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뜻하고 풍부한 향기를 선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일과 도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자연의 향입니다. 

밝고 달콤한 향기가 기분전환에 도움을 줍니다.

진화하는 아름다움 ‘이볼브’와 함께 점점 더 우아하게,
나날이 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보세요.
(‘이볼브(Evolve)’는 ‘진화하다, 발전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볼브 터치는 총 11가지 에센셜 오일을 도테라만의 특별한
배합으로 블렌딩한 오일로 생기발랄하고 밝은 느낌의 향기를
선사합니다.

이볼브에는 에너지와 활력을 느끼게 해주는 오렌지, 마음의
안정을 주는 베르가못과 바닐라 앱솔루트, 따뜻한 느낌의
베티버와 통카 빈 앱솔루트,  달콤함의 조합 매그놀리아와
일랑일랑 그리고 네롤리, 우디한 향의 샌달우드,  아름다운
꽃 향기의 자스민 에센셜 오일과 코코넛 오일이 조화롭게
블랜딩 되어있습니다. 

매력적이면서도 희망과 의욕을 충전시켜주는 아로마
향기가 일상 속에서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혹은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도움을 줍니다. 

롤 온 병에 담겨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볼브 터치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더욱 행복하고 밝게 빛나도록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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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Primary Benefits)

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눈, 귀 등 민감한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하십시오. 

•  금속성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스테인레스 볼 사용 전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제품 사용 후 최소 12시간 동안 직사광선과 자외선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Cautions)

Gala Blend 10mL
이볼브 터치

이볼브 10mL
Gala Blend 10ml Roll-On

활용방법(APPLICATION METHODS)

도포(바르는 방식)

섭취

피부민감도(SKIN SENSITIVITY)

희석 불필요

희석 필요(여리고 민감한 피부)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

향기(아로마)

· 활용방법: 

· 향의특징: 따뜻한 향, 꽃 향, 달콤한 향

· 전 성 분: 와일드 오렌지, 샌달우드, 매그놀리아 잎, 일랑일랑, 

 베르가못, 베티버, 자스민 앱솔루트, 매그놀리아, 

 통카 빈 앱솔루트, 네롤리, 코코넛오일, 바닐라 

 앱솔루트

· 주요 화학구조: 리모넨

· Cosmetic 화장품

활용방법(Directions for use)

도포(바르는 방식) :

•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원하는 부위에 롤링 합니다.

• 세안 후 보습을 위해 사용하면 좋습니다.

 아로마     Tips : 

• 목과 손목, 귀뒤 부위에 발라 은은한 향기를 즐깁니다.

· 제품번호: 60219485
· 회원가격: 36,000원
· 용량: 10 mL
· PV: 30
· 특별소장 한정판(비매품)
· 2021 얼리버드 커넥션 BOX 특별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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