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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ōTERRA Protecting Shampoo
도테라 프로텍팅 샴푸

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품질 최우선 주의 철학을 그대로 담은 도테라 프로텍팅 
샴푸는 도테라만의 100% 순수 CPTG 에센셜 오일과 
자연에서 온 식물 성분을 담은 순한 헤어 케어 제품입니다.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성분만을 
까다롭게 선별하여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매일 사용해도 
건강하게 헤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순한 제품으로 
고안되었습니다. 

프로텍팅 샴푸는 93% 자연유래 성분의 Ph5.5 약산성 샴푸로 
외부 자극 요인으로부터 모발과 두피를 보호해줍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비건 제품으로 인증 받은 도테라 
프로텍팅 샴푸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량 76% 절감 용기를 사용하였고, 코코넛과 팜나무 
유래 천연 식물 성분은 고릴라와 숲을 보호하면서 
윤리적으로 채취한 고가의 RSPO 인증 원료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피부 임상 테스트를 통해 두피와 각질 개선과 
손상된 모발 큐티클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고, 자극지수 
0.00의 저자극 제품입니다. 

진심을 담은  순수 헤어 케어 도테라 프로텍팅 샴푸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 결을 가꾸어 보세요.

특장점(Primary Benefits)

도테라 CPTG 페퍼민트, 티트리, 스피어민트,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 함유 

93% 자연유래 성분으로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수분 밸런스를 위한 pH 5.5 약산성 샴푸

비건 인증 완료 (한국 비건 인증원)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자극지수 0.00)

피부 임상테스트 완료* 

   - 두피 & 각질 개선 

   - 손상된 모발 큐티클(거칠기) 개선 효과

 *(주)OATC 피부임상시험센터

사용방법(Direction for use)

•미온수로 두피와 모발을 적신 후, 적당량의 샴푸를 덜어   
 두피와 모발에 2~3분 정도 골고루 마사지 합니다.   
 깨끗하게 클렌징을 마친 다음 미온수로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어 준 후 도테라 데일리 컨디셔너와   
 리브인 컨디셔너(2022년 출시예정)로 마무리해 줍니다.

주의사항(Cautions)

• 사용 후에 충분히 물로 씻어내지 않을 경우,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물로 씻어내십시오.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 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피부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하십시오.
•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 할 것   
•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고온 또는 저온의 장소 및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보관하지  
 마십시오. 
•천연 성분으로 인해 색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테라 프로텍팅 샴푸
dōTERRA Protecting Shampoo

품질 최우 선주의 도테라, 무첨가 성분
: 동물성 원료, 광물성 오일, PEG 계면활성제, 합성색소,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
 트라이에탄올아민, 에탄올, 페녹시에탄올, 인공향료, 
 합성점증성분, 파라벤 7종, 에탄올, 미세플라스틱

*샴푸 공병

© 2021 dōTERRA KOREA 도테라 프로텍팅 샴푸 PIP v1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등록상표 (®, TM) 표시가 되어 있는 모든 문구는 dōTERRA Holdings, LLC. 소유의 상표입니다.

1개

· 제품 번호: 60217881
· 회원가격: 36,000원
· 용량: 500ml
· PV: 26

LRP 2개

· 제품번호: 60217922
· 회원가격: 47,000원
· 용량: 500ml
· PV: 30
*LRP 구매시, 공병 1개 무료 증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