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 온라인 채널 비즈니스 활용 Tip
세계 1등 & 한국 1등 에센셜 오일, 도테라

NEW

세계 1등 & 한국 1등 에센셜 오일 전문 기업 (글로벌 시장조사전문기관 VerifyMarkets 2017년 조사 기준)

소중한 분들께 ‘한 방울의 기적’ 도테라를 쉽고 간편하게 공유하세요!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네이버 포스트

네이버 TV



이제, 보다 쉽고 간편하게 도테라를 공유하세요!

강력한 사업도구 New ‘도테라 SNS&온라인 채널’ 오픈!

SIMPLE  CLICK

유튜브

Youtube.com/doTERRAkor

도테라 기업 소개와 행사 소식,
오일 활용법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으로 즐기세요!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doterra_korea

매주 2회 업데이트되는 유익한 도테라 
소식! 도테라의 회사 정보 및 새로운
소식, 제품 정보, 도테라와 함께 하는
생활 정보와 레시피, DIY를  네이버
블로그에서 간편하게 공유하세요!

페이스북

@doterra01

도테라의 새로운 소식과 프로모션
안내 등 최신 정보를 페이스북에서도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마다 1회씩 생활 정보도

업데이트될 예정이니 체크하세요!

인스타그램

@doterra_korea

새로운 사진과 함께
매주 2회씩 업데이트될

인스타그램을 기대해주세요! 
계절/월별로 꼭 맞는 특별한

도테라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이버 포스트

post.naver.com/doterra_korea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네이버 포스트로

도테라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세요!

네이버 TV

tv.naver.com/doterra

제품 정보, 오일 생산과정,
코임팩트 소싱, DIY, 생활 정보 등
유용한 컨텐츠를 네이버 TV에서

멋진 동영상으로 만나보세요!

NEW NEW

세계 1등 & 한국 1등 에센셜 오일 전문 기업 (글로벌 시장조사전문기관 VerifyMarkets 2017년 조사 기준)



SIMPLE  CLICK

도테라 SNS&온라인 접속 및 구독 방법 안내 

◀ 마크가 달린 공식 채널을 꼭 확인하세요!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doterra01 | @doterra_korea

검색!

CLICK
①

②

 네이버 블로그 & 포스트 Blog.naver.com/doterra_korea | post.naver.com/doterra_korea

CLICK

CLICK
CLICK CLICK

 네이버 TV tv.naver.com/doterra

CLICK

 유튜브 채널 Youtube.com/doTERRAkor

CLICK

네이버TV에서 ‘도테라’ 검색 ‘도테라 코리아’ 공식채널 선택 ‘구독’ 클릭

‘이웃추가’ 클릭 ‘팔로우’ 클릭네이버에서 ‘도테라 공식 블로그’ 검색 네이버 포스트에서 ‘도테라’ 검색

유튜브에서 ‘도테라’ 검색 ‘구독’ 클릭‘doTERRA KOREA’ 공식채널 선택

페이스북  돋보기 클릭  ‘도테라’ 검색  엄지 버튼 클릭 인스타그램  돋보기 클릭  ‘도테라’ 검색  doterra_korea 선택  Following 클릭

CLICK

CLICK

CLICK
CLICK

CLICK

검색!



카카오톡 친구 맺고 소중한 분들께 ‘한 방울의 기적’ 도테라를 쉽고 간편하게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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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공유하고 싶은 영상 우측 하단 버튼 클릭

Youtube.com/doTERRAkor

페이스북

공유하고 싶은 글 우측 하단 ‘공유하기’ 클릭

@doterra01

SIMPLE  CLICK

SNS에서 도테라의 다양한 정보 쉽게 공유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고 싶은 글 우측 하단 공유 버튼 클릭

네이버 블로그/포스트

Blog.naver.com/doterra_korea / post.naver.com/doterra_korea

카카오톡 친구 맺기

카카오톡 상단 [검색]에 ‘도테라’ 입력     
공식계정 친구추가  

네이버TV

공유하고 싶은 영상 우측 하단 버튼 클릭

tv.naver.com/doterr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