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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자연의 힘을 극대화한 도테라 New 에센셜 스킨케어 
콜렉션은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로 가꾸는데 효과적인 
에센셜 오일과 엄선된 식물 성분이 조화롭게 배합된 
고품격 이너 뷰티라인입니다. 도테라만의 과학적이고 
유니크한 기술이 적용되어 매끄럽고 건강한 피부 
표현을 선사할 뿐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도테라 아이크림은 고순도의 
프랑킨센스, 일랑일랑꽃, 블루탠지 CPTG®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 연약한 눈가 주변 피부의 
집중적인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식물 추출물의 
혁신적인 성분 배합이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주며 
탄력 있고 밝은 피부 표현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물성 성분인 바쿠치올은 세월의 흔적으로 
인한 피부고민 해결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예민하고 얇은 눈가 주변을 특별한 도테라 
아이크림으로 관리해보세요.

특히 인체적용 시험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입증된 
도테라만의 특별한 기술력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주의사항(Ca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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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눈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 주변 사용시  주의하십시오.

•상처가 있는 곳 또는 습진 및 피부염 등의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 후에는 반드시 마개를 닫아두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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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성분에 민감한 분들은 스테인레스 볼 사용 전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Directions for use)

•윗부분을 눌러 적당량을 펌핑 후 롤러볼에서 
나오는 아이크림을 눈가 주변에 롤링하며
흡수시킨 후 약지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타이트닝 세럼을 충분히 흡수시킨 뒤 눈가 관리를 
위해 아이크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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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Key Ingredients and Benefits)

메도우폼 시드 오일이 깊은 보습감을 선사합니다.

풀루란, 홍조류 추출물의 생체고분자 성분이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고, 빠른 리프팅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쿠치올 성분이 빛나는 피부 톤과 어리고 탄력있는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 에센셜 아이크림 인체적용시험 결과 제품 사용 4주, 8주 후
   피부의 강도, 탄력, 피부결(부드러움), 눈 밑 붓기, 눈밑다크서클       
   항목에서 차감자 100% 모두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기관: 국제임상기관 IRSI
-기간: 2017. 4. 24 ~ 6. 26 (8주간)
-대상: 성인여성 33명 (40세에서 69세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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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아이크림 
Essential Eye Cream 15mL

· 제품번호: 60203616
· 회원가격: 65,000원
· 용량: 15 mL
· PV: 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