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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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레니싱 바디버터는 시어 버터와 코코아 
씨앗 오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꾸어 줍니다. 호호바 씨앗 
오일, 아보카도 오일은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를 위한 
보습력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줍니다. 오렌지와 
더글라스 퍼,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은 더욱 강력한 
피부 정화를 선사합니다. 
 
바디 피부는 얼굴보다 피지 분비가 적고, 조직이 
두꺼워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우므로 보습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피부 친화적인 식물 유래 
보습 성분과 풍부한 에센셜 오일로 건조한 바디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가꾸실 수 있습니다. 진한 
텍스처이나 발림성이 좋고, 사용 후 피부에 끈적임이 
남지 않아 더욱 좋습니다.

주의사항(Cautions)

•눈, 귀 등 민감한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 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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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Directions for use) 

•샤워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덜어 전신에 마사지 하듯이  
 충분히 발라줍니다.

•손, 팔꿈치, 무릎 등 보습이 필요한 부위에 충분히   
 발라줍니다. 

•도테라 엑스폴리에이팅 바디 스크럽으로 묵은 각질을 
 관리 한 후 로션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장점(Primary Benefits)

도테라만의 순수한 오렌지, 더글라스 퍼 에센셜 
오일이 피부를 깨끗하고 맑게 가꾸어 줍니다.

보스웰리아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이 피부에
활기를 불어 넣고 특별한 향기로 심신의 안정과
감정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시어 버터 성분이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건강한 유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아보카도 오일과 호호바 씨앗 오일이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고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꾸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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