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에 할인을 더한 스타트 키트를 구매하면
 

신규등록패킷이 무료(1만원 상당)

신규등록패킷 구성: 오렌지 5ml, 웰컴투도테라, 제품리스트,
회원등록신청서, 구매주문서, LRP신청서, 캡스티커(영문1, 국문1)

32011309품 10,000원회

영원한 아름다움을 위한 럭셔리 스킨케어
타임리스 뷰티 키트

야로우 폼 30ml, 살루벨 10ml,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 신규등록패킷

60224965품 219,000원회 150PV

NEW

SAVE
50,000원

도테라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로의 첫걸음
비기너스 키트

레몬 15ml, 라벤더 15ml, 페퍼민트 15ml, 코파이바 15ml, 딥블루 럽 120ml,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 퓨어 화이트닝 마스크26g*5ea, 핸드 앤 바디로션, 프로텍팅 샴푸,
데일리 컨디셔너, 디앤피 액티브 키트, 온가드 다목적 세정제, 패밀리 디퓨저, 신규등록패킷

60224963품 450,000원회 250PV

*알파 CRS 재입고 전까지 딥블루 액티브로 대체됩니다.

SAVE
73,000원

NEW

몸의 균형을 찾아가는 8종 터치
스타트 딥블루 아로마터치 키트

Te
a 
Tr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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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02047품 330,000원회 250PV

SAVE
35,000원

SAVE
104,000원

모든 가정을 위한 필수 오일
홈 에센셜 키트

프랑킨센스 15ml, 라벤더 15ml, 레몬 15ml, 티트리 15ml, 오레가노 15ml, 페퍼민트 15ml,
이지에어 15ml, 다이제스트젠 15ml, 온가드 15ml, 딥블루 5ml, 패밀리디퓨저, 신규등록패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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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PV60204565품 390,000원회

더욱 다양하게 즐기는 수딩 블렌드 딥블루
딥블루 패밀리 키트

딥블루스틱+코파이바(2), 딥블루 럽 120ml, 딥블루 5ml, 신규등록패킷

60224964품 150,000원회 100PV

NEW

SAVE
32,000원

당신을 위한 가장 쉽고 간단한 솔루션
심플 솔루션 키트

딥블루 럽 120ml, 라벤더 15ml, 레몬 15ml, 페퍼민트 15ml, 온가드 15ml, 신규등록패킷

60224967품 154,000원회 100PV

NEW

SAVE
37,000원

N E W  E N R O L L M E N T  K I T

The Smartest  Way to Start, NEW
도테라를 더욱 쉽고 특별하게 시작하는 방법!

가장 사랑받는 필수 제품들을 매력적인 가격과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도테라만의 똑똑한 신규등록!
3월 8일~



패스트 트랙 키트 안내사항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신규등록 회원 전용 혜택 프로그램으로, 신규회원으로 등록 후
첫 주문으로 해당 키트를 구입시 1회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 키트를 구입하고, 익월 100PV 이상의 LRP주문을 한번에 주문하셔야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해당 키트의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는 구매 후 3번째 달부터 사용 가능하며,
만약 키트가 반품처리 되거나 LRP가 취소될 시 적립된 포인트는 삭제됩니다.
가입 익월의 LRP주문부터 상승된 적립률이 적용됩니다.가입 익월의 LRP주문부터 상승된 적립률이 적용됩니다.

첫번째 달

신규등록하며 
패스트 트랙 키트 구입

두번째 달

100PV이상 LRP주문

세번째 달

포인트 및 적립률 혜택 적용
(매달 20일 이후 순차적용)

LRP 주문의 혜택

LRP 보상 점수 유지

10~30%의 포인트 적립 & 적립률 갱신

수당 발생 자격 요건 

‘이달의 무료 제품’수령
(매월 1일~15일 사이주문 완료시) 

도테라 매니아를 위한 최고 혜택 패키지
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트

프랑킨센스 15ml, 라벤더 15ml, 레몬 15ml, 티트리 15ml, 오레가노 15ml, 페퍼민트 15ml, 이지에어 15ml,
다이제스트젠 15ml, 온가드 15ml, 딥블루 5ml, 오렌지 15ml, 밸런스 15ml, 아로마터치 15ml, 야로우폼 30ml,

사이프레스 15ml, 로즈마리 15ml, 자몽 15ml, 클래리캄 10ml, 스마트앤새시 15ml, 로즈제라늄 15ml, 유칼립투스 15ml,
레몬그라스 15ml, 테라쉴드 15ml, 세레니티 15ml, 블랙페퍼 5ml, 시나몬바크 5ml, 시베리안퍼 15ml, 아버비테 5ml,
엘리베이션 15ml, 코파이바 15ml, 시더우드 15ml, 시트러스블리스 15ml, 일랑일랑 15ml, 젠도크린 15ml, 요가 컬렉션,
로만 캐모마일 5ml, 히노키 5ml, 에어리페어 15ml, 그린만다린 15ml, 라임 15ml, 살루벨, 미르 15ml, 마조람 15ml,
클래리세이지 15ml, 투메릭 15ml, 이모셔널 아로마 테라피 시스템, 퓨리파이 15ml, 베르가못 15ml, 어댑티브 15ml,클래리세이지 15ml, 투메릭 15ml, 이모셔널 아로마 테라피 시스템, 퓨리파이 15ml, 베르가못 15ml, 어댑티브 15ml,

위스퍼 터치 10ml, 자스민 터치 10ml, 로즈 터치 10ml, 진저 15ml, 윈터그린 15ml, 헬리크리섬 5ml, 레몬유칼립투스 15ml,
스피어민트 15ml, 베티버 15ml, 주니퍼베리 5ml, 클로브 15ml, 타임 15ml, 패촐리 15ml, 하와이안 샌달우드 5ml,
패스트탠스 15ml, 인툰 10ml,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5ml, 코코넛 오일 115ml, 평생활력 LLV팩, PB 어시스트,
젠제스트 타블렛, 지엑스 어시스트, 온가드 소프트젤, 프로테라쉐이크 바닐라맛, 프로테라쉐이크 초콜릿맛,

프로테라 볼 쉐이커, 쿨링 비들렛, 온가드 비들렛, 온가드 목캔디, 딥블루 럽 120ml, 딥블루스틱+코파이바, 코렉트-X,
이지에어 프라그런스 스틱, 온가드 치약&칫솔세트, 온가드 다목적 세정제, 다목적 세정제 스프레이,

온가드 포밍 핸드워시, 포밍핸드워시 전용 디스펜서, 프로텍팅 샴푸, 프로텍팅 샴푸 전용 공병, 데일리 컨디셔너,온가드 포밍 핸드워시, 포밍핸드워시 전용 디스펜서, 프로텍팅 샴푸, 프로텍팅 샴푸 전용 공병, 데일리 컨디셔너,
리브인 컨디셔너, 루트 투 팁 세럼, 리프레싱 바디워시, 리플레니싱 바디버터, 엑스폴리에이팅 바디스크럽,

핸드 앤 바디로션, 퓨어 화이트닝 마스크, 안티링클 타이트닝 마스크, 페이셜 클렌저, 포어 리듀싱 토너, 타이트닝 세럼,
에센셜 모이스처라이저, 인비고레이팅 스크럽, 베지캡스, 우든박스, 휴대 필박스, 오일캐리어, 패밀리디퓨저, 신규등록패킷

UPGRADE

SAVE
1,313,000원

*알파 CRS 재입고 전까지 딥블루 액티브로 대체됩니다.

60204535품 3,300,000원회 2,200PV

가입 익월 100PV 이상 LRP 주문 시,
추가 400Point + 25% LRP 적립률 혜택!패스트 트랙

NEW

도테라 모든 오일을 내손에! 가장 완벽한
에브리오일 플러스 키트

프랑킨센스 15ml, 라벤더 15ml, 레몬 15ml, 티트리 15ml, 오레가노 15ml, 오렌지 15ml, 페퍼민트 15ml,
진저 15ml, 아버비테 5ml, 베티버 15ml, 자몽 15ml, 로즈제라늄 15ml, 일랑일랑 15ml, 로즈마리 15ml, 마조람 15ml,
사이프레스 15ml, 시더우드 15ml, 유칼립투스 15ml, 미르 15ml, 레몬그라스 15ml, 주니퍼베리 5ml, 로만 캐모마일 5ml,
블랙페퍼 5ml, 스피어민트 15ml, 클로브 15ml, 다이제스트젠 15ml, 스마트앤새시 15ml, 온가드 15ml, 젠도크린 15ml,
이지에어 15ml, 아로마터치 15ml, 퓨리파이 15ml, 세레니티 15ml, 시트러스블리스 15ml, 밸런스 15ml, 테라쉴드 15ml,
딥블루 5ml, 이모셔널 아로마테라피 시스템, 하와이안샌달우드 5ml, 라임 15ml, 위스퍼터치 10ml, 그린만다린 15ml,
레몬유칼립투스 15ml, 바질 15ml, 베르가못 15ml, 시나몬바크 5ml, 시베리안퍼 15ml,  윈터그린 15ml, 코파이바 15ml,레몬유칼립투스 15ml, 바질 15ml, 베르가못 15ml, 시나몬바크 5ml, 시베리안퍼 15ml,  윈터그린 15ml, 코파이바 15ml,

클래리세이지 15ml, 타임 15ml, 투메릭 15ml, 파촐리 15ml, 히노키 5ml, 어댑티브 15ml, 에어리페어 15ml, 
패스트탠스 15ml, 로즈터치, 멜리사 5ml, 헬리크리섬 5ml, 야로우폼 30ml, 앵커 5ml, 얼라인 5ml, 어센드 5ml,
네롤리터치 10ml, 살루벨 10ml, 인툰 10ml, 자스민터치 10ml, 클래리캄 10ml,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5ml,

코코넛 오일 115ml, 패밀리디퓨저, 오일캐리어, 베지캡스, 신규등록패킷

60225086품 2,700,000원회 1,800PV

SAVE
904,000원

가입 익월 100PV 이상 LRP 주문 시,
추가 300Point + 20% LRP 적립률 혜택!패스트 트랙

UPGRADE

도테라 다이아몬드를 완성하는
다이아몬드 키트

프랑킨센스 15ml, 라벤더 15ml, 레몬 15ml, 티트리 15ml, 오레가노 15ml, 페퍼민트 15ml, 이지에어 15ml,
다이제스트젠 15ml, 온가드 15ml, 딥블루 5ml, 오렌지 15ml, 밸런스 15ml, 아로마터치 15ml, 야로우폼 30ml,
사이프레스 15ml, 로즈마리 15ml, 자몽 15ml, 클래리캄, 스마트앤새시 15ml, 로즈제라늄 15ml, 유칼립투스 15ml,
레몬그라스 15ml, 테라쉴드 15ml, 세레니티 15ml, 코파이바 15ml, 시더우드 15ml, 시트러스블리스 15ml,
일랑일랑 15ml, 젠도크린 15ml, 살루벨 10ml, 미르 15ml, 마조람 15ml, 퓨리파이 15ml, 엘리베이션 15ml,

인툰 10ml, 베르가못 15ml, 어댑티브 15ml, 이모셔널 아로마 테라피 시스템, 코코넛 오일 115ml, 평생활력 LLV팩,
PB 어시스트, 젠제스트 타블렛, 온가드 소프트젤, 프로테라쉐이크 바닐라맛, 프로테라쉐이크 초콜릿맛, 딥블루 럽 120ml,PB 어시스트, 젠제스트 타블렛, 온가드 소프트젤, 프로테라쉐이크 바닐라맛, 프로테라쉐이크 초콜릿맛, 딥블루 럽 120ml,

딥블루스틱+코파이바, 코렉트-X, 이지에어 프라그런스 스틱, 온가드 치약&칫솔세트, 온가드 다목적 세정제,
다목적 세정제 스프레이, 온가드 포밍 핸드워시, 포밍핸드워시 전용 디스펜서, 프로텍팅 샴푸, 프로텍팅 샴푸 전용 공병,

데일리 컨디셔너, 리브인 컨디셔너, 리프레싱 바디워시, 리플레니싱 바디버터, 엑스폴리에이팅 바디스크럽,
페이셜 클렌저, 포어 리듀싱 토너, 타이트닝 세럼, 핸드 앤 바디로션, 퓨어 화이트닝 마스크, 안티링클 타이트닝 마스크,

베지캡스, 우든박스, 오일캐리어, 패밀리디퓨저, 신규등록패킷

60204536품 2,400,000원회 1,600PV

SAVE
581,000원

*알파 CRS 재입고 전까지 딥블루 액티브로 대체됩니다.

가입 익월 100PV 이상 LRP 주문 시,
추가 300Point + 20% LRP 적립률 혜택!패스트 트랙

도테라 오일 라이프의 현명한 시작!
오일 컬렉션 키트

프랑킨센스 15ml, 라벤더 15ml, 레몬 15ml, 티트리 15ml, 오레가노 15ml, 오렌지 15ml, 페퍼민트 15ml, 진저 15ml,
아버비테 5ml, 베티버 15ml, 자몽 15ml, 로즈제라늄 15ml, 일랑일랑 15ml, 로즈마리 15ml, 마조람 15ml, 사이프레스 15ml,
시더우드 15ml, 유칼립투스 15ml, 미르 15ml, 레몬그라스 15ml, 주니퍼베리 5ml, 로만 캐모마일 5ml, 블랙페퍼 5ml,

스피어민트 15ml, 클로브 15ml, 다이제스트젠 15ml, 스마트앤새시 15ml, 온가드 15ml, 젠도크린 15ml,
이지에어 15ml, 아로마터치 15ml, 퓨리파이 15ml, 세레니티 15ml, 시트러스블리스 15ml, 엘리베이션 15ml,

밸런스 15ml, 테라쉴드 15ml, 딥블루 5ml, 이모셔널 아로마테라피 시스템, 하와이안샌달우드 5ml, 라임 15ml, 위스퍼터치 10ml,
코코넛 오일 115ml, 패밀리디퓨저, 오일캐리어, 베지캡스, 신규등록패킷코코넛 오일 115ml, 패밀리디퓨저, 오일캐리어, 베지캡스, 신규등록패킷

60204537품 1,700,000원회 1,100PV

UPGRADE

SAVE
348,000원

가입 익월 100PV 이상 LRP 주문 시,
추가 200Point + 20% LRP 적립률 혜택!패스트 트랙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가드
패밀리 가드 키트

NEW

프랑킨센스 15ml, 라벤더 15ml, 레몬 15ml, 티트리 15ml, 오레가노 15ml, 페퍼민트 15ml, 이지에어 15ml,
다이제스트젠 15ml, 온가드 15ml, 딥블루 5ml, 오렌지 15ml, 밸런스 15ml, 아로마터치 15ml,

코코넛 오일 115ml, 평생활력 LLV팩, PB 어시스트, 딥블루 럽 120ml, 딥블루스틱+코파이바, 코렉트-X,
온가드 치약&칫솔세트, 온가드 다목적 세정제, 다목적 세정제 스프레이, 온가드 포밍 핸드워시,

포밍핸드워시 전용 디스펜서, 프로텍팅 샴푸, 프로텍팅 샴푸 전용 공병, 데일리 컨디셔너, 리프레싱 바디워시,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 토너, 핸드 앤 바디로션,  패밀리디퓨저, 신규등록패킷

60204539품 880,000원회 530PV

가입 익월 100PV 이상 LRP 주문 시,
추가 100Point + 15% LRP 적립률 혜택!패스트 트랙

*알파 CRS 재입고 전까지 딥블루 액티브로 대체됩니다.

SAVE
241,000원

N E W  E N R O L L M E N T  K I T

The Smartest  Way to Start, NEW
도테라를 더욱 쉽고 특별하게 시작하는 방법!

가장 사랑받는 필수 제품들을 매력적인 가격과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도테라만의 똑똑한 신규등록!

특별한 회원가에 추가 할인의 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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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