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로우 폼

Active Botanical Nutritive Duo 30ml
PRODUCT INFORMATION PAGE

제품 설명(Product Description)
야로우폼 에센셜 오일은 전문가의 손길을 거친 야로우
에센셜 오일과 콜드 프레스 방식으로 추출된 석류씨 오일을
도테라만의 특별한 배합으로 블렌딩하여 빛나고 활력
넘치는 피부, 그리고 전반적인 피부 건강을 위한 진정한
인앤아웃 뷰티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두 가지 오일의 장점을 결합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킨
블렌드 오일로 피부 보호 단백질을 활성화 시키면서 우리 몸
의 전반적인 *전사 인자를 자연스럽게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
다.

· 활용방법:
· 향의특징: 풀향, 과일향, 톡쏘는 향
· Cosmetic 화장품

특장점(Primary Benefits)
야로우 에센셜 오일과 석류씨 오일이 특별한
배합으로 블렌딩된 도테라만의 독특한
제품입니다.
콜드 프레스 방식으로 추출된 석류씨 오일은
아름답고 인앤아웃 뷰티에 도움을 주며 특히
빛나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다양한 피부고민 해결과 피부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활용방법(APPLICATION METHODS)

피부민감도(SKIN SENSITIVITY)

향기(아로마)

희석 불필요

도포(바르는 방식)

희석 필요(여리고 민감한 피부)

섭취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

야로우 폼 30ml
Active Botanical Nutritive Duo 30ml

·
·
·
·

제품번호: 60211024
회원가격: 138,000원
용량: 30mL
PV: 114

도테라 야로우 폼 엑티브 보태니컬 듀오는 피부에 활력을 선
사하며 인앤아웃 토탈 뷰티 시스템으로서, 피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움을 줍니다. 주요 화학 구조는 푸닉산
(오메가5), 산화방지제, 베타카리오필렌,그리고 캠아줄렌 으
로 채식주의자 분들도 사용하기에 적합한(vegan-friendly) 제
품입니다.
특별한 야로우폼 에센셜 오일로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간
직하세요.

활용방법(Directions for use)
도포(바르는 방식):
•1~2 방울 정도를 사용할 부위에 떨어뜨린 후
발라줍니다.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캐리어 오일인 도테라 코코넛 오일과 함께 희석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부드럽고 빛나는 피부를 위하여 도테라 모이스처
라이저나 크림에 1~2방울을 추가하여 사용 합니다.
※에센셜 오일의 색상은 진한 파란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흡수됩니다.

아로마 Tips :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으면
기분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Cautions)
•100% 에센셜 오일 원액입니다. 자극이 있을 수 있으
니,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소량의 오일을 코코넛 오
일 등 캐리어 오일과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수유 중이거나 질병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의사
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눈, 귀 등 민감한 부위에는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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