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매 9월 1일(수) ~ 9월 22일(수)

선물세트
2021 도테라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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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한가위, 도테라만의 특별한 추석 선물세트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휴대용 코코넛 오일 30ml
여행, 출장, 외출 시 무게 부담 없이 간편하게!
도테라 100% 코코넛 오일을 휴대용 사이즈로 만나보세요.
깃털처럼 가벼운 재질로 모공을 막지 않으면서 수분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에센셜 오일에 완전히 용해되어 캐리어 오일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60215966

15

6,000원

0

야로우 폼 바디 리뉴얼 세럼
%
OFF

빛나고 글래머러스한 피부 광채,
야로우 폼 바디 리뉴얼 세럼으로 경험하세요.
야로우, 석류씨 오일, 피부 건강에 효과적인 다양한 식물추출물이 배합되어
생기 있고 윤기나는 바디 컨디셔닝에 도움을 줍니다.
추석 선물세트 기간 한정, 15%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60211306

94,000원
70,500원

54

어댑티브 배스 오일 118ml
힐링을 위한 배쓰 오일로 고급 스파를 이제 집에서 즐겨보세요.
어댑티브 카밍 배쓰 오일은 일상 속 평범한 목욕을
뽀안 우윳빛 아로마 스파 경험으로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마이크로 에멀전 포뮬라가 촉촉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주어
목욕 후 부드러운 피부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60213707

26,000원

18

어댑티브 터치 10ml
어댑티브 터치는 라벤더, 매그놀리아, 네롤리, 스위트검, 오렌지, 스피어민트,
코파이바, 로즈마리, 코코넛 오일이 조화롭게 블렌드된 롤온 제품입니다.
밝고 달콤한 향기로 움츠러든 마음을 편안히 만들어 줍니다.
스트레스, 긴장을 느낄 때 또는 편안한 휴식을 원할 때 사용하세요.
60214937

29,000원

24

안티 링클 타이트닝 마스크 5+1
22,000원
SAVE

아데노신 함유 주름개선 기능성 마스크팩, 안티 링클 타이트닝 마스크입니다.
도테라의 순수 로즈, 야로우 폼, 프랑킨센스 오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루 한 팩, 안티 링클 마스크로 피부 주름과 탄력을 관리하세요!
가족, 지인, 친척들과 나눠 사용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안티링클 타이트닝 마스크 25g x 5매 x 6box

60217099

120,000원
98,000원

72

온가드 휴대용 치약 10팩

10개

도테라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온가드 프로텍트 프리미엄 내추럴 치약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한 휴대용 사이즈로 들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선물해 보세요.
한정판매 온가드 치실과 함께 선물하면 더욱 좋습니다.
비매품 온가드 휴대용 치약 50g (10)

60212255

25,000원

0

구매방법 및 주의사항
· 일반주문, LRP 주문, 포인트 주문 가능합니다.
· 한정판매 제품으로 준비된 수량이 모두 판매되면 예고없이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 전화, 카톡 간편 주문, 센터방문, 홈페이지, 모바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은 익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품 반품 시, 무료로 증정된 제품 또한 함께 반납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도테라 코리아 고객센터(1600-5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8층 (서초동, 에이플러스 에셋빌딩)
www.doterra.co.kr

한정판매 9월 1일(수) ~ 9월 22일(수)

선물세트
2021 도테라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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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한가위, 도테라만의 특별한 추석 선물세트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온가드 치실 5+1

5+1

순수 온가드 에센셜 오일 블렌드가 이중코팅된 온가드 치실로 구강 건강을 지키세요.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의 음식물 찌꺼기, 치태 제거에 도움을 드리며,
입 안에 상쾌한 온가드 향이 남아 깨끗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5+1 구성으로 주변에 간단히 선물하기 좋습니다.
온가드 치실(6)

p003609

20,000원

0

SPA 모이스처라이징 배쓰바 6팩

%
33OFF

모이스처라이징 배쓰바의 풍부한 거품과 시트러스 계열의 은은한 향기로
고급 스파에 온 듯한 기분을 느껴보세요!
일반 비누와 달리 식물성 글리세린이 함유되어 있어 순하면서도 깨끗한 세정력을 발휘합니다.
올 추석, 33% 할인가로 선물해 보세요!
SPA 모이스처라이징 배쓰바 (6)

60203296

60,000원
40,000원

20

어드벤처 타임 크로스백
도테라 칠드런을 위한 어드벤처 타임 크로스백은
우리 아이의 일상 속 신나는 모험을 위한 캐주얼한 크로스백입니다.
가볍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학원 갈 때, 나들이 할 때,
외출 시에 편하게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60216315

38,000원

0

어드벤처 타임 크로스백
친환경 타이벡 소재로 제작된 데일리 토트백입니다.
실용도 높은 사이즈와 120g~130g 경량으로 가볍게 들기 좋습니다.
판매금 전액은 나눔을 실천하는 도테라 힐링핸즈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됩니다.
재질 : 외피-투습방수지 타이벡 / 안감-PE / 스트랩 : PU
사이즈 : 29 x 12 x 45cm
색상 : 그레이

60216292

15,000원

0

하비스트 스파이스 15ml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향기
하비스트 스파이스로 멋진 추억을 만드세요!
카시아, 클로브, 육두구, 시나몬이 조화롭게 배합되어 활력과 편안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으로 행복한 추석 명절을 위해 선물하시면 좋습니다.
60209407

36,000원

30

구매방법 및 주의사항
· 일반주문, LRP 주문, 포인트 주문 가능합니다.
· 한정판매 제품으로 준비된 수량이 모두 판매되면 예고없이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 전화, 카톡 간편 주문, 센터방문, 홈페이지, 모바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은 익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품 반품 시, 무료로 증정된 제품 또한 함께 반납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도테라 코리아 고객센터(1600-5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8층 (서초동, 에이플러스 에셋빌딩)
www.doterr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