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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a damascena 5ml
로즈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특장점(Primary Benefits)

피부의 수분 유지와 다양한 고민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맑고 깨끗한 피부결 표현에 효과적입니다.  

아름다운 장미 향기가 활력을 북돋아 주며 밝고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도움을 줍니다. 

· 활용방법: 

· 향의특징:  꽃향, 달콤한 향
· Cosmetic 화장품

로즈
Rosa damascena 5ml

비매품

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100종이 넘는 장미들이 있지만, 도테라 로즈페탈 
에센셜 오일은 불가리아 땅에서 자라고 증류되는 
다마스크 장미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 새벽 4시 장미 
향이 가장 짙은 이른 새벽부터 수확자들은 섬세한 
손길로 어린 장미 꽃잎을 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에센셜 오일 중 하나인 로즈페탈 
에센셜 오일은 수많은 장미 꽃잎을 선별하는 숙련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며, 5mL 로즈페탈 에센셜 오일 
한 병을 만들기 위해 갓 딴 장미 꽃 1만 송이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장미 꽃잎은 매우 섬세하기 때문에 수확한 
당일에 바로 증기 증류되어야 고유의 짙은 향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생산된 
로즈페탈 에센셜 오일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꽃향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스킨케어 단계에서 로즈페탈 에센셜 
오일을 소량씩 추가하여 사용하면, 피부 밸런스 
유지와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 균일하고 맑은 피부 
톤으로 가꾸어 주어 아름다운 피부 유지에 
도움을줍니다.

주의사항(Cautions)

•피부에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수유 중이거나 질병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눈, 귀 등 민감한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민감성 피부의 경우, 반드시 사용전 피부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활용방법(Directions for use)

도포(바르는 방식): 
•도테라 모이스처라이저 혹은 하이드래이팅 크림에   
 로즈페탈 에센셜 오일을 한방울 떨어뜨려 얼굴, 목,   
 데꼴테에 바릅니다. 
•피부 고민이 되는 부분에 소량 국소 도포하여   
 사용합니다. 
* 단, 피부가 민감할 경우 도테라 코코넛 캐리어 오일과  
 희석하여 사용하세요.

 아로마     Tips 
•손바닥에 떨어뜨려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으면 기분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도테라 라바 목걸이에 로즈 에센셜 오일을
 한방울 떨어뜨려 하루종일 매력적인 향기를
 느껴보세요. 편안하고 기분 좋은 느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활용방법(APPLICATION METHODS)

도포(바르는 방식)

섭취

피부민감도(SKIN SENSITIVITY)

희석 불필요

희석 필요(여리고 민감한 피부)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

향기(아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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