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 프레스 방식으로 추출된 100% 순수 에센셜 오일

1. 에센셜 오일은 무엇인가요?

15ml 오렌지 에센셜 오일 1병 = 오렌지 과일 154개
· 아름답고 강력한 방향성 천연 아로마 화합물

기운을 북돋고 행복감과 활력을 넘치게 하는 향기

· 씨앗, 목피, 과일 껍질, 줄기, 가지, 꽃 등
식물에서 채취

향기를 맡거나 1 ~ 2방울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거나, 		
샐러드에 첨가하여 섭취

오렌지

· 식물이 외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모아두는 고농축 물질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 선물 중 하나인 유향
(금, 몰약(미르), 유향)

· 고유의 순도, 효능, 유효성을 지키기 위해 콜드 프레스
또는 증기증류로 추출

15ml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 1병 = 수지(레진) 227g
평화로움, 진정, 정화, 휴식, 긴장완화에 도움을 주는 향기

· 고대 이집트에서도 요리, 미용, 제례,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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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를 맡거나 1 ~ 2방울 물과 희석하여 차로 섭취

2. 왜 도테라 오일인가요?
품질관리

코임팩트 소싱

최고 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위한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 과정
향기, 오염도, 불순물 등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총 54번의 품질관리
프로세스
추출 후 1차 테스트를 거친 모든 에센셜 		
오일은 관능검사, 미생물검사,
GC/MS 분석, FTIR 분광법,
키랄성 테스트, 동위원소분석,
ICP-MS 중금속 테스트 등 통과한 후		
QC 단계로 갈 수 있음

전세계 45개국 이상, 165,508명의 소싱 파트너들이
최고 품질의 식물 원료 공급

Why doTERRA

전세계 숙련된 농부, 재배자 등이 가장 적합한 지역에서
전통방식으로 식물 원물 채취 또는 재배
소말리아, 아이티, 과테말라, 자메이카 등 빈곤국가의
경제 활성화와 낙후시설 재건,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 상생 공정거래 실천

CPTG

100% 순수 에센셜 오일의 효능과
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 및 관리
강력한 효과의 100% 순수 에센셜
오일로 건강 솔루션 제시

Co-Impact
Sourcing

3. 에센셜 오일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A

Aromatic Use (아로마 향기)

T

Topical Use (국소 도포)

손바닥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직접 향기를
맡으면 안정, 활력, 진정, 휴식 등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손수건에
떨어뜨려 사용해도 좋습니다.

피부에 직접 발라 부드럽게 마사지
합니다. 민감한 피부는 코코넛 오일,
바디로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십시오.

How To Use

풍미를 더하기 위해 스파게티,
생선 & 육류 요리에 로즈마리, 바질, 레몬
오일 소량 첨가합니다.

히노키, 시더우드 오일을 두피나 모발에
발라주면 건강한 헤어케어에 도움을
줍니다.

손이나 발에 아로마 터치를 하면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Internal Use (식품첨가)

제과 제빵, 샐러드, 요리 등에 1 ~ 2방울
첨가하면 더욱 향기롭습니다.

아름다운 피부관리를 위해 로션, 에센스,
크림 등에 혼합하여 바릅니다.

귀뒤, 손목, 뒷목 등에 살짝 바르면
은은한 향기가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이지에어

I

물이나 음료에 1 ~ 2방울 떨어뜨려 차로
즐깁니다.
쉐이크, 스무디 등에 1 ~ 2방울 첨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향기

따뜻함과 시원함을 동시에 선사

활력을 주는 상큼한 향기

숙면에 도움을 주는 깨끗한 향기,
월계수잎,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티트리, 레몬 등이 조화롭게
블렌딩

운동 전 후 필요한 부위에 사용

정화를 위해 다용도로 사용

윈터그린, 캠퍼, 페퍼민트,
블루텐시, 블루 캐모마일 등이
조화롭게 블렌딩

15ml 레몬 에센셜 오일 한병에
75개의 레몬이 콜드 프레스 방식으로
추출

딥블루

레몬

* 상기 제품은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을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IPC와 LRP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Kit 선택 가능

4.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은 무엇일까요?
: 최고 품질을 추구하는 도테라 건강기능식품, 순수 퍼스널 케어, 자연친화 생활용품으로 The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데일리 루틴하세요.

프로테라쉐이크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분리대두와
유청단백이 균형있게 배합, 유기농
퀴노아 분말, 18가지 아미노산
혼합곡물, 현미시럽분말,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조화롭게 함유

온가드 생활용품

생활의 가드,
도테라 온가드 블렌드
오일이 함유된
자연주의 생활용품

한국인의 식생활에 최적화된
설계로 필수영양 성분의 조화로운
배합, 멀티비타민 미네랄,
불포화지방산 오메가 3,
코엔자임Q10

평생활력 LLV팩

헤어 & 바디 케어

순한 성분과 최고의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고품격
살롱 헤어&스파 바디 케어
제품 라인

PB 어시시트

버라지 스킨케어

생균 400억마리 투입, 한포 50억
마리 이상 살아있는 7종 복합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2종과
특허받은 4중 코팅으로 안전하게
장까지 도달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100% 순수 에센셜 오일이 풍부
하게 함유되고 식물테크놀로지로
개발된 고품격 화장품

5. 생활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3가지 건강 고민

고민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떤 제품이 고민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코파이바(Copaiba)
부드러운 향으로 진정과
안정에 도움
베타-카리오 필렌
풍부하게 함유

6. 도테라 에센셜 오일과 다양한 제품들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pf.kakao.com/_kZFxfxd

youtube.com/doterra_korea

도테라 독립제품 컨설턴트 (IPC: Independent
Product Consultant)를 통해 소매가로 구매

instagram.com/doterra_korea

blog.naver.com/doterra_korea

본인이 도테라 IPC 또는 우수회원으로 등록하여
할인된 회원가로 직접 제품 구매

facebook.com/doterra.ko

tv.naver.com/doterra

www.
mydoterra.
com

7. 도테라 웰니스 애드버킷으로 가입하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할인된 회원가로 제품 구매
LRP(Loyalty Rewards Program) 등록 시, 매달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제품 포인트로 누적하여 제품 포인트로 제품 구매 가능
적
립
비
율

LRP

8. 도테라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LIVING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도테라 오일은 신체적,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도테라 오일을 기반으로한 고품질 제품으로
새로운 수준의 '건강함'을 경험하게 될 것
입니다.

SHARING 사람들과 함께하기

LAUNCHING 사업 개시

나눔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꿈을 키워가세요.

도테라 제품을 사용하고, 삶의 일부가 된
그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한방울의
쉐어링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연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테라의 정직하고 합리적인
보상플랜은 풍요로운 삶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을 드립니다.

Empowered
Success

*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www.doterra.co.kr 에 방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