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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주의사항(Cautions)

사용방법(Directions for use)

 

Whitening Moisture Mist Toner 148ml 

에센셜 스킨케어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 토너

특장점(Primary Benefits)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을 함유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

도테라 CPTG 로즈, 프랑킨센스,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함유

100% 자작나무 수액을 베이스로 촉촉하게 유지

보습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과 알로에베라잎, 
자극 완화를 위한 알란토인 함유

건강한 피부 밸런스를 위한 약산성

92% 자연유래 성분으로 더욱 순하고 부드럽게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 토너
Whitening Moisture Mist Toner 

· 제품번호 : 60222062

· 용량 : 148mL

· 회원가격: 30,000원

· PV : 24

도테라 프리미엄 뷰티는 순하고 좋은 성분을 담아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프리미엄 뷰티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 토너는 

도테라만의 로즈, 프랑킨센스, 라벤더, CPTG 에센셜 

오일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있으며, 식약처에서 인증한 

미백 기능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함유하여 

피부 톤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00% 자작나무 수액을 베이스로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 깊숙이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 촉촉함을 선사합니다. 

보습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과 알로에베라잎, 자극 

완화를 위한 알란토인이 함유되어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를 

어리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92% 자연유래 성분과 pH 5.4 ~ 5.9의 약산성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 토너가 순하고 건강한 피부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피부 그대로, 순수한 자연의 힘을 경험 

하세요.

•아침, 저녁 세안 후 스킨케어의 시작 단계에서 
   미스트 토너를 충분히 바르고 가볍게 두드리듯 
    흡수시켜줍니다.

•화장솜에 미스트 토너를 묻혀 얼굴과 목 부위 전체를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부드럽게 정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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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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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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