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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운 수도시설은 마을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지만 그는 매일 

물을 길러 그곳까지 갔습니다. 돈이 더 

필요할 때면 평소보다 더 여러번 물을 

길어 오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돈과 맞바꾸고 성취감이나 목적 의식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도테라와 함께라면, 

오래도록 실수익을 가져다 줄 파이프를 설치함으로써 시간과 에너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남는 시간에 파이프를 설치한다면, 더이상 

물을 길으러 떠나지 않아도 될텐데!’ 

그 때부터 몇 년간 그는 계속해서 파이프를 

설치해 나갔습니다.

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나니 그와 마을사람들 모두의 

생활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파이프 덕분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을 길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가 수도꼭지를 처음 열고 물을 튼 
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물을 길어오는 삶 

· 시간과 돈을 맞바꾼다 

· 발전과 수익이 제한적이다 

· 자유로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 남의 꿈을 키워주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파이프를 설치한다면 

·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수익을 확보한다 

· 발전과 수익에 제한이 없다 

·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 나의 꿈을 키운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준비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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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제품 검증된 사업 세상을 생각하는 사업

가장 확실한 검사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제품
450만 명이 넘는 소비자

도테라의 성장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업

대부분의 직접판매회사

•사업 기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음 

•기회에 좌우되는 제품판매 

•기회를 판매함

•세계 1위 규모의 에센셜 오일 업체 

•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전  세계  
120개  이상  마켓  오픈)

•부채 없는 기업: 이자지출이나 외부투자 없음 

•수조 달러 규모의 건강 산업에 속함 

•

 

비즈니스, 마케팅, 의료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한 사업 팀이 보유한 150년 이상
의 업계 경험 

• 도테라는 전 세계 원료 재배 농민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도테라 코 임팩트 소싱
(Co-Impact SourcingⓇ)’사업을 통해 
전통적인 농업 방식을 보존합니다. 

• sourcetoyou.com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테라가 지은 파이프라인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이프를 이으면 다른 사람들의 삶도 
향상됩니다. 구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재배 농민의 삶과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가 
개선됩니다. 여러분이 건강과 희망을 

나누는 것으로 한 지역과 문화 전체에 영향이 
발생합니다.

도테라 창립자들로 구성된 경영진

도테라만의 직접 판매 방식

•강력한 제품으로 사람들을 이끔 

•기회가 없어도 제품 판매 

•건강한 생활방식의 공유 

도테라의 차별성

도테라의 품질과 
순도 기준

연
간

 판
매

액
 

(수
십

억
 달

러
 규

모
)

도테라 – 7 년
애플 – 7 년

7년 만에 10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

기록적인 유지율! 

왜 도테라와 파트너가 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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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테라 제품 사용하기 

세 단계의 간단한 방법으로 
경제적 파이프라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더욱 활성화 시킬수록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테라의 제품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검증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 

성공을 거머쥘 준비를 하십시오.

강의자료

 

도테라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파이프라인 구축 및 확장 활동에 아래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초대하여 도테라의 

천연 제품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보세요.

도테라가 전하는 건강과 경제적 

번영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PREPARE  준비

본인 본인의 주위사람들

INVITE  초대 PRESENT  전달

Names List
가이드북 

Natural

 

Solutions
Class

 

Hand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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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테라 제품 공유하기 3.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가이드북 

-리브, 쉐어, 빌드

가이드북 

-런치

사람들이 천연 제품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회원등록을 돕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로 초대하세요.

고객과 빌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하세요.

여러분의 팀과 지역 사회

ENROLL  회원등록 SUPPORT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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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의 발견

도테라의 다채롭고 풍요로운 보상 플랜은 팀원간 시너지 효과를 통한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오래 지속될 실수입을 

확보하는 강력한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제품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 달성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

3000 OV
15명 이상 등록 

$304/월*

3개 레그의 
엘리트직급 달성 

$2,198/월*

3개 레그의 
프리미어직급 달성 

$4,781/월*

3개 레그의 
실버직급 달성

$9,392/월*

4개 레그의
실버직급 달성  

$16,733/월*

2개 레그의  
이그제큐티브직급

달성 

$742/월*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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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에 포함된 수치는 글로벌 기준 2016년 연간 평균치입니다. 일반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없으며, 평균 수익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도테라 홈페이지(doTERRA.com > Our Advocates > Flyers.)에서 ‘기회 및 수익 공시자료’ 최신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입원을 대체하고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5개 레그의 골드직급 달성 

$37,758/월*

6개 레그의 플래티늄직급 달성 

$110,083/월*

리더십 퍼포먼스 
보너스 
리더십에 대한 보상은 매월 

지급됩니다. 전 세계에서 

얻은 수익의 7퍼센트가 

리더십 등급에 따라 

제공됩니다.

파워 오브 쓰리(POWER OF 3)

팀 보너스 
팀 구조를 토대로 매월 

지급되는 보너스입니다. 

600TV를 달성한 팀에게 

본 후원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패스트 스타트(FAST START)

보너스 
     

    

     

    

    

유니레벨 보너스 
팀 볼륨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보너스로, ‘패스트 스타트(Fast Start)’ 

보너스(신규 가입 시 60일 까지 지급)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본인 밑으로 총 7대에 거쳐 보너스가 계산됩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확대되는 조직의 
특성에 맞추어, 도테라는 7대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를 적립합니다. 또한, 자격조건에 
맞지 않는 다운라인의 자리는 롤업하여 최대한 많은 보너스가 적립될 수 있도록 합니다.

엘리트 직급의 보너스범위

소속 그룹 
내 레벨

월별 판매액 
당 보너스%

3x3 형태 
그룹 가정
했을 때의 
인원수

150PV 주문 
기준 수익

지금 바로 커미션 수익을 올려보세요!

추천인
 1  대
 20%

본인
LRP 100PV 

이상

6
0
0
 팀

볼
륨

(T
V

)

소
득

액

리더십 퍼포먼스 풀

유니레벨

파워오브쓰리

패스트스타트

5만원
1단계 

3명 이상

25만원
2단계 

(3x3=9+)

150만원
3단계 

(9x3=27+)

프리미어 직급의 보너스범위

실버 이상 직급의 보너스범위

추천인
 2  대
 10%

추천인
 3  대
 5%

신규 회원가입 후 60일간의 매출이 
추천인에게 매주 적립되어 지급됩니

다. 추천인은 100PV 이상의 LRP 설

정 및 주문을 해야만 이 보너스를 받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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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변화와 함께 소득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바라는 삶과 인생을 살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도테라와 함께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어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 줄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 방식과 

최고 품질의 제품, 서비스가 

조화를 이룰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번영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밥 버그(Bob Burg)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줄까요? 

소득의 증대 현명한 직업 생활 즐길 수 있는 일

부채가 없는 삶

넉넉한 저축

경제적인 자유 

기부 활동 

시간적인 자유 

꿈의 실현 

자기 계발 

재정적인 계획과 준비

여행

교육

각종 서비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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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테라와 함께라면 어디든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제품의 비용을 벌 수 있습니다

부수입 확보 가능

기존 수입원을 대체할 만한 규모의 수입 확보 가능

2-3개월 내

엘리트 직급 

달성

1-2개월 내 

엘리트 직급 

달성

1개월 내 

엘리트 직급 

달성

3-5 시간
/주

10-15 시간
/주

15-30 시간/
주

6개월 내 

프리미어 직급 

달성

6-9개월 내 

실버 직급 

달성

2-3개월 내 

실버 직급 

달성

1-2년 내 

골드 직급 

달성

1-3년 내 

다이아몬드 직급 

달성

매월 직접 신규추천 

매월 소비자 4명 이상, 

사업자 1명 이상 확보

매월 소비자 8명 이상, 

사업자 2명 이상 확보

목표

목표

목표

$304-742/월*
엘리트 – 프리미어 직급 수익 목표

$742-4,781/월*
프리미어-골드 직급 수익 목표

$4,781-16,733/월*
골드-다이아몬드 직급 수익 목표

시간 투자 규모

시간 투자 규모

시간 투자 규모

 * 본 자료에 포함된 수치는 글로벌 기준 2016년 연간 평균치입니다. 일반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없으며, 평균 수익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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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3단계

아래 실천 단계를 완료하면 경제적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사람들과 함께 하기

사업 개시

<내추럴솔루션(Natural Solutions)> 프
레젠테이션을 듣고,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온 명단작성 양식에 따라 
기록합니다.

가이드북 <쉐어(Share)>를 활용하여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세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속도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아래 기간 안에 엘리트 직급을 달성:

가이드북 <런치(Launch)>를 참고하여 일정 계획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가이드북 <리브(Live)>를 활용하여 16쪽 
‘Wellness Consult’에 나온 내용을 완료합니다.

웰빙 라이프스타일 플랜에 맞게 도테라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상적

30일 60일 90일
목표 평균

날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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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나요? 

도테라의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하여 우리가 함께 노력할 때, 
희망과 힐링의 힘을 보다 빠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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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oterr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