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일 ~ 4월 21일 한정판매

2023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콘테스트

2023 스마트&새시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콘테스트를 준비하세요!

· 키트 구매기간: 3.1 (수) – 4.21 (금)  · 신청기간: 4.3 (월) – 4.21 (금)  · 도전기간: 5.2 (화) – 6.12 (월) 6주간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콘테스트에 도전하여 The 건강한 라이프스타일로 체인지하세요.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키트와 위·장 건강까지 한 번에! The 특별한 라스체 플러스 키트를 구매하고,
할인에 할인을 더해 103,000원 상당의 특별 선물까지 받아보세요.

다이어트 블렌드 슬림앤새시 다이어트 소프트젤과 꼭 필요한 제품 구성으로 더욱 SASSY하게!

2023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키트

3월에만 39,000원 추가할인으로 총 243,000원 할인!

*20만원 상당의 기본 할인에 3월 10% 할인이 추가로 적용되어 포인트 주문이 불가합니다.
  (일반주문, LRP주문 가능)
*알파CRS+ 수급 일정에 따라 4월 이후 DNP액티브 키트에서 LLV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할인 금액은 개별 정상 회원가격 기준입니다.
*4월에 구매하실 경우 390,000원 입니다.

바닐라 맛 60205940품 390,000원회 213PV

초콜릿 맛 60205942품 390,000원회 213PV

추가 10% 할인!
3월 Only!

351,000원

191.7

회

PV

도테라코리아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고 다이어트, 건강관련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알파CRS+ 수급 일정에 따라 4월 이후 DNP액티브 키트에서 LLV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매방법

·일반주문, LRP주문가능합니다. (포인트 주문 불가)

·전화, 카카오톡 간편주문, 센터방문, 홈페이지, 모바일 주문이 가능합니다.

공지받는법

·도테라코리아 공식홈페이지(www.doterra.co.kr),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메일로 공지됩니다.

네이버 밴드 가입

·밴드 어플에서 ‘라이프스타일체인지’를 검색하시고 가입을 하세요.

문의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1600-5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bit.ly/doterraband

특별 추가 증정

젠도크린 15ml 세레니티 레스트풀
소프트젤

젠 컴플렉스

38,000원회 30,000원회35,000원회

라스체 키트 2세트

지엑스 어시스트
트리플 키트테라지 더블팩

+ +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플러스 키트

바닐라 맛+초콜릿 맛 60221613품 933,000원회 500PV

바닐라 맛+바닐라 맛 60221614품 933,000원회 500PV

초콜릿 맛+초콜릿 맛 60221615품 933,000원회 500PV

라스체 콘테스트
+ 2 Point

S P E C I A L  O F F E R

[제품구성]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키트(2) + 테라지 더블팩 + 지엑스 어시스트 트리플 키트



2023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콘테스트

· 키트 구매기간: 3.1 (수) – 4.21 (금)
· 완주 서류 접수기간: 6.13 (화) – 6.19 (월)

· 신청방법: 네이버 폼(https://naver.me/Gisve0Th) 또는 매장 접수
· 도전자 전원 증정품:  레시피북이 포함된 SS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가이드북, 다이어트 일기장, evōlve 볼펜
· 증정품 배송: 3월 1일(수) – 4월 21일(금)까지 SS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키트 구매 시 함께 증정됩니다.

· 신청기간: The 건강한 변화를 희망하는 도테라 회원 누구나
                   ① 개인참가 : 2인 1조(도전자&코치) ② 그룹참가 : 코치 1명 & 다수 도전자(최대 10명) *1인 참가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① 참가 신청서(도전자와 코치정보, 도전자의 BMI 정보 등 기재)
                   ② 도전자의 BMI 측정지(본사 매장 또는 주거지 인근 동사무소에서 측정)
                   ③ 책임면제동의서 ④ 도전자의 현재 전신사진(정면과 옆모습의 바디라인이 드러나는 전신사진이어야 함)
                        *형평성을 위해 인바디사 BMI 측정기를 사용한 결과지만 인정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4.3 (월) – 4.21 (금)
· 결과 발표 및 시상: 7월 킥오프

· 도전기간: 5.2 (화) – 6.12 (월) (6주간)

2023 SS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콘테스트

대상(1명) (166만원 상당)
패밀리 가드 키트(88만원)+로즈페탈(399,000원)
+이모셔널 아로마테라피 시스템(25만원)+야로우폼(138,000원)

최우수상(1명) (90만원 상당)
홈에센셜 키트(39만원)+이모셔널 아로마테라피 시스템(25만원)
+야로우폼(138,000원)+버라지 스킨케어 콜렉션(127,000원)

우수상(3명) (53만원 상당)
홈에센셜 키트(39만원)+LLV 팩(146,000원)

최다 체중 감량상 / 최다 골격근량 증가상(각1명) (21만원 상당)
타임리스 뷰티 키트(215,000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 제외

체지방률 3% 감량자 전원
프리미엄 뷰티 킷(64,000원)+라벤더 터치(23,000원)

도전자 시상

대상(1명)
패밀리 가드 키트(88만원) 

우수상(3명)
홈에센셜 키트(39만원) 

최우수상(1명)
LLV플러스 LRP키트(243,000원)
+아로마터치 키트(170,000원)
+패밀리 디퓨저(46,000원)

코치상 시상

*The 드리는 최다 코치상은 최다 코치를 위한 특별 선물과 중복 증정 가능합니다.

· 도전자 시상 심사기준[단위: 점]

총점 체지방량 몸무게 체지방률 BMI 골격근량 SNS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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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체 플러스
키트 구입

2

최다 코치를 위한 특별 선물! The 드리는 최다 코치상!

가장 많은 도전자의 코치 1~5등(5분)께 가정용
인바디 BMI  측정기 시상!

8명 이상 도전자의 코치를 하는 분께 로즈 5ml 에센셜 오일
한 병과 살루벨 1개 모두 증정!
5명 이상 도전자의 코치를 하는 분께 로즈 터치 1개와
아로마터치 키트 1세트 모두 증정!

*본 특별 선물은 회원번호당 단 1회에 한하여 증정됩니다. (중복제공 불가)

8인 이상 코치 5인 이상 코치

로즈 터치
102,000원회

아로마터치 키트
160,000원회

로즈 오일
390,000원회

살루벨
105,000원회

심플한 디자인
빠르고 정확한 측정
쉽고 간편한 사용
온 가족이 사용

인바디사 가정용 BMI 측정기

약 25만원 상당

· 코치상 심사 기준은 본인이 코칭 한 도전자가 도전 기간 6주 완주 후
  제출한 최종 서류 기준입니다.
· 코치는 본인이 코칭 한 도전자들의 최종 서류를 취합하여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코치도 도전자로 참여 가능하며, 본인도 도전자 숫자에 포함됩니다.

· 선물은 6/19 최종 서류 접수 마감 이후 자료 취합이
  완료된 후 증정 예정입니다.
· 재고 현황에 따라 증정 선물 아이템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택배사 상황 등 기타 사정에 따라 증정품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선물은 신청 서류에 기재한 주소로 발송 예정이오니, 신청 서류에
  배송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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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밴드 ‘나의 다이어트 스토리’ 공유 이벤트
매주 다이어트 관련된 주제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라스체 네이버 밴드에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중간점검 이벤트(2명)
프랑킨센스 15ml(104,000원)

눈바디 콘테스트(2명)
1위) 이모셔널 아로마테라피 시스템(250,000원), 
2위) 아로마터치 키트(170,000원)

베스트 팀(3팀/팀 전원 증정)
1위) 라벤더 15ml, 2위) 페퍼민트 15ml, 3위) 레몬 15ml

The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모두 드리리 상 *상세 내용 추후 공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