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베타케어 데오 컨트롤은 소취 효과로 Y존을 향기롭게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연유래성분과 프리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저자극성 약산성 데일리 여성청결제입니다.
일상 속 감추고 싶은 Y존의 불편함, 이제 향기롭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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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ch Hazel: 풍년화 추출물로서 효과적인 냄새관리를 돕습니다
지노베타케어 만의 유니크한 포뮬러가 건강하고 균형잡힌 Y존 케어를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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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elle: 외부요인으로부터 피부 보호
•Sensiva®: 피부 자극 감소 및 피부 진정 효과
• Citrofol™ Al Extra: 소취 효과
•Prebiotics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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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테스트 완료 저자극성 테스트 완료
Y존 내추럴 pH 밸런스 유지를 도움 세정, 소취, 피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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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지노베타케어 페미닌 워시 데일리 유즈 위치하젤 (250ml)
[사용법] 물기가 있는 손에 적당량을 덜어 세정한 다음 물로 깨끗이 헹구어 냅니다.
[전성분] 정제수,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라우릴글루코사이드, 글리세린, 코코-글루코사이드,
프로필렌글라이콜, 락틱애씨드, 수크로오스코코에이트, 소듐벤조에이트, 알파-글루칸올리고사카라이드,
향료, 에틸헥실글리세린, 트라이에틸시트레이트, 버지니아풍년화껍질/잎추출물, 에버라스팅추출물,
아시아홀리오크충영추출물, 알지닌, 류신
[사용 시 주의사항] 1)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 사항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4)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할 것 5)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6)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만 직전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7)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 것 8) 일부에 시험 사용하여 피부 이상을 확인할 것
※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사례보고: 한국먼디파마 080-800-5689)
[제조자] LF Beauty (Thailand) Limited, 21/7 Moo 6, Kookot, Lamlukka,
Pathumthani 12130, Thailand
[제조판매업자] 한국먼디파마(유)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 스퀘어 3층
(Tel : 080-800-5689)
[제조번호] 별도표시 [사용기한] 별도표시 (일,월,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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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 정제수,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라이콜, 수크로오스
코코에이트, 락틱애씨드, 소듐벤조에이트, 알파-글루칸올리고사카라이드, 향료,
에틸헥실글리세린, 트라이에틸시트레이트, 코코-글루코사이드, 글리세릴올리에
이트, 시트릭애씨드, 버지니아풍년화껍질/잎추출물, 에버라스팅추출물, 아시아홀
리오크충영추출물, 토코페롤, 하이드로제네이티드팜글리세라이드시트레이트,
레시틴, 알지닌, 류신, 아스코빌팔미테이트
[사용시주의사항]1)화장품사용시또는사용후직사광선에의하여사용부위가붉은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3) 보관 및 취급 시의 주의 사항 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나)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4)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할 것 5)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6)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만 직전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지 말 것 7) 프로필렌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신중히
사용할것8)일부에시험사용하여피부이상을확인할것※본제품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사례보고:한국먼디파마080-800-5689)
[제조자] LF Beauty (Thailand) Limited, 21/7 Moo 6,
Kookot,Lamlukka,Pathumthani12130,Thailand
[제조판매업자] 한국먼디파마(유)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416서울스퀘어3층
(Tel:080-800-5689)
[제조번호]별도표시
[사용기한]별도표시(일,월,연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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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펌프를가볍게눌러나온부드러운거품으로세정한다음물로깨끗이헹구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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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노베타케어 and GYNO-BETACARE are Registered Trademarks
: SENSIVA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Schulke
TM : CITROFOL is a trademark of Jungbunzlaur Ladenburg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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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지노베타케어 페미닌워시폼데일리유즈위치하젤(200ml)

500031

매일샤워 시

Made in Thailand
: GYNO-BETACARE and 지노베타케어
are Registered Trademarks
: SENSIVA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Schulke
TM : CITROFOL is a trademark of
Jungbunzlaur Ladenburg Gmb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