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라이프™ 에센셜 오일 티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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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하고 평온한 아로마 향기를 제공합니다.

•  포라이프 트랜스퍼 팩터™ 가 함유된 전세계 유일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  이 독창적인 오일이 제공하는 놀라운 평온함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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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신선, 달콤, 감귤, 나무, 민트, 견과, 
스파이시

원료의 근원  
오렌지껍질 오일 — 브라질산 오렌지 
껍질에서 냉압축법에 의해 추출

광곽향잎 오일 — 인도네시아에서 
재배되는 포고스테몬 카브린(파출리) 
잎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

페퍼민트 오일 — 미국 워싱턴의 
야키마 밸리에서 재배되고 있는 멘샤 
피페리타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

클라리 오일 — 프랑스에서 재배되는 
살비아 스크라레아(클라리 세이지)의 
상부에서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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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하는 사용법 

• 디퓨저를 활용하여 티포스를 실내에 
발향하거나, 목욕 시에 당신의 욕조에 몇 
방울을 떨어트려 사용하시면 평온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에센셜 오일 향기를 통해 평화로운 
명상의 순간을 경험해 보세요.

• 캐리어 오일에 희석한 티포스를 당신의 
손목, 귓 뒷부분, 목 주변 또는 발바닥에 
사용해 보세요. 단, 민감한 피부를 갖은 
분들은 사용 전에 피부의 좁은 부위에 
먼저 테스트한 뒤 사용하세요.

• 따뜻한 물을 적신 타월에 몇 방울의 
티포스를 떨어트린 뒤 가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시면 답답한 마음이 부드럽게 
진정됩니다.

• 캐리어 오일에 희석한 티포스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피부에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함께 사용을 추천 트랜스퍼 팩터® 

아연, 트랜스퍼 팩터 플러스® 아연, 
트랜스퍼 팩터® 리오비다®, 트랜스퍼 
팩터™ 리뉴올™

주문 정보
 제품 번호 120620009—1병(15ml)

사용법: 에센셜오일 1방울과 캐리어 오일 
4방울 이상을 함께 희석하여 필요한 국
소 부위에 사용하세요. 민감한 피부 부위
는 희석하는 캐리어 오일의 양을 높여 주
세요.

전성분: 오렌지껍질오일,광곽향잎오일,페
퍼민트오일,클라리오일,콜로스트럼,난황
추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