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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고,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  마사지에 사용하시면 피부가 따뜻해지고 시원해지는                 
복합적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피부에 마사지 하시면 마치 상쾌한 봄과 같은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친 뒤에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포라이프 에센셜 오일은 무엇인가요? 
포라이프™  에센셜 오일은 당신의 몸과 
정신, 그리고 삶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세계의 뛰어난 농장에서 엄선된 
원료들만을 수집하여 만들어 집니다. 
각각의 오일들은 순도, 품질, 아로마 효능 
그리고 식물이 갖은 특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독창적인 품질 검사인 
포라이프-피크(4Life-PIQ)를 통해 100% 
순수한 오일만이 갖는 특별한 품질과 
아로마 효능을 이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습니다. 포라이프 
에센셜 오일은 수증기 증류법이나 
냉압착법 혹은 용매추출법 등을 통해 
추출됩니다.

아로마 오일 타입   
활기, 원기, 회복, 달콤, 과일, 꽃   
 
원료의 근원  
윈터그린 잎오일 — 중국에서 자라는 
가울테리아 프로쿰벤스 잎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

페퍼민트오일 — 인도에서 자라는 멘샤 
피페리타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

녹나무껍질오일 — 중국에서 자라는 
시나몬 캠포라 나무의 껍질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

캐모마일 꽃오일 — 이집트에서 재배되는 
마트리카리아 레큐티타의 꽃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

목서꽃 추출물 — 중국에서 자라는 
오스만투스 프라그란스 꽃에서 고급 
용매추출법으로 추출

알고 계신가요?
순수한 에센셜 오일은 100% 천연 
성분에서 오는 기분 좋은 향기와 더불어 
다양하고 유익 한 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반면 합성향으로 이루어진 방향제와 바디 
스프레이는 때때로 일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사용법 

• 쿨터치를 디퓨저에 사용하여 환상적이고 
감각적인 놀라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캐리어 오일에 희석한 쿨터치를 
이용하여 당신의 발바닥, 귀 뒷부분 
그리고 손목을 포함하여 온 몸을 
부드럽게 지압해 보세요. 단, 민감한 
피부를 갖은 분들은 사용 전에 피부의 
좁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한 뒤 
사용하세요.

• 희석한 쿨터치 오일을 긴장되고 뭉친 
목과 어깨, 종아리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마사지하기에 좋으며, 특히 
강렬한 운동이나 스포츠 경기 후에 
효과적입니다.

함께 사용을 추천
트랜스퍼 팩터 알브이오®,                     
트랜스퍼 팩터™ 리뉴올™

주문 정보
 제품번호 120620011—1병(15ml)

사용법: 에센셜오일 1방울과 캐리어 오일 
4방울 이상을 함께 희석하여 필요한 국소 
부위에 사용하세요. 민감한 피부 부위는 
희석하는 캐리어 오일의 양을 높여 주세요.

전성분: 윈터그린잎오일,페퍼민트오일,
녹나무껍질오일,캐모마일꽃오일,
목서꽃추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