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성분 9가지 無첨가!
이앤네이처 티스미 치약

이앤네이처 
티스미(Teethmi)치약은?“

”
유해성이 있는 원료를 쏘~옥 뺏어요!

-유해성분 9가지 無첨가

-구취제거·충치예방·치태제거

잇몸 및 치주질환 예방·치석침착방지

식약처 인정! 최대 효능·효과를 구현

이앤네이처 티스미 치약은 타르색소, 인공향,합성계면활성제 등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은과감히 빼고 구강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효성분은 최고의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한 최고의 치약입니다.

입자의 크기가 작아 치아 표면의 이물질과 치태를 치아손상없이 제거하는 고급연마제인

덴탈타입실리카와 치주질환 예방에 탁월한비타민E 유래성분 토코페롤아세테이트

피로인산나틀륨 등 치아와 치주건강을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유효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건강하고 안전한 치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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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분 9가지 무첨가

치약의 원료 중에서 유해성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9가지

(파라벤/타르색소/인공향/인공감미료/합성계면활성제

트리클론산/MICROBEAD/CMIT/MIT)원료를 모두 

빼고 자연주의의 원료 성분으로 인체친화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충치 유발균 억제 및 충치예방 

유산균 발효 배양액과 약용 성분인 플루오르화나트륨

(불소)이 함께 함유되어 충치유발균인 뮤턴스의 활성을

억제하고 치아의 내산성을 높여주어 충치를 예방하는데

더욱 도움을 줍니다.

자연주의 녹차 추출물과 페퍼민트(박하)추출물이

함유되어 약용 성분인 토코페롤아세테이트와 함께

각종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은염 및 치주염 예

방에 더욱 도움을 줍니다.

잇몸질환 및 치주질환 예방 

기타첨가물 : D-소르비톨액, 농글리세린, 녹차엑스, 페퍼민트추출물, 모과추출물

유산균발효액, 자일리톨, 염화나트륨, 스테비올배당체,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소듐엔-라우로일-엘-글루타메이트, 라우로일아미도프로필디

메틸글리신용액, 멘톨, 페퍼민트오일, 정제수

보전제 : 벤조산나트륨

유효성분 : 덴탈타입실리카, 플루오르화나트륨, 토코페롤아세테이트, 피로인산나트륨

'천연자연주의' 고집은 이앤네이처의 미학(美學)입니다.

(주)이앤네이처는 15년이상 천연 물질연구에 헌신한 생명공학 연구소 이앤

사이언스와 함께인체에 유해한 화학 성분을배제하고 인증된 천연원료만을

사용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원가가 아무리 비싸도 공정이 까다로워도

여러분의 건강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제주 뷰티박람회

이앤네이처 참여

비건페스타

· 주문 후1-2일 이내에 배송되나  단기품절상품의 경우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료 3,000원 제주도 추가요금 3,000원

· 변심 반품 또는 교환의 경우 왕복택배비(6,000원)을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반품/교환시 당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반품 처리기간은

  물품 보내신 후 1주일 내외 소요됩니다.

· 변심 교환, 반품은 왕복 배송비 고객부담이며, 상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변심 교환, 반품은 왕복 배송비 고객부담이며, 상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불량, 오배송은 발송처에서 부담합니다.

· 제작 상품, 식품 등 반품이 불가능한 상품은 구매 시 유의사항에 기재되어있습니다.

· 교환/반품이 불가한 경우

  - 사용한 흔적, 오배송, 불량일 경우 개봉한 상품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이 된 경우

  -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

  - 시간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 시간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고객센터 문의전화

031-429-7802

교환 및 반품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