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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에센셜 오일

에센셜 오일은 씨, 목피, 줄기, 가지, 꽃 및 식물의 다른 부분들에서 발견되는 천연 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아름답고 강력한 방향성  

물질입니다. 장미꽃을 선물 받아 향을 느꼈다거나, 라벤더 밭을 지나가며 향을 느낀 적이 있다면, 에센셜 오일의 방향 성분을 이미 경험해 

본 것입니다. 

기분을 좋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에센셜 오일의 용도는 단순한 방향적 매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저마다의  

독특한 향기를 풍김으로써 외부 위험요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수분 보호 역할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에센셜 오일입니다.

 

현재까지 3,000개 이상의 휘발성 방향족 화합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자연적 특성은 식물마다, 혹은 식물의 군이나 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정 에센셜 오일에서 발견되는 방향 성분의 섬세한 비율은 독특하고 특별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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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LIST 제품 리스트PRODUCT LIST 제품 리스트 소 소비자가격

회 회원가격

PV PV

소 소비자가격

회 회원가격

PV PV

로즈페탈 

60214095    5ml
소  531,000원  회  399,000원  PV 240 

•오일 컬러 : 무색 ~ 옅은 노란색 

프랑킨센스 

30071409    15ml
소  132,000원  회  99,000원  PV 76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30111409    15ml
소  44,000원  회  33,000원  PV 27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라벤더  

30121409    15ml
소  20,000원  회  15,000원  PV 12

•오일 컬러 : 녹색 ~ 노란색

레몬  

60209476    15ml
소   40,000원  회  30,000원  PV 25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티트리 

30171409    15ml
소  20,000원  회  15,000원  PV 12

•오일 컬러 : 노란색 ~ 오렌지색

오렌지 

30181409    15ml
소  43,000원  회  32,000원  PV 26

•오일 컬러 : 무색 ~ 연갈색

오레가노 

30191409    15ml
소  43,000원  회  32,000원  PV 26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페퍼민트 

60216262    15ml
소  79,000원  회  59,000원  PV 49

•과채가공품

진저

49361309    5ml
소  43,000원  회  32,000원  PV 26

•오일 컬러 : 무색 ~ 오렌지색

아버비테 

30131409    15ml
소  20,000원  회  15,000원  PV 12

•오일 컬러 : 무색 ~ 오렌지색

레몬그라스 

30101409    15ml
소  35,000원  회  26,000원  PV 21

•오일 컬러 : 노란색 ~ 오렌지색

자몽 

30091409    15ml
소  60,000원  회  45,000원  PV 37

•오일 컬러 : 무색 ~ 황록색

로즈제라늄 

30241409    15ml
소  72,000원  회  54,000원  PV 45

•오일 컬러 : 노란색

일랑일랑 

30201409    15ml
소  31,000원  회  23,000원  PV 19

•오일 컬러 : 무색 ~ 연노랑

로즈마리 

30431409    15ml
소  80,000원  회  60,000원  PV 50

•오일 컬러 : 노란색 ~ 갈색

베티버 

60210902    15ml
소  31,000원  회  23,000원  PV 19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사이프레스 

49301309    15ml
소  26,000원  회  19,000원  PV 16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시더우드 

30061409    15ml
소  34,000원  회  25,000원  PV 21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유칼립투스 

30161409    15ml
소  115,000원  회  86,000원  PV 60

•오일 컬러 : 노란색 ~ 갈색

미르 

ESSENTIAL OIL SINGLES 단일 에센셜 오일

도테라 에센셜 오일은 순수한 식물성 추출물이라 투명도, 색상, 향 등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확기에  
(온도, 일조량 같은) 날씨 조건과 수분 함유량(강우량), 토양 상태(온도, 미생물 활동 포함)에 따라 생기는 변화로 제품  
품질 및 안전성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시트러스 계열의 경우 열매와 수목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추출  
과정에서 왁스 성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물질이 아니며 아로마 성분이 지닌 효능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식품첨가물 |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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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41409    15ml
소  38,000원  회  28,000원  PV 23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마조람 멜리사  

30851409    5ml
소  172,000원  회  138,000원  PV 102

•오일 컬러 : 연노랑 ~ 진한 오렌지색

49291409    5ml
소  38,000원  회  28,000원  PV 23

•오일 컬러 : 연노랑 ~ 연록색

주니퍼 베리  

30801409    5ml
소  87,000원  회  65,000원  PV 54

•오일 컬러 : 무색 ~ 파란색 ~ 청록색

로만캐모마일  

블랙페퍼  

60202021    5ml
소  43,000원  회  32,000원  PV 26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60202026    15ml
소  55,000원  회  41,000원  PV 34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스피어민트  

60202177    15ml
소  26,000원  회  19,000원  PV 16

•오일 컬러 : 노란색 ~ 녹갈색

라임  

60202028    15ml
소  31,000원  회  23,000원  PV 19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 오렌지브라운

클로브  

60202624    5ml
소  136,000원  회  102,000원  PV 72

•오일 컬러 : 무색 ~ 황갈색

하와이안 샌달우드 

60204513    5ml
소  136,000원  회  102,000원  PV 72

•오일 컬러 : 무색 ~ 황록색

헬리크리섬 

60204113    5ml
소  48,000원  회  36,000원  PV 28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히노키 

60204619    15ml
소  68,000원  회  51,000원  PV 42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코파이바  

60203991    5ml
소  47,000원  회  35,000원  PV 29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시나몬 바크  

60206462    15ml
소  58,000원  회  43,000원  PV 36

•오일 컬러 : 무색~노란색

타임  

 

60207785    15ml
소  56,000원  회  42,000원  PV 33

•오일 컬러 : 무색~주황노랑

투메릭  

60206403    15ml
소  56,000원  회  42,000원  PV 33

•오일 컬러 : 노란색~  짙은녹색

베르가못  

60206498    15ml
소  40,000원  회  30,000원  PV 24

•오일 컬러 : 무색~노란색

바질  

60207784    15ml
소  56,000원  회  42,000원  PV 33

•오일 컬러 : 그린 ~ 갈색 빛이도는 녹색

그린만다린  

60206145    15ml
소  39,000원  회  29,000원  PV 23

•오일 컬러 : 핑크 ~ 적색

윈터그린 

60206400    15ml
소  40,000원  회  30,000원  PV 24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시베리안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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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6460    15ml
소  60,000원  회  45,000원  PV 36

•오일 컬러 : 노란색 ~ 갈색

파촐리 

60206376    15ml
소  74,000원  회  55,000원  PV 43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클래리세이지  

60210158    15ml
소  23,000원  회  17,000원  PV 14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레몬 유칼립투스 

60211024    30ml
소  172,000원  회  138,000원  PV 114

야로우 폼 

60210190    15ml
소  72,000원  회  54,000원  PV 45

어댑티브 

60215096     15ml
소  64,000원  회  48,000원  PV 40

다이제스트젠  

31101409    15ml
소  66,000원  회  49,000원  PV 40

온가드  

60218832    15ml
소  55,000원  회  41,000원  PV 34

패스트탠스 

31461409    15ml
소  47,000원  회  35,000원  PV 29

젠도크린  

31371409    15ml
소  51,000원  회  38,000원  PV 31

스마트앤새시  

60200212    15ml
소  43,000원  회  32,000원  PV 26

이지에어 

31201309    15ml
소  55,000원  회  41,000원  PV 34

아로마터치 

31041309    15ml
소  83,000원  회  62,000원  PV 51

엘리베이션 

회원번호 당
월 2개까지 구매 

31061309    15ml
소  39,000원  회  29,000원  PV 24

퓨리파이 

31091309    15ml
소  62,000원  회  46,000원  PV 38

세레니티 

31021309    15ml
소  35,000원  회  26,000원  PV 21

시트러스 블리스 

31011309    15ml
소  40,000원  회  30,000원  PV 25

밸런스 

60215960    15ml
소  20,000원  회  15,000원  PV 12

테라쉴드 

31051309    5ml
소  64,000원  회  48,000원  PV 40

딥블루 

60205350    15ml
소  56,000원  회  42,000원  PV 33

클리어리파이 

BLEND OIL 블렌드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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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1309    5ml
소  48,000원  회  36,000원  PV 30

치어 

31731309    5ml
소  72,000원  회  54,000원  PV 45

콘솔 

31751309    5ml
소  39,000원  회  29,000원  PV 24

포기브 

31741309    5ml
소  44,000원  회  33,000원  PV 27

모티베이트 

31761309    5ml
소  82,000원  회  61,000원  PV 50

패션 

31711309    5ml
소  59,000원  회  44,000원  PV 36

피스 필 

60207024    5ml
회  25,000원  PV 20

얼라인 

60207023    5ml
회  27,000원  PV 22

어센드 

60207025    5ml
회  29,000원  PV 24

앵커 

31601309    30ml
소  38,000원  회  28,000원  PV 20

테라쉴드

60215157    10ml
소  51,000원  회  38,000원  PV 31

위스퍼 터치
60203993    10ml

소 136,000원  회 102,000원  PV 78

로즈 터치

60201188    10ml
소  40,000원  회  30,000원  PV 25

hdclear® 토피컬 블렌드
60205952    10ml

소  67,000원  회  50,000원  PV 41

인툰
60200379    10ml

소  48,000원  회  36,000원  PV 30

클래리캄
60202318    10ml

소  30,000원  회  22,000원  PV 18

라벤더 터치

60203995    10ml
소  91,000원  회  68,000원  PV 56

네롤리 터치
60203994    10ml

소  82,000원  회  61,000원  PV 50

자스민 터치
60202709    10ml

소  31,000원  회  23,000원  PV 0

호프 터치
60201398    10ml

소  133,000원  회  100,000원  PV 78

살루벨

YOGA 블렌드 오일

ROLL ON 롤온 타입SPRAY 스프레이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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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2322    10ml
소  28,000원  회  21,000원  PV 17

페퍼민트 터치
60202321    10ml

소  88,000원  회  66,000원  PV 55

프랑킨센스 터치
60209484    10ml

소  24,000원  회  18,000원  PV 15

티트리 터치
60202319    10ml 

소  43,000원  회  31,000원  PV 25

다이제스트젠 터치

60208743    10ml*6ea
회  144,000원  PV 102

키즈 콜렉션
60208741    10ml

회  23,000원  PV 19

씽커
60208744    10ml

회  28,000원  PV 23

카머
60208745    10ml

회  20,000원  PV 16

스트롱거

60208746    10ml
회  22,000원  PV 18

레스큐어
60208747    10ml

회  22,000원  PV 18

스테디
60208748    10ml

회  30,000원  PV 25

브레이브
60212604

회  12,000원  PV 3

도테라 체험상자

21141309    5ml*6ea
소  308,000원  회  231,000원  PV 180

이모셔널 아로마테라피 시스템
60200618    5ml*4ea

소  39,000원  회  29,000원  PV 16

센세이션 키트
60207020    내추럴 에어 디퓨저(5ml*4ea)

소  104,000원  회  78,000원  PV 10

내추럴 센세이션 키트
60200619    패밀리 디퓨저(5ml*4ea)

소  87,000원  회  65,000원  PV 13

패밀리 센세이션 키트

60202323    10ml
소  27,000원  회  20,000원  PV 17

이지에어 터치
60202320    10ml

소  43,000원  회  32,000원  PV 26

온가드 터치
60202317    10ml

소  32,000원  회  24,000원  PV 19

오레가노 터치
60206855    10ml

소  35,000원  회  26,000원  PV 21

아마비 터치

KIDS COLLECTION 키즈 콜렉션 한정판매

SPECIAL KIT 스페셜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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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앤아웃 에어클린 키트

60207061    패밀리 디퓨저(15ml*2ea)
소  131,000원  회  98,000원  PV 40

60201845    멜리사 5mL(1)+라벤더 5mL(2)
회  160,000원  PV 120

불가리안 멜리사 키트
60205625    5ml*3ea

소  39,000원  회  29,000원  PV 18

인트로 키트
60206176

회  164,000원  PV 115

인트로 키트 6팩

만원 할인

13PV 추가

60205876    5ml*8ea + 코코넛오일 115ml
소  213,000원  회  160,000원  PV 120

아로마터치 키트
60205782    5ml*10ea

소  243,000원  회  182,000원  PV 138

패밀리 에센셜 키트
60207026    5ml*3ea

소  102,000원  회  76,000원  PV 60

요가컬렉션
60210111    15ml

소  70,000원  회  52,000원  PV 43

•오일 컬러 : 무색~노란색

샐러리 씨드  

60215967    15ml
소  55,000원  회  41,000원  PV 34

노던 이스케이프 

60210928    15ml
소  82,000원  회  62,000원  PV 51

•오일 컬러 : 무색 ~ 노란색

카낭가 

60210136    5ml
소  35,000원  회  26,000원  PV 21

•오일 컬러 : 옅은 노란색~초록색

블랙 스프루스 

60215145    5ml
소  51,000원  회  38,000원  PV 31

툴시(홀리 바질) 

60210616    5ml
소  27,000원  회  20,000원  PV 17

발삼 퍼 

60215963    4ml
소  48,000원  회  36,000원  PV 30

프랑킨센스 터치
60219485    10ml

소  48,000원  회  36,000원  PV 30

이볼브 터치
60215962    10ml

소  30,000원  회  22,000원  PV 18

밸런스 터치

60215966    30ml
소  8,000원  회  6,000원  PV 0

휴대용 코코넛 오일
60213707    118ml

소  35,000원  회  26,000원  PV 18

어댑티브 배쓰 오일 스파 배쓰 솔트  
 60216319    113g 

소  14,000원  회  10,000원  PV 0

31641309    115ml
소  23,000원  회  17,000원  PV 14

코코넛 오일

LIMITED EDITION 한정판

LIMITED EDITION 한정판 제품은 한정 수량으로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예고 없이 판매 종료될 수 있습니다.

CARRIER OIL 캐리어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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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1309    120ml
소  62,000원  회  46,000원  PV 36

딥블루 럽
38951309    2ml*10ea  회  7,000원  PV 2

38971309    5box   회  33,000원  PV 9

딥블루 럽 샘플 팩
일반구매: 60216079    LRP전용: 60216173

 회  64,000원  PV 48

프리미엄 뷰티킷

save
12,000원

60215248    120ml
소  40,000원  회  30 ,000원  PV 23

브라이트닝 딥 폼 인 오일

60215262    70ml
소  20,000원   회  16,000원  PV 11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
60215261    26g*5ea

소  20,000원  회  15,000원  PV 12 

퓨어 화이트닝 마스크
60216701    25g*5ea

소  25,000원  회  20,000원  PV 16 

안티링클 타이트닝 마스크

 

일반구매: 60208000    LRP전용: 60205412
소  180,000원  회  135,000원  PV 102

피부활력 ESC팩

save
17,000원

품절

페이셜 클렌저
60203377    118ml

소  32,000원  회  24,000원  PV 20

품절

인비고래이팅 스크럽
60203584    70g

소  35,000원  회  26,000원  PV 21

포어리듀싱 토너
60203557    118ml

소  40,000원  회  30,000원  PV 25

품절

60203613    30ml
소  96,000원  회  72,000원  PV 60

타이트닝 세럼

60203616    15ml
소  87,000원  회  65,000원  PV 54

인체적용시험 완료 

에센셜 아이크림
60203615    50ml

소  67,000원  회  50,000원  PV 41

에센셜 모이스처라이저
60203585    48g

소  70,000원  회  52,000원  PV 43

하이드래이팅 크림
60111309    15ml

소  23,000원  회  17,000원  PV 12

코렉트-X

버라지 스킨케어콜렉션

save
83,000원

42691309
소  160,000원  회  120,000원  PV 79

버라지 클렌저
37381309    60ml

소  48,000원  회  36,000원  PV 30

버라지 토너
60215806    50ml

소  43,000원  회  32,000원  PV 26

37401309    15ml
소  126,000원  회  94,000원  PV 78

버라지 살루벨 하이드래이팅 세럼

* New 에센셜 스킨케어 8종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 페이셜 클렌저 & 인비고래이팅 스크럽 2종 미세먼지 세정력 테스트 완료 

Premium Beauty 프리미엄 뷰티 

VERAGE 버라지

CORRECT-X 코렉트-X

ESSENTIAL SKINCARE 
NEW 에센셜 스킨케어

DEEPBLUE RUB 딥블루 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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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에어 프라그란스 스틱
34291309    12.5g

소  16,000원  회  12,000원  PV 6

60207889    125ml
소  51,000원  회  38,000원  PV 27

뷰티풀 바디미스트 리프레싱 바디 워시
60200291    250ml

소  26,000원  회  19,000원  PV 12

리플레니싱 바디 버터
60200953    198g

소  34,000원  회  25,000원  PV 18

엑스폴리에이팅 바디 스크럽
60200816    226g

소  38,000원  회  28,000원  PV 18

60200550    200ml
소  30,000원  회  22,000원  PV 16

핸드 앤 바디로션 시트러스 블리스® 핸드로션
60200311    75ml

소  14,000원  회  10,000원  PV 6

60200528    100ml
소  27,000원  회  20,000원  PV 0

로즈 핸드 로션 

머드 마스크
37491309    113.4 g

소  28,000원  회  21,000원  PV 14

모이스처라이징 배쓰 바 90g
1ea 60210555    소  14,000원  회  10,000원  PV 6

3ea 60202957    소  30,000원  회  22,000원  PV 12

품절

도테라 스파 선물세트
60203170

소  127,000원  회  95,000원  PV 55

save
20,000원

립밤 오리지널
60208679    4.5g

소  12,000원  회  9,000원  PV 5

New Label

베이비 헤어&바디 워시
60208229    295ml

소  27,000원  회  20,000원  PV 12

베이비 세트
60211278 

회  53,000원  PV 30

15%
save

NEW 프로텍팅 샴푸
60217881    500ml

소  49,000원  회  36,000원  PV 26

NEW 프로텍팅 샴푸 LRP 킷
60217922    500ml * 2ea

소  64,000원  회  47,000원  PV 30

버라지 모이스처라이저
37411309    30ml

소  55,000원  회  41,000원  PV 34

hdclear ® 포밍 페이스 워시 
60202500    50ml

소  43,000원  회  32,000원  PV 26

60201188    10ml
소  40,000원  회  30,000원  PV 25

hdclear ® 토피컬 블렌드 
35461409    120g

소  23,000원  회  17,000원  PV 12

이지에어 목캔디

doTERRA Baby 도테라 베이비

hdclear® 에이치디 클리어 EASY AIR 이지에어

SALON ESSENTIAL HAIR CARE 살롱 에센셜 헤어 케어

doTERRA SPA LINE 도테라 스파 라인

화장품 소비자가격은 회원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단순 참고용이며, 회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책정하는 금액으로 권장 소비자 가격이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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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프로텍팅 샴푸 전용 공병
1개 60220105    회  3,000원  PV 0

2개 60220089    회  5,000원  PV 0

프로텍팅 샴푸
36221309    250ml

소  38,000원  회  28,000원  PV 23

단종 예정

데일리 컨디셔너 
60216949    500ml

소  48,000원  회  36,000원  PV 24

데일리 컨디셔너 LRP 킷 
60220528    500ml * 2ea

소  71,000원  회  53,000원  PV 30

헬씨 홀드 글래이즈
36271309    120ml

소  35,000원  회  26,000원  PV 18

루트투팁 세럼

60200566    30ml
소  68,000원  회  51,000원  PV 42

LRP 살롱 에센셜 프로텍팅 샴푸

36241309    250ml*2ea
회  37,000원  PV 24

단종 예정

 

온가드
31101409    15ml

소  66,000원  회  49,000원  PV 40

온가드 핸드미스트 3팩
60207212    27ml

소  34,000원  회  25,000원  PV 13

다목적 세정제
38141309    355ml

소  26,000원  회  19,000원  PV 11

핸드워시 & 디스펜서
38071309    473ml

소  38,000원  회   28,000원  PV 18

핸드워시 패키지
38021309    473ml*2ea

소  62,000원  회  46,000원  PV 36

포밍핸드워시
38011309    473ml

소  34,000원  회  25,000원  PV 21

세탁세제
60202827    947ml

소  51,000원  회  38,000원  PV 23

온가드 목캔디
34051409    120g

소  23,000원  회  17,000원  PV 12

60201946    125g
소  9,000원  회  6,200원  PV 3

온가드 프로텍트 프리미엄 내추럴 치약

칫솔
50721309    4ea

소  10,000원  회  6,900원  PV 2

내추럴 프리미엄 치약 & 칫솔 선물세트
20471409

소  36,000원  회  27,000원  PV 11

온가드 종합키트
20201309

회  120,000원  PV 55

* 에코백 완판으로 온가드 치약 2개 대체증정

save
24,000원

온가드 프로텍트 키트
60210053

회  78,000원  PV 53

ON GUARD 온가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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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 컴플렉스
60215198

소  47,000원  회  35,000원  PV 25

15%
save

젠도 듀오
60219871

소  80,000원  회  60,000원  PV 44

테라지
60206793

소  60,000원  회  45,000원  PV 35

테라지 더블팩
60215247

소  100,000원  회  75,000원  PV 50

17%
save

씨피 소프트 캡슐
60209328

소  73,000원  회  58,000원  PV 37

13%
save

CB2듀오
60216047

소  127,000원  회  95,000원  PV 65

슬림앤새시 다이어트
60205238

소  60,000원  회  45,000원  PV 30

온가드 소프트젤
60203830

소  50,000원  회  37,000원  PV 25

디디알 프라임 소프트젤
60206794

소 112,000원  회  84,000원  PV 66

트라이즈
60207910

소  47,000원  회  35,000원  PV 22

알파 씨알에스 플러스
60203973

소 141,000원  회  106,000원  PV 84

    

딥블루액티브
34361409    60정

소  115,000원  회  86,000원  PV 71

마이크로플렉스 MVp
34321409    120캡슐

소  80,000원  회  60,000원  PV 40

에센셜 오메가
34311409    120캡슐

소  107,000원  회  80,000원  PV 63

평생활력 엘엘브이(LLV) 팩

save
100,000원

일반구매: 60205388    LRP전용: 60204799
소  195,000원  회  146,000원  PV 85

디앤피(DNP) 팩

save
60,000원

20651409
소  107,000원  회  80,000원  PV 46

디앤피 액티브 키트

save
89,600원

60202881
소  182,000원  회  136,400원  PV 87

면역과 항산화 킷
60214185

회  58,000원  PV 35

19%
save

젠제스트 타블렛
34381409    100정

소  27,000원  회  20,000원  PV 12

피비 어시스트
60203506    30포

소  67,000원  회  50,000원  PV 32

SUPPLEMENT 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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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비 어시스트 3팩

save
20,000원

60203662    3팩
소  173,000원  회  130,000원  PV 70

세레니티 레스트풀 소프트젤
60202953    60캡슐

소  38,000원  회  28,000원  PV 20

save
9,000원

세레니티 콤보 키트
60203555

소  87,000원  회  65,000원  PV 48

쿨링 비들렛
31571409

소  24,000원  회  18,000원  PV 15

에센셜 오일 비들렛 온가드맛

31581409
소  31,000원  회  23,000원  PV 19

프로테라 쉐이크
35341409    637.5g

소  103,000원   회  77,000원  PV 33

프로테라 쉐이크 초콜릿맛
60205439    637.5g

소  103,000원   회  77,000원  PV 33

프로테라 쉐이크 키트
21151409    637.5g*2ea

소  147,000원  회  110,000원  PV 55

프로테라 쉐이크 키트 초콜릿맛
60205440    637.5g*2ea

소  147,000원  회  110,000원  PV 55

프로테라 쉐이크 패밀리 키트
21171409    637.5g*4ea

소 266,000원  회  200,000원  PV 100

프로테라 쉐이크 패밀리 키트 초콜릿맛
60206286    637.5g*4ea

소 266,000원  회  200,000원  PV 100

스마트앤새시 라이프스타일 체인지 키트(전용 박스 증정)
바닐라맛 60205940

초콜릿맛 60205942
소  519,000원  회  389,700원  PV 213

save
223,300원

베지캡스
60202833    160캡슐

소  8,000원  회  6,000원  PV 0

 

2022 도테라 달력
60203641

회  7,000원  PV 0

한정판매

리빙매거진
1권    47351309    회  2,000원

5권    48811309    회  7,500원

한정판매

힐링핸즈 스마일 리유저블 냅킨
60218730

회  15,000원  PV 0

한정판매

프로테라 볼 쉐이커
60205593

회  5,000원  PV 0

60204194
회  25,000원

오일캐리어

ACCESSORY 액세서리 류

PROTERRA SHAKE 프로테라 쉐이크

ESSENTIAL OIL BEADLET 
에센셜 오일 비들렛

VEGGIE CAPS 베지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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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모노그램 클러치
60218185
회  10,000원

한정판매

롤볼 10ml 6팩
60212192    10ml * 6ea

회  6,900원  PV 0

아마비 휴대용 파우치
3360001043

소  19,000원  회  14,000원  PV 0

한정판매 품절

화이트 에어 디퓨저 
60221608

회  65,000원  PV 0

패밀리 디퓨저
60203657    500ml

소  60,000원  회  45,000원  PV 0

1.8L 다운 휴미디파이어
60215473    1.8L

회  75,000원  PV 0

우든박스
32120009

소  20,000원  회  15,000원  PV 0

카다로그
1권    47011309    회  2,000원

5권    48551309    회  7,500원

제품리스트
60203330    10개

회  4,500원

클래스 아웃라인
60200243    10매

회  1,000원

클래스 인 어 박스
60200244
회  39,000원

캡스티커

#4703 v14

영문  |  47030009  |  회  500원

국문  |  60201339  |  회  500원

캡스티커(레몬, 라벤더, 페퍼민트, 오렌지)
43261309

회  500원

다목적 세정제 스프레이
39011309    490ml

회  2,000원

포밍핸드워시 전용 디스펜서
60219655    236ml

회  2,900원

NEW Package

오일 이너 캡 오프너 
60222034    5개/1세트

회  20,000원

피펫(스포이드) 
60220729    50개/1봉

회  4,000원

 

미니 유리병
43021309    2ml * 30ea

회  6,000원

디자인 업그레이드

휴대 필박스
38171309

회  2,000원

유리병스프레이
41221309    50ml * 3ea

회  4,000원

키체인
60200620    2ml * 10ea

회  4,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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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에센셜 키트

인트로키트(3), 라벤더 에센셜 오일 15ml,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15ml, 레몬 에센셜 오일 15ml, 

패밀리 에센셜 키트, 쇼핑백(2), IPC 등록 패킷

49201309  회  300,000원  PV 200

save

60,000원

뉴트리션 키트

마이크로플렉스 MVp, 에센셜 오메가, 딥블루액티브,

젠제스트 타블렛, 피비 어시스트(2), 프로테라쉐이크(2),

IPC 등록 패킷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60204563  회  360,000원  PV 200

save

150,000원

ENROLLMENT KIT 신규회원 (IPC, 우수회원) 등록 키트
신규회원 등록 키트로 제품을 구매하시면 낱개로 구매하실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은 회원가 기준입니다.)

IPC 등록 패킷

오렌지 5ml(1), 웰컴투도테라(1), 제품리스트(1), 

회원등록신청서(1), 온라인 회원가입&LRP 주문 간편 가이드(1),

구매주문서(1), LRP 신청서(1), 캡스티커(영문1,국문1)

32011309  회  10,000원 

NEW Package

패밀리 에센셜 & 비들렛 키트

패밀리 에센셜 키트(라벤더 5ml, 레몬 5ml, 페퍼민트 5ml, 티트리 5ml,

프랑킨센스 5ml, 오레가노 5ml, 다이제스트젠 5ml, 온가드 5ml, 이지에어 5ml, 

딥블루 5ml), 쿨링 비들렛, 비들렛 온가드 맛, IPC 등록 패킷

60204560   회  220,000원  PV 150

save

13,000원



17

홈에센셜 키트

프랑킨센스 15ml, 라벤더 15ml, 레몬 15ml, 티트리 15ml, 

오레가노 15ml, 페퍼민트 15ml, 이지에어 15ml, 온가드 15ml,

다이제스트젠 15ml, 딥블루 5ml, 패밀리 디퓨저, IPC 등록 패킷

60204565   회  390,000원  PV 240

save

83,000원

밸런스 에센셜 오일15ml(1), 

라벤더 에센셜 오일 15ml(1),  티트리 에센셜 오일15ml(1), 

온가드 에센셜 오일 15ml(1), 아로마터치 15ml(1),  딥블루 5ml(1), 

오렌지 에센셜 오일15ml(1),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15ml(1), 

코코넛 오일 115ml(1), 딥블루 럽 120ml(1), IPC 등록 패킷

스타트 딥블루 아로마터치 키트

save

46,000원

60202047  회  305,000원  PV 250

 

버라지 살루벨 키트

프랑킨센스15ml,  라벤더15ml, 레몬15ml, 티트리15ml, 페퍼민트15ml, 오렌지15ml, 다이제스트젠15ml, 아로마터치15ml, 세레니티15ml,

하와이안 샌달우드5ml, 밸런스15ml, 딥블루5ml, 코코넛오일, 버라지 클렌저, 버라지 토너, 버라지 살루벨 하이드레이팅 세럼,

버라지 모이스처라이저, 코렉트-X, 우든박스, 패밀리 디퓨저(1), 오일캐리어, 살루벨, 베지캡스, IPC 등록 패킷

save

188,000원

60204538   회  799,000원  PV 500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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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쉐어링 키트

인트로키트, 페퍼민트(2), 라벤더(2), 티트리(2), 다이제스트젠(2), 딥블루(2), 아로마터치(2), 레몬(2), 오렌지(2), 오레가노, 온가드,

코코넛오일, 프랑킨센스(2), 밸런스(2), 이지에어(2), 스피어민트, 세레니티, 우든박스, 패밀리 디퓨저(1), 오일캐리어, 미니 유리병,

키체인, 베지캡스(2), IPC 등록 패킷

save

197,600원

60204588   회  990,000원  PV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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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 솔루션 키트

프랑킨센스, 라벤더, 레몬, 티트리, 오렌지, 페퍼민트, 이지에어, 다이제스트젠,

온가드, 밸런스, 아로마터치, 세레니티, 패스트탠스, 온가드 치약, 온가드 핸드워시,

디스펜서(2), 마이크로플렉스 MVp, 에센셜 오메가, 딥블루액티브, 피비 어시스트,

딥블루 럽, 코코넛 오일, 이지에어 프라그란스 스틱, 코렉트-X, 프로텍팅 샴푸(1), 스무딩 컨디셔너(1),

우든박스, 패밀리 디퓨저, IPC 등록 패킷

추가 100Point 적립과 LRP 포인트 15%적립의 혜택

패스트 트랙

save

179,000원

60204539   회  860,000원  PV 530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품절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에브리오일 키트

다이제스트젠,  딥블루, 라벤더, 라임, 레몬, 레몬그라스, 로만캐모마일, 로즈마리, 로즈제라늄, 마조람, 티트리, 모티베이트, 미르, 밸런스, 베티버, 

블랙페퍼, 사이프레스, 세레니티, 스마트앤새시, 스피어민트, 시더우드, 시트러스 블리스, 아로마터치, 아버비테, 엘리베이션, 오레가노, 오렌지, 

온가드, 위스퍼 터치, 유칼립투스, 이지에어, 일랑일랑, 자몽, 젠도크린, 주니퍼베리, 진저, 치어, 콘솔, 클로브, 테라쉴드, 패션, 페퍼민트, 포기브, 

퓨리파이, 프랑킨센스, 피스필, 하와이안 샌달우드 (오일 47종), 코코넛 오일, 패밀리 디퓨저(1), 오일캐리어, 베지캡스, IPC 등록패킷

추가 200Point 적립과 LRP 포인트 20%적립의 혜택

패스트 트랙

save

305,000원

60204537  회  1,660,000원  PV 1,100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품절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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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트

인트로키트, 도테라 터치키트(세트 할인가격), 페퍼민트, 라벤더, 진저, 티트리, 레몬그라스, 자몽, 제라늄, 일랑일랑, 로즈마리, 아버비테, 베티버, 유칼립투스, 사이프레스,

시더우드, 패스트탠스, 다이제스트젠, 아로마터치, 레몬, 오렌지, 오레가노, 온가드, 프랑킨센스, 밸런스, 코코넛오일(2), 이지에어, 스마트앤새시, 시트러스블리스, 엘리베이션,

위스퍼 터치, 퓨리파이, 세레니티, 젠도크린, 살루벨, 인툰, 딥블루 5ml(4), 클래리캄, 미르, 스피어민트, 라임, 클로브, 하와이안샌달우드, 블랙페퍼, hdclear® 포밍 페이스 워시, 

hdclear® 토피컬 블렌드, 버라지 클렌저, 버라지 토너, 버라지 살루벨 하이드래이팅 세럼, 버라지 모이스처라이저, 인비고래이팅 스크럽, 페이셜 클렌저, 포어 리듀싱 토너, 

타이트닝 세럼, 에센셜 모이스처라이저(2), 치어, 콘솔, 포기브, 모티베이트, 패션, 피스필, 온가드 다목적 세정제, 온가드 핸드워시, 디스펜서(2), 온가드 세탁세제, 온가드 목캔디, 

온가드 치약&칫솔 선물세트, 다목적 세정제 스프레이, 프로텍팅 샴푸(1), 스무딩 컨디셔너(1), 헬씨 홀드 글래이즈, 루트투팁 세럼, 마이크로플렉스 MVp,

에센셜 오메가, 딥블루액티브, 피비 어시스트, 젠제스트 타블렛, 쿨링 비들렛, 프로테라 쉐이크(2), 코렉트-X, 딥블루 럽, 휴대약통, 우든박스, 패밀리 디퓨저(1), 오일캐리어,

IPC 등록 패킷, 베지캡스, 리프레싱 바디워시, 리플레니싱 바디버터, 엑스폴리에이팅 바디스크럽, 핸드앤바디로션, 온가드 치약(2) 

추가 400Point 적립과 LRP 포인트 25%적립의 혜택

패스트 트랙

save

864,400원

60204535  회  3,000,000원  PV 2,000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품절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키트

추가 300Point 적립과 LRP 포인트 20%적립의 혜택

패스트 트랙

페퍼민트, 라벤더, 티트리, 다이제스트젠, 아로마터치, 레몬, 오렌지, 오레가노, 온가드, 프랑킨센스, 밸런스, 이지에어, 스마트앤새시, 

시트러스블리스, 엘리베이션, 위스퍼 터치, 퓨리파이, 세레니티, 패스트탠스, 젠도크린, 미르, 살루벨, 인툰, 클래리캄, 코코넛 오일, 치어, 콘솔, 

포기브, 모티베이트, 패션, 피스필, 페이셜 클렌저, 포어 리듀싱 토너, 타이트닝 세럼, 에센셜 모이스처라이저, 코렉트-X, 핸드 앤 바디로션, 

딥블루 5ml(2), 딥블루 럽, 프로텍팅 샴푸(1), 스무딩 컨디셔너(1), 헬씨 홀드 글래이즈, 루트투팁 세럼, 온가드 목캔디, 온가드 핸드워시, 

디스펜서(2), 온가드 세탁세제, 온가드 치약&칫솔 세트, 마이크로플렉스 MVp, 에센셜 오메가, 딥블루액티브, 피비 어시스트, 젠제스트 타블렛, 

쿨링 비들렛, 프로테라 쉐이크(2), 쉐이커 물병(3), 우든박스, IPC 등록 패킷, 베지캡스, 패밀리 디퓨저(1), 오일캐리어

save

289,000원

60204536  회  2,200,000원  PV 1,500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품절 등 상황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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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온가드 리빙 LRP 키트

온가드 세탁세제(1), 다목적 세정제(2), 핸드워시(2),
온가드 에센셜 오일 15ml(1)

* 포밍핸드워시 전용 디스펜서(1) 무료증정

60211551    회  153,000원  PV 100

save

22,000원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모든 가정에 매달 필요한 가정의 생활 필수품, 온가드!

NEW  LRP KIT LRP키트로 제품을 구매하시면 낱개로 구매하실 때보다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 금액은 회원가 기준입니다.)

헬씨 에센셜 데일리 샴푸 LRP 키트  

프로텍팅 샴푸(2), 라벤더 에센셜 오일15ml(1), 
시더우드 에센셜 오일 15ml(1) 

60221655    회  91,000원  PV 65

save

33,000원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머릿결을 위한 데일리 루틴   

LRP 65PV KIT 

안티 V LRP 키트

트라이즈(1), 온가드 소프트젤(1), 온가드 캔디(1),
이지에어 15ml(1), 레몬 15ml(1), 티트리 15ml(1)

60211555    회  149,000원  PV 105

save

17,000원

LRP 105PV KIT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우리가족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지킴이

LRP 100PV KIT

오피스 LRP 키트

LLV팩(1), 쿨링 비들렛(1), 레몬 15ml(1),
피비 어시스트(1)

60211550    회  188,000원  PV 105

save

141,000원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사무실 책상 위 필수 아이템



22

save
14,000원

릴렉싱 LRP 키트

딥블루 럽(1), 딥블루 5ml(1), 코파이바 15ml(1),
윈터그린 15ml(1)

60211554    회  160,000원  PV 125

LRP 125PV KIT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온몸 구석구석 편안한 진정

에센셜 코어 LRP 키트

LLV팩(1), 페퍼민트 15ml(1), 라벤더 15ml(1),
레몬 15ml(1), 오렌지 15ml(1)

60211553    회  217,000원  PV 135

LRP 135PV KIT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save

124,000원

누구에게나 필요한 도테라 베스트셀러 컬렉션

LLV 플러스 LRP 키트

LLV팩(1), 프로테라 쉐이크(2), 레몬 15ml(1)

60211552    회  243,000원  PV 130

LRP130PV KIT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save

172,000원

The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체인지를 위한 매일 아침 간편한 식사

앱솔루트 DX LRP 키트

LLV팩(1), 피비 어시스트(2), 젠도크린 15ml(1),
젠제스트 타블렛(1), 레몬 15ml(1)

60211558    회  250,000원  PV 140

save

166,000원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헬스케어의 첫 걸음, 클렌징!

LRP 140PV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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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테라피스트 LRP 키트

아로마 터치 키트, 사이프레스 에센셜 오일 15ml(1),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15ml(1)

60200775    회  195,000원  PV 150

save

11,000원

모든 사람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마이 버라지 LRP 키트

버라지 클렌저(2), 버라지 토너(2),
버라지 살루벨 하이드래이팅 세럼(2), 버라지 모이스처라이저(2)

60200766    회  230,000원  PV 150

save

176,000원

매일 건강한 피부 컨디션을 위한 4단계

*  개별 구매가 기준입니다.

LRP 150PV KIT

DNA LRP 키트

디디알 프라임 소프트젤(1), 코파이바 15ml(1),
프랑킨센스 15ml(1)

60211556    회  215,000원  PV 165

save

19,000원

도테라 초강력 명품 아이템

LRP 165PV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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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31,000원

딥블루 아로마터치 LRP 키트

밸런스 15ml(1), 라벤더 15ml(1), 티트리 15ml(1), 온가드 15ml(1), 아로마터치 15ml(1), 오렌지 15ml(1),
페퍼민트 15ml(1), 딥블루 5ml(1), 코코넛 오일(1), 딥블루 럽(1)

60211557    회  310,000원  PV 250

도테라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아로마터치 테크닉의 기본

LRP 250PV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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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P전용 평생활력 LLV팩
‘나만의 맞춤 건강팩’으로 데일리 뉴트리션을 완성하세요!

디디알 프라임 소프트젤 나만의 맞춤 건강팩으로 선택 가능! (한정기간)

Customize and Save

최대   26 만원

SAVE!!

※ 일반 평생활력 LLV팩 10만원 할인 혜택에 LRP전용 평생활력 LLV팩으로 나만의 맞춤 건강팩 구매시, 디디알 프라임 소프트젤 3개 선택하면 추가  
 16만 2천원 할인혜택을 받아 총 최대 26만 2천원 SAVE!! (할인 금액은 개별 구매가기준)
※ 나만의 맞춤 건강팩으로 선택할 수 있는 5가지 제품 중 디디알 프라임 소프트젤은 한정 기간에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LRP 주문으로만 구매하실 수 있는 LRP 전용 키트입니다. (일반주문 및 포인트 사용 구매 불가)
※ 신규 가입한 첫 달은 LRP 설정 또는 수정이 불가하여 가입 후 두번째 달부터 본 팩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설정되어 있는 LRP 제품을 변경하지 않고 추가 LRP 구매로 ‘평생활력 LLV팩’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 LRP 전용 평생활력 LLV팩을 구매하셔야만 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종 선택은 LRP 전용 평생활력 LLV팩 구매시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추후 선택 불가)
※ 한정기간 종료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5종 중 3개까지! 놀라운 할인으로 ‘나만의 맞춤 건강팩’ 완성!

도테라 핵심 뉴트리션!

디디알 프라임 소프트젤

 60204799     146,000원     85

LRP전용 평생활력 LLV팩을 구매하면 도테라 베스트셀러 뉴트리션  

5종 중 최대 3개까지 놀라운 혜택으로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50,000원

 30,000원
 12

 84,000원

 30,000원
 12

마이크로플렉스 MVp
종합 비타민 및 무기질

 80,000원

 30,000원
 12

에센셜 오메가
비타민 +EAP 및 DHA

 90,000원

 30,000원
 12

딥블루 액티브
비타민 C

 50,000원

 30,000원
 12

피비 어시스트
 프리미엄 프로바이오틱스

한정기간

BEST

save
100,000원

NEW

유해 산소를 차단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셀룰러 프로텍션을 특별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나만의 맞춤 건강팩으로 선택할 수 있는 5가지 제품 중  
 디디알 프라임 소프트젤은 한정기간에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디디알 프라임 소프트젤
항산화 비타민E

NEW 유해산소 방어 시스템 / 세포 보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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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100% 순수 도테라 CPTG 에센셜 오일 4종 함유  

  - 페퍼민트, 티트리, 유칼립투스, 스피어민트

Point 2. 93% 자연 유래 성분으로 두피와 모발을 건강 UP!

Point 3. 전성분 비건 인증 완료

Point 4. 환경을 생각하는 종이 베이스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76% 절감

Point 5. 피부 인체적용 테스트로 입증된 효과 

  - 피부 1차 자극 테스트 완료 

  - 두피 진정 및 두피 각질 개선 

  - 손상된 모발 큐티클 (거칠기) 개선

   60217922 47,000원NEW 프로텍팅 샴푸 LRP 킷  30 500ml * 2ea

 샴푸전용 공병   60220105 3,000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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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e and Save

프리미엄 뷰티 맞춤 킷
‘나만의 맞춤 뷰티 킷’으로 가장 아름다운 피부 그대로, 데일리 케어하세요.

• LRP 주문으로만 구매하실 수 있는 LRP 전용 상품입니다. (일반주문 및 포인트 사용 구매 불가)
• 신규 가입한 첫 달은 LRP 설정 또는 수정이 불가하여 가입 후 두번째 달부터 본 킷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설정되어 있는 LRP 제품을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LRP 전용 프리미엄 뷰티 맞춤 킷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 LRP 전용 프리미엄 뷰티 맞춤 킷을  구매하셔야만 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2종 선택은 LRP 전용 프리미엄 뷰티 맞춤 킷 구매시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추후 선택 불가)
• 프리미엄 뷰티 맞춤 킷 일반주문은 품목번호 60216079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0215248

회  30,000원

회  13,000원
PV 7

브라이트닝 딥 폼인 오일

 60215261

회  15,000원

회  13,000원
PV 7

퓨어 화이트닝 마스크

 60215262

회  16,000원

회  13,000원
PV 7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

120ml 26g 70ml

LRP전용 
프리미엄 뷰티킷을 구매하면,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 퓨어화이트닝 마스크,

브라이트닝 딥폼인오일 중 최대 2개까지

추가 할인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60216173  회  64,000원  PV 48

화이트닝 모이스처 미스트(1), 퓨어화이트닝 마스크(2), 브라이트닝 딥폼인오일(1)

LRP전용 프리미엄뷰티 맞춤 킷

save
12,000원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3종 중 2가지 제품을 놀라운 할인으로 ‘나만의 맞춤 뷰티 킷’ 완성

최대 
46,000원

SAVE



추가 포인트 적립!  보다 높은 LRP 적립률!

이제 더욱 특별한 혜택의 로열티 리워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세요.

로열티 리워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
(Fast Track Program)

60204539  회  860,000원  PV 530

내추럴 솔루션 키트

추가 100Point + 15% LRP 적립률혜 택 

신규 IPC가 등록주문으로 내추럴 솔루션 키트(530PV)를 

구입하고 익월 100PV이상 LRP 주문을 할 경우,

100 LRP 포인트 추가 적립과 LRP 포인트 적립률 15% 적용 

에브리 오일 키트

추가 200Point + 20% LRP 적립률혜 택 

신규 IPC가 등록 주문으로 에브리 오일 키트(1,100PV)를

구입하고 익월 100PV이상 LRP 주문을 할 경우,

200 LRP 포인트 추가 적립과 LRP 포인트 적립률 20% 적용

다이아몬드 키트

추가 300Point + 20% LRP 적립률혜 택 

신규 IPC가 등록 주문으로 다이아몬드 키트(1,500PV)를

구입하고 익월 100PV이상 LRP 주문을 할 경우,

300 LRP 포인트 추가 적립과 LRP 포인트 적립률 20% 적용

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트

추가 400Point + 25% LRP 적립률혜 택 

신규 IPC가 등록 주문으로 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트(2,000PV)를

구입하고 익월 100PV이상 LRP 주문을 할 경우,

400 LRP 추가 적립과 LRP 포인트 적립률 25% 적용

60204537  회  1,660,000원  PV 1,100

60204536  회  2,200,000원  PV 1,500

60204535  회  3,000,000원  PV 2,000

*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은 신규 IPC 전용 혜택 프로그램으로 신규 IPC로 등록 후 첫 주문으로 해당 키트를 구입시,
 1회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키트의 구매로 적립된 포인트는 구매 후 3번째 달부터 사용가능 하며, 만약 LRP가 취소될 시,
 적립된 포인트는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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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백 완판으로 온가드 치약 2개 대체증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