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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테라 NEW 에센셜 스킨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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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OF NATURE,

   THE BEST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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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힘을 극대화한 도테라 NEW 에센셜 스킨케어 라인은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로 가꾸는데 효과적인 CPTG® 에센셜 오일과 엄선된 식물 성분들이

조화롭게 배합된 고품격 스킨케어 라인입니다.

자연과 과학의 만남, 도테라만의 과학적이고 유니크한 기술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도테라 NEW 에센셜 스킨케어로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세요

"By integrating CPTG® essential oils with cutting-edge cosmeceutical technologies,
dōTERRA Essential Skin Care products provide scienti�cally proven ingredients and botanicals 

resulting in radiant, youthful-looking skin."



STEPS 1  클렌징 2 피부토닝 3 트리트먼트

아침 페이셜 클렌저 포어리듀싱 토너 타이트닝 세럼

저녁  페이셜 클렌저 포어리듀싱 토너 브라이트닝 젤

페이셜 클렌저 포어리듀싱 토너 타이트닝 세럼
에센셜
아이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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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건강하고 매력적인 당신을 위한 스페셜 케어,

도테라 NEW 에센셜 스킨케어로 매일 새로워지는 
아름다움을 경험하세요

Tip) 더 깊은 보습을 원할땐 에센셜 모이스처라이저 사용 후 하이드래이팅 크림을 사용하거나, 에센셜 모이스처라이저에  

 에센셜 오일을 한두방울 섞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ex) 프랑킨센스, 코파이바, 로즈, 하와이안 샌달우드, 살루벨 등

4 집중관리 5 보습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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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 클렌징

에센셜 아이크림
에센셜

모이스처라이저 인비고래이팅 
스크럽
(주 2~3회)

에센셜 아이크림
하이드래이팅
크림

브라이트닝 젤
에센셜

모이스처라이저
하이드래이팅
크림

인비고래이팅
스크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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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ml /  60203377 / PV 20

주성분 및 CPTGⓇ 에센셜 오일

·   마카다미아씨 오일, 유카뿌리 추출물, 퀼라야 껍질 

추출물, 소듐PCA, 토코페롤

·   도테라 CPTGⓇ 멜라루카(티트리),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함유

사용방법

·   적당량을 손에 덜어 물기없는 마른 얼굴과 목에 원을 

그려가며 부드럽게 클렌징한 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눈가에 닿지 않도록 주의)

·   모든 피부 타입 / 남녀 공용

특장점

피부를 맑게 가꾸어주고 진정에 도움을 주는 유카

뿌리 추출물과 장미과 나무인 퀼라야 껍질 추출물 함유

비타민 E 성분을 함유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피부

표현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하나인 프롤린에서

추출한 소듐 PCA 성분이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줍니다.

페이셜 클렌저
Facial Cleanser

건강한 피부를 위한 첫 단계인 클렌징, 도테라 
페이셜 클렌저로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가꾸세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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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     적당량을 덜어 젖은 얼굴에 15-3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한 후 미온수로 깨끗하게 헹궈냅니다.(1분간 

마사지하시면 수분 공급에 더욱 효과적) 필요에 따라 주 

2-3회 사용.(눈가에 닿지 않도록 주의)

·   모든 피부 타입 / 남녀 공용

70g /  60203584 / PV 21

주성분 및 CPTGⓇ 에센셜 오일

·   우엉 뿌리 추출물, 커먼자스민 꽃/잎 추출물, 필리핀 

오렌지 추출물, 호호바 에스터

· 도테라 CPTGⓇ 자몽,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함유

특장점

호호바 에스테르 성분이 피부 각질을 관리해주며 

특별한 보습감을 선사합니다.

우엉 뿌리 추출물이 맑고 균일한 피부 톤에 도움을

줍니다. 

식물 및 과일 추출물의 상쾌한 향이 기분전환에

좋습니다. 

인비고래이팅 스크럽
Invigorating Scrub

주기적인 각질 관리는 피부의 각질 생성 주기를 촉진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는데 도움을 줍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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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알로에, 수박 추출물, 사과 추출물이 피부톤과 밸런스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렌즈콩 추출물이 피부 수분을 증가

시키고 피부톤과 눈에 띄는 모공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과도한 유분과 모공 관리에 도움을 주는 천연 수렴제인  

버지니아풍년화수(위치하젤) 함유

포어 리듀싱 토너
Pore Reducing Toner

118ml /  60203557 / PV 23

주성분 및 CPTGⓇ 에센셜 오일

·   알로에 추출물, 수박 추출물, 사과 추출물, 렌즈콩 

추출물, 버지니아풍년화수(위치하젤)

· 도테라 CPTGⓇ 라벤더, 저먼 캐모마일 에센셜 오일 함유

사용방법

·   클렌징 후, 화장솜을 이용해 얼굴과 목에 가볍게 

발라줍니다.(눈가에 닿지 않도록 주의)

·   모든 피부 타입 / 남녀 공용

시원하고 청량한 사용감으로 피부결을 깨끗이 정돈
하고 효과적으로 모공을 관리하세요.



9

특장점

레몬밤(멜리사) 잎 추출물, 데이지꽃 추출물,

생강 추출물이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가꾸어 주며

피부고민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트러블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화학성분을 배제하고

엄선된 식물성분과 에센셜 오일이 조화롭게 배합

되어 있습니다.

얼굴 전체 또는 어두운 부분을 타겟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트닝 젤
Brightening Gel

30ml /  60203583 / PV 41

주성분 및 CPTGⓇ 에센셜 오일

·   비타민C, 레몬밤(멜리사) 추출물, 데이지꽃 추출물, 

생강 추출물

·   도테라 CPTGⓇ 베르가못, 주니퍼베리, 멜리사 에센셜 

오일 함유

사용방법

·     용기 바닥을 천천히 눌러 젤을 소량 덜어낸 후, 얼굴과 

목 등 필요한 부위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눈가에 닿지 않도록 주의)

·   모든 피부 타입 / 남녀 공용

내추럴 솔루션, 도테라 브라이트닝 젤로 눈에 띄게
달라진 피부 광채를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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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식물 활성성분 하이드롤라이즈드 

라이조비안검, 아라비아 고무나무검 함유

너도밤나무 싹 추출물이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주고

부드럽게 가꾸어 줍니다.

퍼플루오로데칼린 성분이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어

더욱 어린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건조한 환경으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자연 보습제인

베타인 함유

타이트닝 세럼
Tightening Serum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해
더욱 윤기있고 탄력 넘치는 피부로 가꾸어 보세요.

30ml /  60203613 / PV 59

주성분 및 CPTGⓇ 에센셜 오일

· 너도밤나무싹 추출물, 아라비아 고무나무 검,

 하이드롤라이즈드 라이조비안검

·   도테라 CPTGⓇ 프랑킨센스, 샌달우드, 미르 에센셜 

오일 함유

사용방법

·   얼굴과 목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줍니다. 에센셜 모이스처라이저 사용 

후 발라주시면 보습과 영양에 더욱 좋습니다.

·   모든 피부 타입 / 남녀 공용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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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도테라만의 특별한 기술력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인체적용시험에서 눈가 피부 강도, 탄력, 피부결, 붓기에

효과가 확인됨 (기관: 국제임상기관 IRSI)

다양한 식물 추출물의 혁신적인 성분 배합이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주며 탄력있고 밝은 피부 표현에 도움을 줍니다.

스테인레스 롤볼로 마사지 효과와 더불어 예민하고 얇은 눈가 

주변을 진정시키며 부드럽게 관리해줍니다. 

15ml /  60203616 / PV 54

주성분 및 CPTGⓇ 에센셜 오일

·   바쿠치올, 포피리듐 크루엔툼 추출물, 풀루란, 메도우 

폼씨오일

·   도테라 CPTGⓇ 프랑킨센스, 일랑일랑, 블루탠시 

에센셜 오일 함유

눈가 피부 안팎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강력한
아이크림으로 매일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세요. 

에센셜 아이크림
Essential Eye Cream

사용방법

·     스테인레스 롤볼 아래의 펌프 버튼을 천천히 누르시면 

롤볼을 통해 아이크림이 나옵니다. 롤볼을 사용해 눈가 

아래에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눈에 직접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모든 피부 타입 / 남녀 공용

·   금속 성분에 민감한 분들은 스테인레스 볼 사용 전 

테스트 필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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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은방울 수선 봉우리의 비늘줄기 추출물이 깨끗하고 

고른 피부 톤으로 가꾸어 줍니다.

보습 및 전반적인 피부 관리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올리브 과일 추출물 함유

펩타이드는 피부를 단단하게 가꾸어주고, 피부톤과 

피부 결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50ml /  60203615 / PV 41

주성분 및 CPTGⓇ 에센셜 오일

·   은방울 수선 봉우리의 비늘줄기 추출물, 올리브 과일 

추출물, 자스민 꽃 추출물, 펩타이드

·   도테라 CPTGⓇ 프랑킨센스, 라벤더, 자스민, 로즈 

제라늄 에센셜 오일 함유

에센셜 모이스처라이저
Essential Moisturizer

사용방법

·   클렌징과 토너 사용 후, 얼굴 전체와 목에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   모든 피부 타입 / 남녀 공용

식물 추출물 및 보습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조하고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가꾸어 줍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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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점

영양이 풍부한 코코아 씨 버터가 피부 수분을 유지하고

컨디셔닝제로 작용합니다.

락토코쿠스 발효 용해물이 피부의 필수 단백질 및 효소의

생산을 증가시켜 탄탄한 피부결과 피부 건강을 촉진시킵니다.

호스테일켈프 추출물은 아미노산과 폴리펩티드가 풍부하게 

함유된 조류에서 추출되며, 쑥 추출물과 함께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48g /  60203585 / PV 41

주성분 및 CPTGⓇ 에센셜 오일

·   불가리스쑥추출물, 코코아씨 버터, 락토코쿠스 발효 

용해물, 호스테일켈프 추출물

·   도테라 CPTGⓇ 프랑킨센스, 라벤더, 자스민, 로즈 

제라늄 오일 함유

하이드래이팅 크림
Hydrating Cream

사용방법

·     얼굴 전체와 목에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   모든 피부 타입 / 남녀 공용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시키며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스며들어 피부에 강력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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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Eye Cream Clinical Study Results

에센셜 아이크림 인체적용시험 결과

제품사용 4주, 8주 후 피부의 강도, 탄력, 피부결(부드러움), 눈 밑 붓기, 눈 밑 다크서클 

항목에서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 금속 성분에 민감한 분들은 스테인레스 볼 사용전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사용 8주 후

평균 13.0% 효과가 나타남 (참가자 100%)

강도(Firmness)

기관 | 국제임상기관 IRSI(International Research Services, Inc.)

기간 | 2017. 4. 24 ~ 6. 26 (8주간)

대상 | 성인 여성 33명 (40세에서 69세 사이)

“여린 눈가 피부 안팎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강력한 도테라 에센셜 

아이크림으로 활력있는 스페셜 케어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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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Elasticity)

제품 사용 8주 후

평균 12.0% 효과가 나타남 (참가자 100%)

제품 사용 8주 후

평균 18.4% 효과가 나타남 (참가자 100%)

피부결/부드러움
(Texture/Smoothness)

제품 사용 8주 후

평균 12.4% 효과가 나타남 (참가자 100%)

눈 밑 붓기
(Under-eye Puffiness)

제품 사용 8주 후

평균 46.7% 효과가 나타남 (참가자 75.8%)

강도(Firmness)눈 밑 다크서클
(Under eye dark circles)

도테라가 드리는 순수한 자연의 에너지로

아름다운 변화를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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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징 Cleanse

하루의 시작과 끝은 클렌저와 각질 관리 스크럽과 함께하세요. 피부 전반에 걸친

스킨 케어를 책임지고 피부 노폐물, 메이크업 잔여물, 먼지 등을 말끔히 지워

줍니다. 도테라 페이셜 클렌저로 밤낮 구애 받지 않는 스킨케어를 경험해 보세요.

더욱 강력한 딥클렌징을 원하시면 도테라 인비고래이팅 스크럽을 주 2~3회

또는 필요에 따라 사용해주세요.  

도테라 에센셜 스킨케어 가이드

피부결 정리 Tone

클렌징 후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 피부를 닦아주면 모공 관리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잔여물과 먼지 등 피부 표면의 노폐물을 정리해줍니다. 

또, 기초화장이나 메이크업 전 단계에서 피부의 흡수 준비를 도와줍니다. 

아침 저녁 세안 후 도테라 포어 리듀싱 토너를 사용해 보세요. 

스페셜 케어 Target

트리트먼트 제품들은 피부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피부 고민 등 필요에 따라 사용해 주세요. 도테라 브라이트닝 젤은

아침 또는 저녁 중 한 번만 바르시고, 도테라 타이트닝 세럼과 에센셜 아이크림은 

아침·저녁으로 발라주세요.

모이스처라이징 / 수분공급 Moisturize

적절한 수분 공급은 부드러운 피부결과 어리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핵심 관리 

단계입니다. 가볍고 산뜻한 수분 보충과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신다면 도테라

에센셜 모이스처라이저를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세요. 조금 더 풍부한 수분감과 

다양한 효능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도테라 하이드래이팅 크림을 건조할 때

마다 발라보십시오. 두 제품을 병행 사용하시는 경우, 아침에는 에센셜 모이스처

라이저를, 저녁에는 하이드래이팅 크림을 발라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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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
사용감
무파라벤

CPTG®
에센셜 오일

피부 
보습

과학적 
포뮬라

식물
추출물

도테라의 새로운 내추럴 솔루션 

New 에센셜 스킨케어



18 19

빛나고 어린 피부를 위한 에센셜 스킨케어 4가지 제품을 특별한 할인혜택으로 만나보세요. 

페이셜 클렌저, 인비고래이팅 스크럽, 포어리듀싱 토너, 타이트닝 세럼

일반구매: 60208000 | LRP 전용: 60205412

180,000원 회소 135,000원 PV 102

save
19,000원

각 단품
구매시보다

THE BEST OF NATURE, THE BEST OF SCIENCE.    

피부활력 ESC팩
Skin Vitality ESC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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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가못(FC Free)
베르가못의 매콤한 시트러스 향이 기분을 전환 

시켜주며 깨끗하고 맑은 피부 톤에 도움을 드립니다.

주니퍼베리
자연스럽게 피부 결 정리에 도움을 주며 더 맑고 

환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블루탠시
진한 푸른 색과 달콤한 과일 향으로 잘 알려진 블루 

탠시는 건강하고 부드러운 피부 표현에 도움을 줍니다.

라벤더
수세기 동안 피부 관리에 사용되었던 라벤더는 

다양한 이로움으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프랑킨센스 
다양한 이로움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프랑킨센스는 

건강한 피부 관리에도 빠질 수 없는 오일 중 

하나입니다.

멜라루카
티트리로 알려진 멜라루카는 피부에 깨끗함과 

활력을 선사합니다.  

제라늄
자연의 향으로 편안함을 주는 제라늄은 스킨 

케어에도 많은 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멜리사
레몬밤으로도 잘 알려진 멜리사는 달콤하고 신선한 

향으로 진정과 편안함을 선사하며 다양한 피부 고민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저먼 캐모마일
은은한 꽃 향기로 진정에 도움을 주며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어 줍니다.

미르
다양한 이점을 지닌 100% 천연 미르 에센셜 오일은 

부드럽고 매끄러운 피부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자몽
활력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유명한 자몽은 깨끗한 

피부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페퍼민트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기분 전환에 좋습니다. 

하와이안 샌달우드
스킨케어 사용시 많은 우수함을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하와이안 샌달우드는 부드럽고 어린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로즈 
가장 귀한 에센셜 오일 중 하나인 로즈 에센셜 

오일은 피부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맑고 건강한 

피부 톤 표현에 도움을 줍니다. 

헬리크리섬
지중해의 프랑스령 섬인 코르시카에서 소싱되는 

헬리크리섬은 디케토를 최대 10% 함유하고 있으며, 

세스퀴테르펜 탄화수소 최대 30%와 에스테르 

5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일랑일랑
‘꽃 중의 꽃’ 이라는 의미의 일랑일랑 오일은 

매혹적인 향으로 긍정적인 기분을 고양시킬뿐만 

아니라 영양과 보호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피부에 

많은 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자스민
아름다운 향기로 유명한 자스민은 화사하고 고른 

피부 톤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LIST OF ESSENTIAL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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