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ep Blue는 
‘편안하게 하는(Soothing Support)’의 의미를 가진 도테라 고유의 
브랜드로 윈터그린, 캠퍼, 페퍼민트, 블루 탠시 등이 특별한 배합으로 
블렌딩 되어있어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동시에 선사하는 도테라 
전문 연구진의 특별한 노하우가 담긴 브랜드 라인입니다.

함께 딥블루 스틱 하시죠! 
Let’s Stick Together!

60217643품 37,000원 23회 PV

구매방법 및 주의사항

· 일반 주문과 LRP 주문, 포인트 주문 가능합니다. 
· 전화, 카톡 간편 주문, 센터 방문, 마이오피스(쇼핑하기), 모바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도테라코리아 고객센터(1600-5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지방법

· 도테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고 공지를 받으세요.
   https://pf.kakao.com/_kZFxfxd 
· 도테라 인스타 그램을 팔로우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doterra_korea

코파이바가 함유된 새로운 딥블루 스틱 + 코파이바로
언제 어디서든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도테라만의 특별한 수딩 블렌드(Soothing Blend)딥블루
(윈터그린, 페퍼민트, 블루 탠시, 블루 캐모마일 등)와 베타-
카리오필렌을 풍부하게 함유한 코파이바가 조화롭게 배합!

원하는 부위에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스틱 타입으로 끈적임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링감과 따뜻한 편안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딥블루 라인의
제품들과 함께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0%의 멘톨 성분과 다양한 자연 유래 식물추출물 그리고
(엘더열매추출물, 케이엔열매추출물 등)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도테라 딥블루와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고민 부위에 안정의 솔루션을 선사!

[전성분] 코코넛야자오일, 타피오카전분, 피스향나무잎오일, 해바라기씨왁스, 멘톨, 코파이페라 코리
아케아/랑스도르피 이/오피키날리스/레티쿨라타수지오일, 정제수, 엘더열매추출물, 스위트아몬드오
일, 글리세릴라우레이트,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페퍼민트오일, 녹나무오일, 유칼립투스잎오일, 블루
탄지꽃/잎/줄기오일, 글리세릴운데실레네이트, 일랑일랑꽃오일, 케이엔열매추출물, 글리세린, 라우
릭애씨드, 마트리카리아오일, 에버라스팅꽃/잎/줄기오일, 시트릭애씨드

딥블루 스틱 + 코파이바 제품 특징



딥블루(Deep Blue®) 

도테라 딥블루 에센셜 오일은 블루 캐모마일, 윈터 그린, 캠퍼, 페퍼민트, 일랑일랑, 

헬리크리섬, 블루탠시 에센셜 오일 그리고 오스만투스 앱솔루트가 조화롭게 블렌드

되어있습니다. 이 8가지 에센셜 오일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며 편안한 느낌과 활기를 되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에센셜 오일이 가진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 힘든 신체활동 또는 운동 전 후 여러분의

몸이 필요로 하는 부위에 딥블루를 사용해 보세요.

31051309품 51,000원 42회 PV

이 건강기능 식품은 유해산소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비타민 C와 딥블루 블렌드의 프랑킨센스, 캐러웨이, 진저, 페퍼민트를 부원료로 

함유한 제품입니다. 여기에 포도씨 추출물, 석류 열매 추출물, 녹차잎 추출물, 강황 

추출물 등 다양한 식물 추출물을 부원료로 함유해 더욱 특별합니다. 특히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는 분,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분, 

과도한 업무 학업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피곤한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간편히 섭취하세요.1일 1회, 1회 2캡슐을 물과 함께 간편히 섭취하세요.

34361409품 86,000원 65회 PV

딥블루 액티브(Deep Blue Active®) 

딥블루 럽(Deep Blue® Rub) 

딥블루 럽은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산뜻한 제형으로 지친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사하는 시원한 러빙 로션입니다. 

피로감을 느낄 때 딥블루 에센셜 오일 블렌드를 한 방울 떨어뜨려 함께 사용해보세요. 

장시간 걸어 다닌 후나 요가를 하기 전, 또는 힘든 운동을 마친 후 뻐근한 느낌이 

들 때 부드럽게 마사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38901309품 47,000원 36회 PV

딥블루스틱+코파이바(Deep Blue®Stick+Copaiba) 

수딩 블렌드 딥블루 에센셜 오일과 베타-카리오필렌이 풍부한 코파이바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더욱 특별한 딥블루 스틱이 간편하고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쿨링감과 편안함을 선사합니다. 피부에 촉촉함을 선사하는 보습 

에멀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촉촉한 사용감과 함께 쿨링감과 편안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새로운 스틱 제품입니다. 운동 전/후 시원함과 개운함을 

느끼고 싶을 때, 긴장감이 느껴질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60217643품 37,000원 23회 PV

Welcoming a new member to the Deep Blue® family!
새로운 도테라 딥블루 패밀리를 소개합니다!

함께 딥블루 스틱 하시죠! 
Let’s Stick Toge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