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222501 ｜ 회  46,000원 ｜ PV  36 ｜  15mL

수퍼 민트향으로 답답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도테라 초강력 민트 4종, 페퍼민트, 재패니즈 민트, 

베르가못 민트와 스피어민트 에센셜 오일이 

조화롭게 배합된 수퍼 블렌드로, 

청량하면서 달콤한 향이 특징입니다.

수퍼민트
SuperMint

홀리데이 피스의 향기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시베리안, 더글라스, 히말리안 3가지의 

전나무 에센셜 오일과 자몽, 프랑킨센스, 

베티버 오일이 함유된 홀리데이 피스의 섬세한 

향기는 바쁜 연휴 기간에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60206608 ｜ 회  37,000원 ｜ PV  31 ｜  15mL

홀리데이 피스
Holiday Peace

특별판매

동방박사의 선물, 미르 터치의 진하고 따뜻한 향기로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미르 터치는 다양한 이점을 가진 도테라 미르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고 있어 더욱 유니크합니다. 

피부를 진정시키고 밝고 건강하게 가꾸는데 

도움을 주어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에 생기를 

더해줍니다. 

 60223041 ｜ 회  58,000원 ｜ PV  45 ｜  10mL

미르 터치
Myrrh Touch

쏠 넘버3가 햇살 가득한 낭만적인 휴양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따뜻한 향기의 샌달우드(단향) 에센셜 오일과 

만다린오렌지(필리핀오렌지)의 밝은 향기, 그리고 달콤한 

다바나와 바닐라가 어우러져 매혹적인 향을 선사합니다. 

고급스러운 유리병에 담겨있어 소중한 나 자신, 그리고 

각별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선물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60220304 ｜ 회  58,000원 ｜ PV  42 ｜  8mL

쏠 넘버3 퍼스널 아로마
Sol N°3 Personal Aroma Spray

특별판매

베스트 셀러 온가드 프로텍트 프리미엄 내추럴 치약을 
휴대용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비매품 온가드 휴대용 치약 10팩을 소중한 가족, 

친구, 지인 등 고마운 분들께 선물하세요. 

온가드 치실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Thank you 파우치 무료 증정!

온가드 휴대용 치약 10팩
OnGuard Toothpaste

특별판매

순수 온가드 에센셜 오일 블렌드가 이중코팅된 
스페셜 한정제품 온가드 치실로 구강 건강을 지키세요.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의 음식물 찌꺼기 및 치태 제거에 

도움을 주며, 입 안에 상쾌한 온가드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홀리데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 온가드 치실 5개 키트를 

구매하시면 치실 1개를 더 드립니다!

온가드 치실 세트 6pk
OnGuard Dental Floss 6pk

특별판매

특별판매

 p003609 ｜ 회  24,000원 ▶ 20,000원 ｜ PV  0

 온가드 치실 50m (6ea) / 재질 나일론

5+1
X 10

 60212255 ｜ 회  25,000원 ｜ PV  0

 비매품 온가드 휴대용 치약 50g*10개

2022 도테라 홀리데이 선물세트, 소중한 당신께 드립니다.

· 모든 제품은 일반주문과 LRP 주문으로 가능합니다. (단, 포인트 주문은 불가능합니다.) 

· 한정판매 특별 선물세트이므로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 전화, 카톡 간편 주문, 센터방문, 마이오피스(쇼핑하기), 모바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도테라 코리아 고객센터(1600-5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매 방법 및 주의사항

·   도테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고 공지를 받으세요. 
https://pf.kakao.com/_kZFxfxd

·   도테라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doterra_korea

공지방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1, 지하 1층~지상 2층
고객상담실 : 1600-5105

All Rights Reserved. V1 Copyrightⓒ 2022 doTERR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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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도테라 홀리데이 선물세트, 소중한 당신께 드립니다.

라루즈 에어 리페어 키트
Laluz Air Repair Ki t

프레시한 향기와 은은한 조명으로 멋진 
홀리데이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강렬한 시트러스 향, 우디 향, 그리고 허브 향의 

에어 리페어가 공기를 신선하게 하여 기분 좋은 

느낌을 선사하고 라루즈 디퓨저의 고급스러운 

글라스 바틀과 은은한 4가지 조명으로 언제 

어디서나 아늑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올인원 캐디
All-in-one Caddy

살루벨 DIY 선물세트
Salubelle DIY Gift Set

15%
off

 60223792 ｜ 회  123,900원 ▶ 105,000원 ｜ PV  66

 롤볼 10ml*6개, 살루벨 10ml*1개, 코코넛 오일 115ml*1개

특별판매

살루벨 케어로, 
영원의 아름다움을 선물하세요.

고마운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한 병 한 병 담아낸 정성으로 

진한 감동을 나눠보세요.

*Thank you 파우치 무료 증정!

특별판매

특별판매

라운드 오일 케이스
Round Oil Case

도테라 에센셜 오일을 담을 수 있는 귀여운 라운드 
케이스를 활용해보세요.

5ml 12개, 15ml 4개와 10ml 롤온 3개 또는 

5ml 4개와 10ml 롤온 6개를 보관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이즈의 라운드 오일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웰니스 컨설팅에 활용하기 

좋은 추천 제품입니다.

 60222558 ｜ 회  14,000원 ｜ PV  0

 사이즈ㅣ가로 x 세로(3.63 x 2.76 cm) 재질ㅣ내부: 폴리에스테르 / 외부: PVC

비건 샴푸 증정 도테라 체험상자
doTERR A Trial Ki t

품질 최우선주의 도테라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트라이얼 킷! 
올 한해 감사했던 분들에게 정성 어린 메시지와 함께 선물해보세요.

도테라의 아름다운 향기와 우수한 제품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도테라 체험상자, 

홀리데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 

비건 인증 샴푸 샘플팩 3개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60212604 ｜ 회  12,000원 ｜ PV 3 

 도테라 체험상자 1box (1box 구성: 딥블루 사셰*1개, 피비 어시스트 사셰 3개, 페퍼민트  

 5ml 1개, 온가드 휴대용 치약* 1개, 오일카드, 브랜딩 브로셔, 비건 샴푸 7ml 샘플팩*3개

특별판매

릴렉싱 헤어 케어
Relaxing Hair Care with Hinoki Kit

릴렉싱 헤어 케어로, 아름답게 빛나는 머릿결과 
건강한 두피를 선물하세요.

순수 헤어 케어 프로텍팅 샴푸와 데일리 컨디셔너, 

편안함을 선사하는 자연의 향기 히노키와 상큼한 

오렌지 에센셜 오일로 특별하게 구성된 릴렉싱 

헤어 케어 키트입니다. 헤어 고민이 있는 

고마운 분께 선물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Thank you 파우치 무료 증정!

특별판매

 60222213 ｜ 회  123,000원 ▶ 102,000원 ｜ PV  75

 프로텍팅 샴푸 1개, 데일리 컨디셔너 1개, 오렌지 15ml 1병, 히노키 5ml 1병

 60222547 ｜ 회  33,000원 ｜ PV  0

 사이즈ㅣ 가로 x 세로 x 높이(11.82 x 6.3 x 1.26cm) 재질ㅣ폴리레진 마블

17%
off

15%
off

 60223675 ｜ 회  105,000원 ▶ 89,000원 ｜ PV  25

 라루즈 디퓨저 (수조 용량: 120ml), 

  에어 리페어 15ml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번호: CB22-12-0257)

스타일리쉬한 디스플레이! 
멋진 대리석 디자인의 올인원 캐디로 홀리데이 분위기를 즐겨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도테라 제품을 정리할 수 있는 올인원 캐디, 

높이감이 있는 플랫폼에는 라루즈 디퓨저를, 

하단 트레이에는 에센셜 오일, 

스킨케어 제품 등 원하시는 

다양한 아이템을 예쁘게 담아 

사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