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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도테라 스파는 도테라만의 순수한 CPTG® 에센셜 
오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홈스파 전용 고급 
바디 케어 제품 라인입니다. 조화롭게 블렌딩 된 식물 
유래 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어 주고, 오랫동안 
촉촉함과 상쾌함을 전해 드립니다.
 
도테라 스파 머드 마스크는 순수한 CPTG® 에센셜 
오일과 각종 식물 추출물, 그리고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 머드 성분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있어 피부에 
풍부한 미네랄과 영양을 공급합니다.
 
피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 머드 마스크는 모공
관리와 피부 고민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미르, 주니퍼 베리, 자몽 에센셜 오일의 싱그러운 
향으로 집에서도 고급 스파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폐물로 막힌 모공은 피부가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우수한 흡착력으로 묵은 각질과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조화로운 식물성 보습 
성분 배합으로 부드럽게 피부 속부터 촉촉하게 수분을 
채워주는 도테라 스파 머드 마스크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피부로 가꾸세요.

사용방법(Directions for use) 

•중성, 약건성 피부 타입: 

  세안 후 얼굴, 목, 쇄골 부위에 고르게 펴 바른 뒤 개인의 
 피부 민감도에 따라 1~3분 후에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주 1~2회 사용을 권장합니다. 

•지성, 복합성 피부 타입:

 세안 후 얼굴, 목, 쇄골 부위에 고르게 펴 바른 뒤 개인의 
 피부 민감도에 따라 3~10분 후에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주 2~3회 사용을 권장합니다. 

•팔, 다리, 엉덩이, 등 각질이 많은 부위와 전신에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특장점(Primary Benefits)

피부를 깨끗하고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미르, 
주니퍼베리, 자몽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영양 공급과 수분 보호막 형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시어버터 성분이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어 촉촉하게 가꾸어 줍니다.

묵은 각질과 피부 속 노폐물을 관리하여 피부를
깨끗하고 맑게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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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번호: 37491309
· 회원가격: 21,000원
· 용량: 113.4g
· PV: 14

주의사항(Cautions)

•눈, 귀 등 민감한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 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십시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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