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엑스 어시스트 출시 
Special 온라인 프로모션

11월 1일 ~ 11월 16일

Online Only

본 프로모션은 마이오피스(쇼핑하기)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주문시에만 증정됩니다. (전화, 카카오톡 주문은 해당 안됨)

지엑스 어시스트 3개Vol

114,000원

Promotion 1

건강한 장 케어 프로젝트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피부 건강·장 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주원료 
알로에 겔(미국산)을 까다롭게 선별!

도테라만의 품질테스트 CPTG® 과정을 거친 오레가노, 
티트리, 레몬, 페퍼민트, 레몬그라스와 타임 에센셜 
오일이 도테라만의 기술력으로 배합되어 부원료로 함유!

아보카도 오일(멕시코산), 코코넛 오일, 대두레시틴이 
부원료로 함유된 포뮬라!

하루 4캡슐로 1일 섭취량 당 총 다당체 100mg 제공, 
편안한 건강한 장 케어 서포터! 

매일 아침 식사 전 4캡슐(충분한 물과 함께 15일 섭취) 또는 
매일 아침 & 저녁 식사 후 2캡슐

700mg x 60캡슐(42g)

특허 받은 장용성(Enteric Coating) 연질캡슐로 
안전하게 장까지! (특허번호: 제 10-1380652호)

60222879품 38,000원회 26PV

60224739품 97,000원회 60PV

프로모션 기간 내 지엑스 어시스트 트리플 키트 구매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총 20분께 젠도크린 에센셜 오일 1병(38,000원 상당)을 선물로 드립니다.

구매방법 및 주의사항

· 본 프로모션은 마이오피스(쇼핑하기) 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주문 시에만 참여 가능합니다.

  (전화, 카톡 간편 주문, 센터 방문 주문은 참여 불가)

· 준비된 수량 소진 시 다른 제품으로 대체 혹은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도테라 코리아 고객센터(1600-5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뮨 포뮬라, 도테라 지엑스 어시스트로 The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세요!

지엑스 어시스트 제품 특징

지엑스 어시스트 트리플 키트







doTERRA Hair Care
순수 그대로의 순수, New 도테라 자연주의 헤어케어 시스템으로 

건강한 헤어케어를 완성하세요 

Beautiful shiny hair with

프로텍팅 샴푸

· 도테라 CPTG®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티트리, 
  스피어민트 에센셜 오일 성분 함유
· 93% 자연 유래 성분으로 두피와 모발 건강 UP!
· 전성분 비건 인증 완료
· 환경을 생각하는 종이 베이스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76% 절감
· · 품질 최우선주의 22가지 무첨가 포뮬라
· 피부인체적용 테스트로 입증된 효과*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자극지수 0.00)
- 두피 진정 및 두피 각질 개선
- 손상된 모발 큐티클(거칠기) 개선

  *인증기관: ㈜OATC 피부 임상시험센터   *인증기관: ㈜OATC 피부 임상시험센터   *인증기관: ㈜OATC 피부 임상시험센터

1 데일리 컨디셔너

· 도테라 CPTG®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티트리, 
  스피어민트 에센셜 오일 성분 함유
· 코코넛오일 성분이 균형 있는 유수분 밸런싱
· 모발 엉킴을 줄이고 건강하고 부드러운
   머릿결 선사
· 산뜻하고 가벼운 사용감
· · 품질 최우선주의 13가지 무첨가 포뮬라
· 피부인체적용 테스트로 입증된 효과*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자극지수 0.00)
- 모발 볼륨 개선

2 리브인 컨디셔너

· 도테라 CPTG® 와일드 오렌지, 라임, 블루텐시, 
   매그놀리아 에센셜오일 성분이 조화롭게 함유
· 다양한 식물 성분이 모발 본연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선사
· 모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영양성분이 머릿결을 
  보호하고   보호하고 윤기있고 풍성하게 케어
· 피부인체적용 테스트로 입증된 효과*
-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자극지수 0.00)
- 모발 엉킴 개선
- 모발 탄력 개선

3

도테라 프로텍팅 샴푸를 사용한 후 모발의 물기를 손으로 가볍게 짜낸 다음 적당량의 데일리 컨디셔너를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부분까지 부드럽게 도포합니다.01

02

03

1~2분 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구어 내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젖은 상태에서 리브인 컨디셔너를 충분히 발라 머릿결을 보호하고 자연스럽게 스타일링합니다. 

리브인 컨디셔너를 도포한 후 헹구어 내지 않고 스타일링 하고, 드라이기를 사용한 후 마른 머리에 추가로 스프레이 하여 촉촉함을 더해도 좋습니다.



Deep Blue는 
‘편안하게 하는(Soothing Support)’의 의미를 가진 도테라 고유의 
브랜드로 윈터그린, 캠퍼, 페퍼민트, 블루 탠시 등이 특별한 배합으로 
블렌딩 되어있어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동시에 선사하는 도테라 
전문 연구진의 특별한 노하우가 담긴 브랜드 라인입니다.

함께 딥블루 스틱 하시죠! 
Let’s Stick Together!

60217643품 37,000원 23회 PV

구매방법 및 주의사항

· 일반 주문과 LRP 주문, 포인트 주문 가능합니다. 
· 전화, 카톡 간편 주문, 센터 방문, 마이오피스(쇼핑하기), 모바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도테라코리아 고객센터(1600-5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방법

· 도테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고 공지를 받으세요.
   https://pf.kakao.com/_kZFxfxd 
· 도테라 인스타 그램을 팔로우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doterra_korea

코파이바가 함유된 새로운 딥블루 스틱 + 코파이바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도테라만의 특별한 수딩 블렌드(Soothing Blend)딥블루
(윈터그린, 페퍼민트, 블루 탠시, 블루 캐모마일 등)와 베타-
카리오필렌을 풍부하게 함유한 코파이바가 조화롭게 배합!

원하는 부위에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스틱 타입으로 끈적임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링감과 따뜻한 편안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딥블루 라인의
제품들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0%의 멘톨 성분과 다양한 자연 유래 식물추출물 그리고
(엘더열매추출물, 케이엔열매추출물 등)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도테라 딥블루와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고민 부위에 안정의 솔루션을 선사!

[전성분] 코코넛야자오일, 타피오카전분, 피스향나무잎오일, 해바라기씨왁스, 멘톨, 코파이페라 코리
아케아/랑스도르피 이/오피키날리스/레티쿨라타수지오일, 정제수, 엘더열매추출물, 스위트아몬드오
일, 글리세릴라우레이트,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페퍼민트오일, 녹나무오일, 유칼립투스잎오일, 블루
탄지꽃/잎/줄기오일, 글리세릴운데실레네이트, 일랑일랑꽃오일, 케이엔열매추출물, 글리세린, 라우
릭애씨드, 마트리카리아오일, 에버라스팅꽃/잎/줄기오일, 시트릭애씨드

딥블루 스틱 + 코파이바 제품 특징



딥블루(Deep Blue®) 

도테라 딥블루 에센셜 오일은 블루 캐모마일, 윈터 그린, 캠퍼, 페퍼민트, 일랑일랑, 

헬리크리섬, 블루탠시 에센셜 오일 그리고 오스만투스 앱솔루트가 조화롭게 블렌드

되어있습니다. 이 8가지 에센셜 오일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며 편안한 느낌과 활기를 되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에센셜 오일이 가진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 힘든 신체활동 또는 운동 전 후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부위에 딥블루를 사용해 보세요.

31051309품 51,000원 42회 PV

이 건강기능 식품은 유해산소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비타민 C와 딥블루 블렌드의 프랑킨센스, 캐러웨이, 진저, 페퍼민트를 부원료로 

함유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포도씨 추출물, 석류 열매 추출물, 녹차잎 추출물, 강황 

추출물 등 다양한 식물 추출물을 부원료로 함유해 더욱 특별합니다. 특히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는 분,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분, 

과도한 업무 학업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피곤한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간편히 섭취하세요.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간편히 섭취하세요.

34361409품 86,000원 65회 PV

딥블루 액티브(Deep Blue Active®) 

딥블루 럽(Deep Blue® Rub) 

딥블루 럽은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산뜻한 제형으로 지친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시원한 러빙 로션입니다. 

피로감을 느낄 때 딥블루 에센셜 오일 블렌드를 한 방울 떨어뜨려 함께 사용해보세요. 

장시간 걸어 다닌 후나 요가를 하기 전, 또는 힘든 운동을 마친 후 뻐근한 느낌이 

들 때 부드럽게 마사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38901309품 47,000원 36회 PV

딥블루스틱+코파이바(Deep Blue®Stick+Copaiba) 

수딩 블렌드 딥블루 에센셜 오일과 베타-카리오필렌이 풍부한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더욱 특별한 딥블루 스틱이 간편하고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쿨링감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피부에 촉촉함을 선사하는 보습 

에멀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촉촉한 사용감과 함께 쿨링감과 편안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새로운 스틱 제품입니다. 운동 전/후 시원함과 개운함을 

느끼고 싶을 때, 긴장감이 느껴질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60217643품 37,000원 23회 PV

Welcoming a new member to the Deep Blue® family!
새로운 도테라 딥블루 패밀리를 소개합니다!

함께 딥블루 스틱 하시죠! 
Let’s Stick Together!



바닐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향기이자 생산 비용이 

가장 비싼 오일 중 하나입니다.

일년에 단 하루만 피어나는 바닐라 꽃을 
하나 하나 손으로 수분시키고, 
3~4년을 기다려 얻을 수 있는 귀한 
바닐라 빈 열매에서 추출합니다.

도테라는 초임계 추출 방식을 통해 
순수한 바닐라 앱솔루트를 담아냅니다.

풍부하고 달콤한 향기로
편안한 휴식의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신비의 섬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귀한 바닐라 오일의 순수하고 달콤한 향기로 힐링을 경험하세요.

Madagascar Vania



학명: Vanilla planifolia 바닐라 플라니폴리아  

추출 방법: CO2 초임계 추출법

향의 특징: 달콤한 향, 풍부한 향, 따뜻한 향            

식물 부위: 바닐라 빈 A T N

10ml 공병에 다음의 추천
오일을 담은 뒤 코코넛 오일로 
채워주세요.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시트러스 블룸

어센드

20방울

8방울

8방울

퍼스널 아로마
Personal Aroma

60219140품 51,000원회 40PV

라벤더 바닐라 배쓰솔트
Lavender Vania Bath Salt

아래 재료를 비율에 맞게 섞어 
사용합니다. 말린 라벤더 꽃잎을 
추가하면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귀한 마다카스카르 바닐라 오일,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Madagascar Vania

무향의 엡솜솔트

베이킹 소다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라벤더

1컵

1티스푼

3방울

2방울

린넨 스프레이
Linen Spray

60ml 스프레이 공병에 아래 오일을 
블렌드한 뒤 정제수로 채워주세요. 
사용 전 흔들어주세요.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베르가못

주니퍼베리

8방울

4방울

2방울

바디 스크럽
Body scrub

아래 재료를 섞어 피부에 스크럽
해줍니다. 밀봉된 유리병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고운 흑설탕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오렌지

1컵

10방울

5방울

젖은 모래정도의 질감을 
만들기 위한 코코넛오일

바닐라는 매우 귀한 자원입니다. 
이를 수분하고 수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 지식과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드는 일이지요. 이 순수한 바닐라를 여러분이 경험

하실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대되고 기쁩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바닐라가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오일이 되리라는 것을요.여기는 그 오일이 되리라는 것을요.

Emily Wright, President
도테라 창립이사, 에밀리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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