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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아름답고 빛나는 머릿결을 위한 도테라 살롱 에센셜 
헤어 케어는 도테라만의 특별한 에센셜 오일의 효능이 
두피와 모발에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고안된 
헤어 전용 제품 라인입니다. 도테라 살롱 헤어 케어로 
전문 헤어샵에서 관리 받은 듯 모발을 한층 부드럽고 
건강하게 케어하실 수 있습니다.

도테라 살롱 에센셜 헬씨 홀드 글래이즈는 끈적임 없는 
가벼운 크림 타입으로 풍성하고 멋진 헤어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는 헤어 스타일링 제품 

입니다. 특히, 도테라 CPTG® 에센셜 오일과 풍부한 
식물 추출물이 두피와 모발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여 
머릿결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며 
환경오염, 펌과 염색 등으로 손상된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케어해 드려 그 특별함이 더합니다.

도테라의 헬씨 홀드 글래이즈는 무겁지 않으면서 자연 
스럽게 스타일링 하길 원하시는 분, 건조하고 푸석 
거리는 머릿결이 고민이신 분,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 
자극 받은 두피와 모발을 순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 
두피와 모발을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싶으신 분, 어린 아이들 까지 온 가족이 모두 사용 할 
수 있는 헤어 케어 제품입니다.

주의사항(Cautions)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 오름, 가려움증,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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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Directions for use)

•도테라 프로텍팅 샴푸와 스무딩 컨디셔너 사용 후  
타올로 모발의 물기를 어느 정도 (약 80%) 제거한  
상태에서 제품을 손에 적당량 덜어 모발에 바릅니다.

•헤어의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바르면서 원하는 모습으로  

스타일링합니다.

•드라이와 같은 가열된 스타일링 도구를 사용하기 전  
마른 모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웨이브가 있는 경우, 결에 따라 충분히 발라주면 더욱  
탱글탱글한 웨이브를 촉촉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Salon Essentials ® Healthy Hold Glaze
살롱 에센셜 헬씨 홀드 글래이즈

특장점(Key Ingredients and Benefits)

영양과 보습을 위한 로션 타입의 트리트먼트 헤어 
제품으로 젖은 모발에도, 마른 모발에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끈적임 없는 산뜻한 제형으로 볼륨있게 헤어 
스타일링을 지속시킵니다.

풍부한 컨디셔닝으로 모발을 보호, 강화하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머릿결을 더욱 촉촉하고 
건강하게 가꾸어 줍니다.

도테라 에센셜 오일이 부드러운 머리결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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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롱 에센셜 헬씨 홀드 글래이즈
Salon Essentials Healthy Hold Glaze 120ml

· 제품 번호: 36271309
· 소매가: 35,000원
· PV: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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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