔대를 뜨거운 물에 삶거나 끓이실 경우 
변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삼가하십시오.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잘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보관하십시오. 

•어린이가 양치 시 칫솔을 씹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다칠 수 있으니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해 주십시오. 

•모끝이 벌어지면 칫솔을 교환해 사용하십시오.

•칫솔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온가드® 칫솔

특장점(Key Ingredients and Benefits)

FITI 시험연구원 금나노 항균테스트 결과 99.9% 
항균력이 검증된 항균 칫솔입니다.

이중모 시스템으로 치아에 달라 붙어있는 
프라그를 긁어 주고 닦아주어 미세한 틈새까지 
깨끗이 관리됩니다.

가늘고 부드러운 상층모가 치아 사이사이 뿐만 
아니라 잇몸과 치아, 어금니의 미세한 틈새에 
끼어있는 프라그를 제거하고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줍니다.

온가드 칫솔
On Guard Toothbrush (4개입)

On Guard 
®
 Toothbrush

사용방법(Direction for use)

•적당량의 온가드 치약을 칫솔에 묻혀 구석구석 치아를  

닦아냅니다.

•위아래로 치솔질한 후 물로 헹구어 냅니다.

•온가드 내추럴 프리미엄 치약과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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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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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번호: 50721309
· 회원가격: 7,000원
· 용량: 4개입
· PV: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