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트&우드 허브&플라워

에센셜 오일

유칼립투스

잎의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샤프한 향입니다.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싶을 때 추천하는 민트와 우드향

100%천연성분의 무인양품 에센셜 오일
식물의 은혜가 담긴 단품 오일과,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블렌드를 준비했습니다.

65600300 10ml / 30ml 9,900원 /24,900원

티트리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시원한 향입니다. 
공기 순환이 어려운 현관이나 화장실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5600348 10ml 14,900원

페퍼민트

시원하고 청량한 향으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65600386 10ml 14,900원

라벤더

부드러운 우디향과 플로럴 향이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65600294 10ml / 30ml 11,900원 / 29,900원

레몬그라스

레몬에 신선함과 풋풋함이 더해져 달콤하면서도 
강렬한 향이 심신을 리프레쉬 해줍니다. 

65600331 10ml 11,900원

로즈마리

시원한 청량감에 살짝 쓴맛이 나는 향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줍니다.

65600362 10ml 11,900원

베르가못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감귤 계열의 향으로, 
플로럴 향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기분을 고양시켜주고, 활기를 줍니다.

65600317 10ml / 30ml 14,900 / 39,300원

스위트오렌지

감귤을 대표하는 달콤하고 신선한 향으로, 
밝은 기운을 줍니다.

65600324 10ml / 30ml 8,900원 / 22,900원

그레이프후르츠

풍부한 과즙의 향에 살짝 쓴맛을 가미한 향입니다. 
산뜻한 향으로, 거실뿐만 아니라 공부방이나 세면대
에서 사용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65600355 10ml 9,900원

레몬

시트러스를 대표하는 향으로, 깔끔하고 상큼한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65600379 10ml 11,900원

라임

조금 독특한 쓴맛이 있는 청량하고 
시원한 시트러스 향입니다.

65600393 10ml 11,900원

수면

베르가못, 스위트오렌지 등을 혼합하여, 
느긋하고 차분한 향으로 완성했습니다. 
깊은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65600409 10ml 14,900원

휴식 시간

라벤더, 스위트오렌지 등을 혼합하여 부드럽고 차분한 
향입니다.  편안하게 휴식할 때 추천합니다.

65600416 10ml 14,900원

잠시 휴식

신선하고 밝은 향입니다. 
시트러스를 대표하는 레몬, 스위트오렌지, 베르가못, 
주니퍼 베리 등을 혼합했습니다.

65600423 10ml 14,900원

환영

레몬 향에 유칼립투스 등을 혼합한 친숙하고 세련된 
향입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65600430 10ml 14,900원

귀가

유칼립투스 향에 베르가못, 레몬 등을 혼합했습니다.
밝은 향으로 재충전을 가질 때 추천합니다. 

65600447 10ml 14,900원

초원

파출리, 사이프러스, 타임 등을 블렌딩한 향기입니다.
드넓은 초원이 연상되는 청량하고 깔끔한 잔향이 특징입니다.

65600447 10ml 16,900원

휴식을 취할 때 추천하는 허브와 플라워 향기

시트러스 블렌드
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 추천하는 감귤향 기분과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향 

Essential Oil

ㅣ원산지ㅣ  중국     ㅣ추출방법ㅣ 수증기증류법      ㅣ추출부위ㅣ 잎

ㅣ원산지ㅣ  이탈리아     ㅣ추출방법ㅣ 냉압착법      ㅣ추출부위ㅣ 열매

ㅣ원산지ㅣ  아르헨티나     ㅣ추출방법ㅣ 냉압착법      ㅣ추출부위ㅣ 과피

ㅣ원산지ㅣ  인도   ㅣ추출방법ㅣ 냉압착법      ㅣ추출부위ㅣ 열매

ㅣ원산지ㅣ  멕시코   ㅣ추출방법ㅣ 냉압착법      ㅣ추출부위ㅣ 과피

ㅣ원산지ㅣ  브라질   ㅣ추출방법ㅣ 냉압착법      ㅣ추출부위ㅣ 과피

ㅣ원산지ㅣ  호주    ㅣ추출방법ㅣ 수증기증류법       ㅣ추출부위ㅣ 잎, 잔가지

ㅣ원산지ㅣ  인도   ㅣ추출방법ㅣ 수증기증류법       ㅣ추출부위ㅣ 잎

편백

편백나무 향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러운 향기로부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5600386 10ml / 30ml 16,900원 / 42,900원

ㅣ원산지ㅣ  일본   ㅣ추출방법ㅣ 수증기증류법       ㅣ추출부위ㅣ 나무

ㅣ원산지ㅣ  불가리아     ㅣ추출방법ㅣ 수증기증류법      ㅣ추출부위ㅣ 꽃

ㅣ원산지ㅣ  인도   ㅣ추출방법ㅣ 수증기증류법       ㅣ추출부위ㅣ 잎

ㅣ원산지ㅣ  스페인   ㅣ추출방법ㅣ 수증기증류법       ㅣ추출부위ㅣ 잎, 잔가지

숲

시더우드, 유칼립투스, 편백 등을 블렌딩했습니다. 숲을 연상케하는
깊고 진한 향으로 집중력을 필요로 할 때 추천합니다.

65600447 10ml 16,900원



38734079  16.8cm×  12.1cm 99,000

/

02464868  8cm×  14cm 59,000

Interior Fragrance

9,90002868307  7.6cm×  12.2cm

Aroma diffuser & Aroma pot

02494063  7.5cm×  7.5cm×  3.7cm 9,900

02868284 9,900
02494291 9,900

18959112 8,9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