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반주문, LRP 주문 가능합니다. (단, 포인트 주문 불가)
· 특별 한정판매 제품은 준비된 수량 소진시,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 전화, 팩스, 이메일, 센터방문, 홈페이지, 모바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 도테라 코리아 고객센터(1600-5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매방법 및 주의사항
· 도테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고 공지를 받으세요.

https://pf.kakao.com/_kZFxfxd

· 도테라 인스타 그램을 팔로우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doterra_korea

공지방법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8층 (서초동, 에이플러스 에셋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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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테라 베스트 셀러 중 하나인 온가드 프로텍트 프리미엄 내추럴 치약을 
언제 어디 서나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온가드 휴대용 미니치약 10팩! 
소중한 친구, 가족, 지인 등 주변에 선물하세요. (특별한정판매)

60212255  25,000원  0

On Guard Toothpaste온가드 휴대용 미니치약 10팩 

로즈, 네롤리, 자스민, 매그놀리아, 블루 로터스 5가지 아름다운 꽃 오일 4ml 터치를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담아 선보입니다. 
특히, 처음 선보이는 블루 로터스 터치는 푸른 연꽃으로 매우 드물고 귀한 오일 중 
하나로 로즈 터치와 함께 더욱 특별함을 선사합니다. 소중한 분들께 스페셜한 5가지 
부드러운 꽃 향기를 선물하세요. (특별한정판매)

60210235  99,000원  60

Precious Floral Collection프리셔스 플로럴스 콜렉션

Ginger Drops

도테라 진저 드롭은 생강과 레몬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생강의 달콤하고 
매운 맛과 레몬의 상큼한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맛은 물론 불편함이 느껴질 때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소중한 분들께 특별한 도테라 진저 드롭을 선물하세요. 
(1봉 30개입 / 특별한정판매)

60211023  17,000원  11

도테라 진저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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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분들이 생각나는 가정의달,

건강과 진심을 전하세요. 
특별한 도테라 선물세트와 함께

* 한정수량 제품은 수량 소진시까지

2020년 4월 17일(금) ~ 5월 29일(금)

to.

The 팀 도테라From.
With love

* 가정의달 선물용 부직포에 담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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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빛나는 머릿결을 위한 도테라 살롱 에센셜 헤어 케어 세트는 도테라만의 
특별한 에센셜 오일의 효능이 두피와 모발에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고안된 헤어 
전용 제품 라인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하게 스무딩 컨디셔너 7ml 샘플팩을 12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Salon Essentials Hair Care

60213212  75,000원  48

프로텍팅 샴푸&컨디셔너 세트

* 가정의달 선물용 부직포에 담아 드립니다.

* 가정의달 선물용 부직포에 담아 드립니다.

* 가정의달 선물용 부직포에 담아 드립니다.

60208566  76,000원  46

부모님 사랑 효 선물세트 Love Parents

도테라 젠제스트 타블렛과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로 부모님께 편안함과 건강을 
선물하세요! 소중한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젠제스트 타블렛(2), 코파이바15ml(1))

20

순하고 부드러운 베이비 워시로 목욕 후, 
착한 성분으로 뛰어난 보습력을 선사하는 도테라 스파 바디로션으로 아기 피부를 
케어해주세요! 아기가 있는 가정에 최고의 선물세트입니다.
(베이비 헤어&바디 워시 2ea, 핸드앤바디로션 1ea)

60211278  53,000원  30

도테라 베이비 세트 doTERRA Baby Set 15

7ml x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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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12,000원

선착순 200명 디퓨저 팔찌 
무료증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