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더욱 강력해진 도테라의 신제품과 힐링을 경험하세요.



* 일반주문만 가능합니다. (LRP주문, 포인트주문 불가) 
* 힐 커넥션 키트는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 한 회원번호당 힐 커넥션 키트 최대 5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 본 키트는 2022 커넥션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테라코리아 고객상담실(1600-5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상담실 이용 가능시간 - 월~금요일 : 09시 ~ 18시  토요일 : 09시 ~ 13시

2022 도테라 코리아

 키트  60223362 회  201,000  PV  115

회  335,000 PV  240정가134,000 
SAVE!

10월 11일(화) ~

40%
OFF

강력한 신제품 7종을 
특별한 가격으로 선보입니다.

GX 어시스트, 딥블루 스틱 + 코파이바(2ea),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5ml, 미르 터치 10ml , 구아이악우드 15ml, 리브 인 컨디셔너, 쏠 넘버3



 60217643  회  37,000원  PV  23

# 끈적임없이 더욱 간편하게 

딥블루 스틱 + 코파이바 
Deep Blue Stick + Copaiba

활용방법 

주요성분  딥블루 블렌드 오일,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

 피부에 촉촉함을 선사하는 보습 에멀전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쿨링감과 편안함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운동 전/후 시원함과 개운함을 느끼고 싶을 때, 긴장감이 느껴질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장점

◦   뚜껑을 열고 용기 하단을 돌려 스틱을 올린 후 얼굴을 제외한 몸의 필요한 부위에 충분히 

바른 다음 잘 스며들도록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   사용 후 하단 캡을 다시 돌려 스틱을 내린 후 뚜껑을 끝까지 돌려 단단히 닫아줍니다.

◦   더욱 효과적인 사용을 원하신다면 딥블루 에센셜오일 블렌드를 타겟 부위에 미리 도포한 

뒤 스틱을 발라주세요.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사용방법(Direction for use)



 60222879  회  38,000원  PV  26

#피부건강+장건강+면역력증진 3중 복합 기능성 

지엑스 어시스트 
GX Assist

건강한 장 케어 서포터, 도테라 지엑스 어시스트 

하루 4캡슐로 1일 섭취량 당 총 다당체 100mg제공! 

이뮨 포뮬라, 지엑스 어시스트로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면역 건강을 지켜주세요!

   피부 건강 · 장 건강 ·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약처 인증 기능성 원료 
알로에겔(미국산)을 까다롭게 선별!

   도테라만의 품질테스트 CPTG® 과정을 거친 오레가노, 티트리, 레몬, 페퍼민트, 
레몬그라스와 타임 에센셜 오일이 독점 기술력으로 배합되어 부원료로 함유!

   특허 받은 장용성(Enteric Coating) 연질캡슐로 안전하게 장까지!(특허번호: 제 10-1380652호)

   도테라의 건강기능식품 무첨가 원칙! 합성 향료, 착색료, 유화제, 이산화규소 등 무첨가
   아보카도 오일과 카프릴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코코넛 오일 함유

특장점

◦   평소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
◦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 예민해진 

장으로 고민이신 분

이런 분들은 꼭 드세요!

◦   불규칙한 식생활 및 다이어트로 장 건강 관리가 
필요하신 분

◦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시는 분



도테라 30일 리뉴얼 프로그램
품질 최우선주의 도테라 1단계 2단계 3단계

추천 제품 10일 리셋 프로젝트 10일 활성화 프로젝트 10일 리뉴 프로젝트

7종 복합 프로바이오틱스 

피비어시스트

위 건강을 위한 서포터 

테라지

간 건강 개선 프로젝트 

젠 컴플렉스

피부건강,장건강, 면역력 증진

지엑스 어시스트

상큼톡톡

레몬에센셜 오일

정화의 향기 

젠도크린 에센셜 오일

세포 보호시스템 

디디알 프라임 소프트젤

평생활력을 위한 

LLV 팩

매일 하루 1캡슐

매일 아침&저녁 1캡슐

물 250ml에 1방울 떨어뜨려 하루 3~4회

매일 아침 식사 전 4캡슐(충분한 물과 함께 15일 섭취)

물 250ml에 1방울 떨어뜨려 하루 2회

매일 아침 하루 1포

매일 아침&저녁 1캡슐

매일 아침&저녁 2캡슐

매일 아침&저녁 식사 후 2캡슐

지엑스 어시스트와 함께 도테라 30일 리뉴얼 프로그램으로 소중한 내 몸을 안전하게 리셋하세요!

* 본  키트에는 지엑스 어시스트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60216923  회  27,000원  PV  18

#헤어케어와 스타일링을 동시에 

리브인 컨디셔너 237mL 
Leave-In Conditioner 

도테라 CPTG® 에센셜 오일 함유 저자극 헤어케어 시스템 

*인체적용시험 완료-㈜OATC 피부임상시험센터

   도테라 CPTG® 와일드오렌지, 라임, 블루텐시, 매그놀리아 에센셜오일 성분이 
조화롭게 함유

   다양한 식물 성분이 모발 본연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로 가꾸어 줍니다.

   모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영양성분이 머릿결을 보호하고 윤기있고 풍성하게 
케어합니다.
   피부 임상 테스트로 입증된 모발 엉킴, 모발 탄력 개선 효과!*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자극지수 0.00)*

특장점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헤어 스타일링으로 더욱 멋스럽게 관리 

◦   도테라 프로텍팅 샴푸&데일리 컨디셔너와 함께 자연주의 헤어케어 시스템을 경험해보세요.
◦   손바닥에 4-5회 펌핑 후 젖은 머리카락에 골고루 발라 스타일링 합니다.
◦   건조한 모발의 수분 유지를 위해 수시로 발라주어도 좋습니다.

사용 Tip!



   도테라 CPTG®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티트리, 스피어민트 
에센셜 오일 성분 함유

   코코넛오일 성분이 균형 있는 유수분 밸런싱

   모발 엉킴을 줄이고 건강하고 부드러운 머릿결 선사

   산뜻하고 가벼운 사용감

   품질 최우선 주의 13가지 무첨가 포뮬라
 - 피부 1차 자극 테스트 결과 저자극 (자극 지수 0.00) 
 - 모발 볼륨 개선
 인증기관: ㈜OATC 피부 임상시험센터

도테라 데일리 컨디셔너
   100% 순수 도테라 CPTG® 에센셜 오일 4종 함유

 - 페퍼민트, 티트리, 유칼립투스, 스피어민트

   93% 자연 유래 성분으로 두피와 모발 건강 UP!

   전성분 비건 인증 완료

   환경을 생각하는 종이 베이스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76% 절감

   피부 인체적용 테스트로 입증된 효과
 - 피부 1차 자극 테스트 완료
 - 두피 진정 및 두피 각질 개선
 - 손상된 모발 큐티클 (거칠기) 개선
 인증기관: ㈜OATC 피부 임상시험센터

New 도테라 프로텍팅 샴푸

ISO 22716 인증 ISO 9001 인증 CGMP 인증

프로텍팅 샴푸, 데일리 컨디셔너 
그리고 리브인 컨디셔너로 도테라 

#자연주의 헤어케어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세요 

*프로텍팅 샴푸와 데일리 컨디셔너는 Heal 키트에 포함 되어있지 않습니다.

Beautiful shiny hair doTERRA Hair Care

LRP 전용 500ml*2EA  60217922 회  47,000원  PV  30 LRP 전용 500ml*2EA  60220528 회  53,000원 PV  30



◦   도테라 핸드 앤 바디로션에 한두방울 떨어뜨려 사용하세요.

◦   가장 좋아하는 블렌드에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오일을 추가하여 공간을 마법처럼 편안한 

분위기로 채우세요.

사용방법(Direction for use)

 60219140  회  51,000원  PV  40

#시간과 정성이 깃든 달콤한 향기 

마다가스카르 바닐라 5mL 
Madagascar Vanilla Vanilla planifolia 

   고대 아즈텍 시대부터 귀하게 여겨져 향수로 자주 사용되어온 바닐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아로마 중 하나이면서 생산 비용이 가장 비싼 오일 중 하나입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매력적인 향기를 선사합니다.

   편안한 휴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재배하고, 도테라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추출한 바닐라 
앱솔루트는 더욱 풍성한 향을 선사합니다. 

특장점

향의특징  풍부한 향, 크리미한 향, 달콤한 향 

전성분  코코넛 오일, 바닐라 앱솔루트(초임계추출)

활용방법 



 60222400  회  29,000원  PV  23

#심신을 안정시키는 자연의 향기 

구아이악우드 15mL 
Guaiacwood Bulnesia sarmientoi 

   구아이악 나무는 수세기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명상과 건강의식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미르, 프랑킨센스와 같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구아이악 나무는 향수 및 스킨케어 
제품에 자주 활용됩니다.

 은은한 나무 향기가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명상에 도움이 되는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해줍니다. 

 진정과 보습에 좋습니다. 

특장점

◦   필요한 부위에 한두 방울 부드럽게 발라줍니다.

◦   목과 손목, 귀 뒤 부분에 소량 발라 은은한 향기를 즐깁니다. 

사용방법(Direction for use)

향의특징  흙 향, 나무 향, 달콤한 향 

전성분  코코넛 오일, 구아이악우드 에센셜 오일

활용방법 

 키트 특별소장 한정



◦   데일리 스킨케어 루틴의 일부로, 도움이 필요한 부위에 도포합니다.

◦ 휴식을 위한 마사지에 사용하세요.

◦ 목과 손목, 귀 뒤 부분에 발라 은은한 향기를 즐깁니다. 

사용방법(Direction for use)

 60223041  회  58,000원  PV  45

#동방박사의 선물 

미르 터치 10mL 
Myrrh Touch Commiphora myrrha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지방에 자생하는 감람과 식물인 미르는 수피에 채취한 담황색 
크기의 작은 덩어리 물질로 구중(口中) 향료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 사용했으며, 기록에 의하면 몰약(미르)은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겨져 한때 금에 버금가는 가치로 통용되었습니다.

   피부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명상과 사색에 사용하시면 은은한 향기가 집중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장점

향의특징  따뜻한 스모키 향, 풀 향, 나무 향, 드라이한 향 

전성분  코코넛 오일, 미르 에센셜 오일 

활용방법 

 키트 특별소장 한정



 60220304  회  58,000원  PV  42

#햇빛에 물든 매혹적인 여름의 향기 

쏠 넘버3 퍼스널 아로마 8mL 
Sol Nº3 Personal Aroma Spray

   따뜻한 향기의 샌달우드(단향) 에센셜 오일과 만다린오렌지(필리핀오렌지)의 밝은 
향기, 그리고 달콤한 다바나와 바닐라가 어우러져 매혹적인 향을 선사합니다.

   고급스러운 유리병에 담겨있어 소중한 나 자신, 그리고 각별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선물하기에 완벽한 제품입니다.

특장점

◦   사용 전 용기를 가볍게 흔든 후 원하는 부위에 뿌려줍니다.

◦   아름다운 향기로 기분전환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   손목, 팔꿈치 안쪽, 목 또는 무릎 뒤쪽과 같이 맥박이 뛰는 부위에 뿌리면 좋습니다.

◦   샤워 직후 바디에 뿌리면 피부의 수분감이 향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용방법(Direction for use)

주요성분    필리핀오렌지껍질오일, 베르가못오일, 참파카꽃추출물, 단향오일, 
라다넘수지추출물, 안식향나무수지추출물, 바닐라열매추출물, 
다바나꽃/잎/줄기오일, 융케움스파티움꽃추출물

브라질의 달콤한 시트러스 숲에서 영감을 받은 쏠 넘버3(Sol Nº 3)가  
햇살이 가득한 낭만적인 휴양지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키트 특별소장 한정



* 일반주문만 가능합니다. (LRP주문, 포인트주문 불가) 
* 어게인 키트는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 한 회원번호당 어게인 키트  최대 5개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 본 키트는 2022 커넥션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테라코리아 고객상담실(1600-5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상담실 이용 가능시간 - 월~금요일 : 09시 ~ 18시  토요일 : 09시 ~ 13시

2022 도테라 코리아

 키트  60223638 회  112,000  PV  75

회  187,000 PV  154정가75,000 
SAVE!

10월 11일(화) ~  

40%
OFF

도테라의 인기 한정판매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소장해보세요! 

시트러스 블룸 터치 10ml, 이볼브 터치 10ml, 다바나 터치 10ml, 노던 이스케이프 15ml, 툴시(홀리 바질) 5ml 



 60217120  회  26,000원  PV  21

#심신을 안정시키는 자연의 향기 

시트러스 블룸 터치 10mL 
Citrus Bloom Touch Springtime Blend 

   시트러스 블룸 스프링타임 블렌드 오일은 와일드 오렌지와 자몽, 라벤더, 캐모마일, 
매그놀리아 등이 조화롭게 배합된 특별한 블렌드 오일로 봄을 반기듯 화사한 꽃 향기가 

매력적입니다.

   일상의 분위기를 봄처럼 밝고 따스하게 환기시켜 줍니다.

   터치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에센셜 오일 고유의 특장점을 보다 부드럽고 
편리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장점

◦   지친 일상 속 리프레쉬가 필요할 때 원하는 부위에 바르면 기분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   목 뒤, 손목 등 맥박이 뛰는 곳에 롤링하여 향수처럼 활용해보세요.  

사용방법(Direction for use)

향의특징  시트러스 향, 꽃 향, 달콤한 향 

전성분  코코넛 오일, 오렌지, 자몽, 라벤더, 로만캐모마일, 매그놀리아 에센셜오일

활용방법 

특별소장 한정판매



◦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원하는 부위에 롤링 합니다.

◦   목과 손목, 귀 뒤 부위에 발라 은은한 향기를 즐깁니다.

◦   세안 후 보습을 위해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용방법(Direction for use)
 60219485  회  36,000원  PV  30

#진화하는 아름다움 

이볼브 터치 10mL 
Evōlve Touch Gala Blend

   매력적이면서도 희망과 의욕을 충전시켜주는 향기는 일상 속에서 리프레시가 필요할 
때 혹은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도움을 줍니다. 

   따뜻하고 풍부한 향기를 선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일과 도전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자연의 향입니다.

   밝고 달콤한 향기가 기분전환에 도움을 줍니다.

   총 11가지 에센셜 오일을 도테라만의 특별한 배합으로 블렌딩한 오일입니다.

특장점

향의특징  따뜻한 향, 꽃 향, 달콤한 향 

전성분    와일드 오렌지, 샌달우드, 매그놀리아 잎, 일랑일랑, 베르가못, 베티버, 
자스민 앱솔루트, 매그놀리아, 통가 빈 앱솔루트, 네롤리, 코코넛오일, 
바닐라 앱솔루트

활용방법 

특별소장 한정판매



 60215144  회  46,000원  PV  38

#나비를 유혹하는 이국적이고 매혹적인 과일 향 

다바나 터치 10mL
Davana Touch Artemisia pallens 

   다바나는 작은 노란색 꽃과 고사리처럼 생긴 부드러운 잎을 지닌 국화과 허브입니다. 
다바나의 잎과 꽃에서 나는 독특한 과일 향은 수많은 종의 나비를 끌어들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두, 건포도와 같은 달콤하고 이국적인 과일 향과 상쾌한 허브 향으로 나만의 향수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장점

◦   손목이나 목뒤, 가슴과 심장 부위 등 필요한 부위나 아로마 터치 포인트에 롤온하여 

바릅니다.

◦   달콤한 과일 향의 다바나 에센셜 오일은 긍정적인 기분에 도움을 줍니다

사용방법(Direction for use)

향의특징  과일 향, 달콤한 향, 허브 향 

전성분  코코넛야자오일, 다바나꽃/잎/줄기오일 

활용방법 

특별소장 한정판매



◦   스트레스가 있을 때 코코넛 오일로 희석하여 어깨, 다리, 목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   세안 시, 도테라 브라이트닝 딥 폼 인 오일 또는 페이셜 클렌저에 1방울 섞어 사용합니다.

◦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아늑하면서 시원한 노던 이스케이프의 향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사용방법(Direction for use)

 60215967 회  41,000원  PV  34

#바쁜 도심을 벗어난 숲속으로의 탈출

노던 이스케이프 15mL 
Northern Escape Woodland Blend 

   신선하고 깊은 초록의 숲 향기가 휘몰아치는 일상 속 평온한 휴식의 시간을 선사하며 
온전한 나 자신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균형감과 활력을 주는 아로마로 평온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좋습니다.

특장점

향의특징  전나무 향, 시원한 향, 숲 향 

전성분    마리아나가문비가지/잎오일, 분비나무오일, 카나다발삼나무껍질오일, 
라반딘오일, 연필향나무목부오일, 솔잣나무가지/잎오일, 편백오일, 
보스웰리아오일, 쿠프레수스 노오트카텐시스목부오일, 일랑일랑꽃오일, 
클로브싹오일

활용방법 

특별소장 한정판매



 60215145  회  38,000원  PV  31

#허브의 여왕, 성스러운 바질 

툴시(홀리 바질)5mL
Tulsi (Holy Basil) Ocimum sanctum 

   허브의 여왕으로 여겨지는 툴시는 동남 아시아가 원산지로 라벤더 색의 보라빛 꽃과 작고 
파릇한 덤불을 지닌 민트과 식물입니다.

   갓 딴 바질과 정향을 떠올리게 하는 툴시의 신선하고 따뜻한 향은 편안한 기분과 
진정을 선사합니다.

특장점

◦   손목이나 목뒤, 가슴과 심장 부위 등 필요한 부위나 아로마 터치 포인트에 롤온하여 바릅니다.

◦   잠자리에 들기 전, 발바닥에 롤온하고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사용방법(Direction for use)

향의특징  투명하고 상쾌한 향, 달콤한 향, 나무 향 

전성분  홀리바질오일 100% 

활용방법 

특별소장 한정판매



#데일리 헤어케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휴대용 헤어케어 
3종 세트 (공병)

아담하고 귀엽고 고급스러운 휴대용 헤어케어 3종 공병 
세트! 휴대용 헤어케어 3종 공병은 환경보호를 위해 
24%의 재생플라스틱(PCR)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삶이 이끄는 곳 어디든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도테라 데일리 헤어케어 제품들과 함께 간편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여행이나 출장 갈 때, 운동 후 샤워할 때 멋지게 
파우치를 열어보세요!

특별소장 한정판매

 60219037  회  14,000원  PV  0

도테라의 특별한 액세서리 2종을  

2022  커넥션에서 만나보세요! 

Mini Haircare empty bottles

◦ 공병 재질 : 0.09mm PVC | 파우치 재질 : 방수 지퍼 백 
◦ 공병용량 : 각 100mL / 3.4 fl oz 
◦ 파우치크기 : 213x140x60mm 

◦ 본 제품은 Heal 키트 / Again 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한정수량으로 준비되어 있어 완판 시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60221864  회  33,000원  PV  0

#일상에 향긋함을 선물하세요! 

도테라 버블 디퓨저 

도테라의 첫 모션 감지 디퓨저, Bubble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욕실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향긋한 
레몬향이 퍼지고, 깨끗한 이불을 꺼내기 위해 옷장을 열면 
은은한 라벤더 향기를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나만의 가드, 온가드 향기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나가는 언제 어디서나 버블이 나의 
일상에 향긋함을 선사합니다.

버블 디퓨저는 물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충전식으로 선도 플러그도 없이 사용합니다.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특별소장 한정판매

도테라의 특별한 액세서리 2종을  

2022  커넥션에서 만나보세요! 

◦ 재질 : PP 
◦ 제품크기 : 46x46x75.5mm 
◦ 권장 사용 면적 : 10sq.m/ 100sq.ft 

◦ 모션 센서 감지 범위 : 4m/ 13ft, 120도 가시 거리 
◦ 전원 : DC 5V 1A, 3.7V 800mAh 배터리 

◦ 본 제품은 Heal 키트 / Again 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한정수량으로 준비되어 있어 완판 시 조기품절 될 수 있습니다.

dōTERRA Bubble Motion-Activated Diff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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