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특별 소장 한정 판매 New 에센셜 오일로 더욱 특별한 시작을 준비하세요.

스페셜 한정 판매 키트

1월 17일
출시!

Exclusive Limited Edition

New You Bloom Kit
30%
Off

60221366

159,000원 → 112,000원

85

구성 : 휘게 15ml + 시트러스 블룸 15ml x 2개 + 오스만투스 터치 10ml

New You Diffuser Kit
22%
Off

60221365

188,000원 → 147,000원

65

구성 : 휘게 15ml + 시트러스 블룸 15ml + 오스만투스 터치 10ml +화이트 에어 디퓨저 1개

구매방법 및 주의사항
· 일반 주문과 LRP 주문 가능합니다. (단, 포인트 주문 불가)
· 특별 소장 한정 판매 제품으로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예고 없이 조기 품절 될 수 있습니다.
· 전화, 카톡 간편 주문, 센터방문, 홈페이지, 모바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문 불가 / 카톡 간편 주문은 영업시간내에 순차 처리 됩니다.)
· 빠른 처리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무통장 입금은 익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트러스 블룸은 제품 사용 후 12시간 이내의 자외선 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속 성분에 민감한 분들은 스테인레스 볼 사용 전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8층
(서초동, 에이플러스에셋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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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게

Cozy Blend 15 mL

활용방법 I A D
향의특징 I 따뜻한 향, 우디한 향, 앰버 향, 시트러스 향

덴마크어로 편안함, 따뜻함을 의미하는 휘게 블렌드 오일은 오렌지, 시더우드, 아미리스, 프랑킨센스, 미르,
시스투스, 베티버, 통카빈, 바닐라 열매 추출물 등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코지하고 아늑한 느낌을 선사하는
도테라만의 특별 소장 한정판매 에센셜 오일입니다.
휴식이 필요할 때, 편안한 느낌을 선사하는 휘게 코지 블렌드 오일의 따뜻한 향기를 즐겨보세요.
사용 Tip

도테라 코코넛 캐리어 오일과 희석하여 사용하시거나 코튼볼에 묻혀 사용하시면 편안한 아로마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물에 희석하여 나만의 DIY 룸 케어로 사용하세요.

시트러스 블룸

60218098

43,000원

36

Springtime Blend 15mL

활용방법 I A T N
향의특징 I 시트러스 향, 꽃 향, 달콤한 향

새로운 시작, 1월! 밝고 희망찬 느낌을 원하시나요?
와일드 오렌지와 자몽, 라벤더, 캐모마일, 매그놀리아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시트러스 블룸 블렌드
오일의 화사한 향기로 다가올 새봄의 설레임을 느껴보세요. 시트러스 블룸 스프링타임 블렌드 오일의
달콤하고 신선한 향기가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봄의 꽃봉우리처럼 부드럽고 예쁜 시트러스 블룸의 향기와 함께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사용 Tip
60216682

36,000원

30

오스만투스 터치

손목에 1방울을 떨어뜨린 후 양쪽 손목을 부드럽게 문질러 달콤한 향기의 향수로 사용합니다.
도테라 핸드 & 바디 로션과 함께 사용하시면, 기분 좋은 마사지 효과를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후 12시간 이내의 자외선 노출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Osmanthus 10mL Roll-on

활용방법 I A T N
향의특징 I 시트러스 향, 꽃 향, 달콤한 향

조심스럽게 꽃잎을 따야 하는 노동집약적인 생산환경과 매력적인 향기로 고가의 최고급 향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오스만투스는 살구와 배의 풍부하고 달콤한 과일 향이 잘 어우러져 있어, 더욱 특별한
아로마를 선사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또는 마사지할 때 사용하시면 부드럽고 향긋한 향기로 편안함과
차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테라 코코넛 오일을 베이스로 한 고급스러운 향기의 오스만투스 터치는
뛰어난 보습력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 Tip

언제 어디서나 목과 손목, 귀 뒤 등에 롤링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즐깁니다.
세안 후 보습을 위해 사용하면 좋습니다.
금속 성분에 민감한 분들은 스테인레스 볼 사용 전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에어 디퓨저

60219471

44,000원

36

White Air Diffuser

세련된 디자인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직분사 디퓨저로 나만의 공간을 디퓨징 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 답답한 차안에서
- 좁은 사무실 내 책상에
- 화장실 선반위에

휴대가 편리한 컴팩트한 사이즈
한번 충전으로 오래오래
화이트 & 로즈 골드의 세련된 디자인
65,000원

0

3단계 분사 조절 기능/리튬 배터리 장착(USB 케이블 내장)/사이즈:75x123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