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을 위한 온몸 구석구석 전해지는 편안함
릴렉싱 LRP 키트

딥블루 럽, 딥블루 5ml, 코파이바 15ml, 윈터그린 15ml

60211554품 160,000원회 125PV

SAVE
22,000원

직장인을 위한 사무실 책상 위 필수 아이템
오피스 LRP 키트

디앤피 액티브 키트, 쿨링 비들렛, 레몬 15ml,  피비 어시스트

*알파 CRS 재입고 전까지 딥블루 액티브로 대체됩니다.

60211550 품 188,000원회 105PV

SAVE
124,000원

*일시품절 등 제품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아름다움을 위한 럭셔리 스킨케어
타임리스 뷰티 키트

NEW

야로우 폼 30ml, 살루벨 10ml,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

60225200품 215,000원회 150PV

SAVE
44,000원

SAVE
23,000원

우리가족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지킴이
안티 V LRP키트

트라이즈, 온가드 소프트젤, 온가드 목캔디, 이지에어 15ml, 레몬 15ml, 티트리 15ml

105PV60211555품 149,000원회

아름답게 빛나는 머릿결을 위한 데일리 루틴
헬씨 에센셜 데일리 샴푸 LRP 키트

프로텍팅 샴푸, 라벤더 에센셜 오일 15ml,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 15ml

60221655품 91,000원회 65PV

SAVE
36,000원

가장 아름다운 피부 그대로, 고품격 데일리 케어 
프리미엄 뷰티 LRP 키트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 퓨어 화이트닝 마스크, 브라이트닝 딥폼인 오일

프리미엄 뷰티킷을 구매하면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 퓨어 화이트닝 마스크, 브라이트닝 딥폼인 오일 중
최대 2개까지 특별한 할인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각 13,000원 / 7PV)

60216173품 64,000원회 48PV

SAVE
12,000원

N E W  L R P  K I T

The Smartest  Way to Buy, LRP
가장 효과적인 제품들로 구성된 필수 제품들을 매일매일 365일 쭉~!

할인에 할인을 더한 더욱 매력적인 가격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챙기세요!

도테라만의 똑똑한 지속구매!
3월 8일~



특별한 회원가에 추가 할인의 혜택까지!

제품 점수(PV) 충족 요건

*일시품절 등 제품 수급 상황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LRP 보상 점수 유지

10~30%의 포인트 적립 & 적립률 갱신

수당 발생 자격 요건 

‘이달의 무료 제품’수령
(매월 1일~15일 사이주문 완료시) 

점수로 되돌려 받는 비율:

10%
1-3개월까지

15%
4-6개월까지

20%
7-9개월까지

25%
10-12개월까지

30%
13개월까지

LRP 주문의 혜택

SAVE
15,000원

몸의 균형을 찾아가는 8종 터치
딥블루 아로마터치 키트

밸런스 15ml, 라벤더 15ml, 티트리 15ml, 페퍼민트 15ml, 아로마터치 15ml, 오렌지 15ml,
온가드 15ml, 딥블루 5ml, 코코넛오일 115ml, 딥블루 럽 120ml

250PV60211557품 340,000원회

매일 건강한 피부 컨디션을 위한 4단계
마이 버라지 LRP키트

버라지 클렌저(2), 버라지 토너(2), 버라지 살루벨 하이드레이팅 세럼(2), 버라지 모이스처라이저(2)

60200766품 230,000원회 150PV

SAVE
182,000원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스트 키트

아로마 터치 키트, 사이프레스 15 ml, 로즈마리 15ml

60200775품 195,000원회 150PV

SAVE
26,000원

The 건강한 매일 아침간편한 식사
LLV 플러스 LRP 키트

디앤피 액티브 키트, 프로테라 쉐이크(2), 레몬 15ml

*알파 CRS 재입고 전까지 딥블루 액티브로 대체됩니다.

60211552품 243,000원회 130PV

SAVE
153,000원

도테라 초강력 명품 아이템
NEW DNA LRP 키트

코파이바 15ml, 프랑킨센스 15ml, 미르 15ml

60211556품 200,000원회 130PV

SAVE
49,000원

UPGRADE

도테라 자연주의 헤어케어 시스템
데일리 헤어케어 LRP 키트

프로텍팅 샴푸(2), 데일리 컨디셔너(2), 리브인 컨디셔너(2), 자몽 15ml, 라벤더 15ml, 시더우드 15ml

60221654품 199,000원회 130PV

SAVE
81,000원

The Smartest  Way to Buy, LRP
가장 효과적인 제품들로 구성된 필수 제품들을 매일매일 365일 쭉~!

할인에 할인을 더한 더욱 매력적인 가격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챙기세요!

도테라만의 똑똑한 지속구매!

N E W  L R P  K I T 3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