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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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배합으로 블렌딩 된 천연 
유래 성분이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어 주고, 하루 종일 
촉촉함과 상쾌함을 전해 드립니다.
 
도테라 스파 로즈 핸드 로션은 산뜻하고 매혹적인 향의 
로즈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피부를 매끄럽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손 전용 로션입니다. 식물유래 보습 
성분이 부드럽게 발리면서 영양을 공급하여 탄력있는 
손으로 가꾸어 줍니다. 피부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로즈 에센셜 오일의 은은한 장미 꽃잎 
향기가 기분까지 편안하고 밝게 전환시켜 줍니다. 
 
로즈 핸드 로션에는 도테라 에센셜 오일 중에서도 가장 
값비싼 로즈 에센셜 오일의 특별한 향과 효과 만큼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도테라 힐링핸즈 
재단™의 사회공헌사업입니다. 도테라 힐링핸즈 재단은 
세계 각국의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수백만 명의 삶을 
개선시키는 일에 참여해 온 도테라의 사회공헌단체 
입니다. 전 세계에 치유의 힘과 희망을 전하고, 질병과 
빈곤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 
하는 것이 바로 도테라 힐링핸즈 재단의 목표입니다. 
 
도테라 스파 로즈 핸드 로션을 구입하시면 전액 힐링 
핸즈 재단으로 기부됩니다.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로즈 핸드 로션으로 작은 희망을 전해 보세요. 

사용방법(Directions for use)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적당량을 덜어내어 골고루 펴 
  바릅니다.

•강력한 보습이 필요할때 손에 듬뿍 발라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건조함을 느낄 때마다 손에 수시로 발라줍니다.

특장점(Primary Benefits)

피부를 매끄럽고 윤기나게 가꾸는 효과로 잘 
알려진 불가리안 로즈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마카다미아 씨앗 오일이 놀라운 
모이스처라이징 효과를 발휘하여 피부 수분을 
지켜줍니다.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고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그윽한 장미향의 핸드 로션입니다.

로즈 핸드 로션의 판매 금액은 도테라 힐링 핸즈 
재단에 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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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번호: 60200528
· 회원가격: 20,000원
· 용량: 100 mL
· P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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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