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amond Club
WHY DIAMOND CLUB?

Diamond Club

일정

*다이아몬드 클럽 참가자
평균적으로 77% 많은 수익 또는

월 $143 더 많은 수익창출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 성장

 
*참가자 평균 1.4 직급 상승
평균 보다 81% 높은 수치

직급 상승
 
 

!
소득의 증가

*월 수당 72% 증가
비참여 리더보다 33% 높음

 
 

*그룹 볼륨 40% 증가
참가자와 업라인이 느끼는 

수준의 성장

팀의 성장

다이아몬드 클럽은 여러분의 도테라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팀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이아몬드 클럽을 통해 기존의 팀을 지원하고 성장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인연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팀을 형성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리더들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클럽이 요구하는 조건을 매달 충족하신다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클럽을 수료하는 것은 여러분의 팀에 성공적으로 불씨를 지폈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팀, 고객, 회원들과의 관계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수치는 미국/캐나다 마켓 기준입니다. 
*평균 수입은 더 적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클럽 기본요소
다이아몬드 클럽은 잠재 고객과의 관계 형성, 클래스 진행, 신규 등록을 통해 여러분의 리더십 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과정을 돕기 위해  특별 신규 가입 프로모션과 매월 시행조건 충족 시 30만원 (회사 부담 지원금 50%
(15만원) 스폰서 3명 부담 지원금 50%(15만원)으로)의 활동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다이아몬드 클럽의 혜택들은 여러분의 빠른 성장에 필요한 경제적인 투자와 새로운 리더십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록할 준비가 되셨나요?

   
※   신청만으로는 다이아몬드 클럽에 참가하실 수 없으며, 참가 여부는 

도테라 코리아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본 프로그램은 국내에 거주하고 도테라코리아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과 국내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합니다.

• 자격 조건 충족 기간 : 2022년 7월  
•

 

준비 기간 : 2022년 8월

• 모집 기간 : 2022년 7월 18일 ~ 8월 19일

• 도전 기간 : 2022년 9월 ~ 12월

참가자격

   

   

•

•
•

•

2022년 7월에 프리미어 이상의 직급을 달성해야 합니다. (프리미어 미만, 다이아몬드 이상 직급은 참가 불가)

2022년 7월에 3명의 새로운 IPC 혹은 WC를 추천하여 등록합니다. (단일 100PV 이상의 등록 주문 필수)

참가신청자의 다운 라인(추천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에 다운 라인으로 등록된 IPC) 중에서 호스트 10명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2022년 7월에 100PV 이상의 LRP 주문 필수)

참가신청자는 활동 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해 주고 성장을 이끌어줄 업라인 스폰서 3명을 선정하여 멘토와 스폰서로 지정합니다. 
(멘토와 스폰서는 참가자들의 월별 자격조건 충족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되며,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한 분이 
 TOP 멘토가 됩니다.)



신규 회원 혜택
다이아몬드 클럽 참가자가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회원가입을 하시면 최초 주문에 한해 오일 한 병을 증정해 드립니다. 
하지만 허위 등록이나 참가자의 다운 라인이 아닌  회원이 참가자의 코드로 신규 등록을 시도하였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즉각 다이아몬드 클럽 참가자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Diamond Club How-To

•

 

신규 가입 프로모션 제품은 도테라코리아의 정책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일 등록 주문에 해당됩니다. (주문 합산되지 않음)
• 신규 회원이 등록 다음 달 단일 100PV 이상의 LRP 주문을 하면 25포인트(1회 한정)가 계정으로 적립됩니다.

 매월 최소 6회 이벤트(미팅) 개최

• 이벤트 참석자는 한 명일 수도,100명일 수도 있습니다.
• 이벤트에 무조건 참석하여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모든 이벤트는 다이아몬드 클럽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 
• 

등록 주문이 단일 100PV 이상일 경우에만 다이아몬드 클럽 신규 회원으로 인정됩니다.
신규 등록 인원 안에 참가자 개인 추천 인원 3명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원 유형 변경 및 해외 거주 회원은 다이아몬드 클럽 신규 회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월 100PV 이상의 등록 주문과 함께 15명 이상 신규 등록

• 
이벤트(미팅) 참석자 명단 기록

이벤트(미팅) 후 5영업일 이내에 이벤트 참석자(신규 회원)를 입력해야 합니다.
• 신규 회원의 이메일 주소로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를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이벤트 및 참석자 입력을 하지 않을 시 다이아몬드 클럽 신규 회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규 가입 프로모션은 다이아몬드 클럽의 혜택이므로, 이벤트(미팅) 진행 후 신규 가입하는 회원들이 
이 혜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가자와 호스트의 책임입니다.

• 다이아몬드 클럽 신규 등록 링크, 카카오톡 간편등록의 다이아몬드 클럽 등록, 서류접수 등을 통해 
신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경로는 프로모션 선물이 지급되지 않고 등록 인원으로 카운트만 가능합니다)

참석자 신규 등록

100 PV x15

9월

10월

11월

12월

티트리 터치 10ml + 패스트탠스 15ml

라임 15ml + 젠도크린 15ml

페퍼민트 터치 10ml + 아버비테 5ml

이지에어 터치 10ml + 클리어리파이 15ml

티트리 터치 10ml

라임 15ml

페퍼민트 터치 10ml

이지에어 터치 10ml 

100–299 PV 300+ PV 

월별 자격 조건

매월 6회의 클래스 진행

새로운 회원들을 위한
무료 오일 특별 선물로 제공

 

 

팀의 성장

활동 지원금 우승자 시상

매월 15명 신규회원 등록
 

시상₩300,000



활동 지원금 지급 예

스폰서십 요청
스폰서는 다이아몬드 클럽에 도전하고자 하는 참가자의 활동 비용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이아몬드 클럽 참가를 희망하는 후보자가 요청할 경우 검토하여 후원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활동 지원금
참가 기간 중 매월 최소 6번의 이벤트(미팅)를 개최하고, 해당 이벤트를 통해 15명 이상 (개인 추천 3명 필수) 신규 회원을 
등록하면 매월 30만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개월 동안 매월 : 
회사 부담 지원금 50% (15만원) 
/ 스폰서(3명) 부담 지원금 50% (15만원)
 

스폰서 부담 지원금은 참가자의 신규 모집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패스트 스타트 보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것을 장려합니다.

멘토와 스폰서는 참가자들의 월별 자격조건 충족에 따라 점수를 얻게 되며,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한 분이 Top 멘토가 됩니다.
참가자가 월별 자격 조건 충족 시 -> 멘토 : 10점, 스폰서 : 5점 획득

 
 
 

스폰서 부담 지원금 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은 
멘토 또는 스폰서로 지정됩니다.

30만원
회사 부담 지원금 50% (15만원) / 스폰서(3명) 부담 지원금 50% (15만원)

* 활동 지원금은 방문 판매 법에 의거 회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유, 무형의 서비스를 수당으로 간주하여 3.3%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 후 지급 될 예정입니다
* 활동 지원금은 매월 자격조건을 충족하셨을 시에만 지급됩니다.

9월 자격조건 충족

10월 자격조건 미충족

11월 자격조건만 충족

10월 부족인원 추가 등록 후 
11월 자격조건 충족

9월 활동 지원금 지급

10월 활동 지원금 미지급

11월 활동 지원금 미지급

11월 활동 지원금 지급

1)

9월 자격조건 미충족

10월 자격조건 충족

9월 부족인원 추가 등록 후 
10월 자격조건 충족

9월 활동 지원금 미지급

11월 활동 지원금 지급

10월 활동 지원금 지급

2)



포인트 획득 방법
다이아몬드 클럽에서의 순위는 주요 비즈니스 활동으로 얻은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순위는 다이아몬드 클럽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amond Club Rewards
다이아몬드 클럽은 사업 확장과 매출 증대, 활동 지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물과 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위는 아래 표의 신규 등록, 신규 등록 회원의 LRP 주문, 참가자의 직급 상승, 호스트의 직급 상승으로 
획득한 점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Top 멘토 : 5,000,000원 + 소싱트립 티켓 1장 + 왕복항공권
1등 : 3,800,000원 + 소싱트립 티켓 1장 + 왕복항공권 + 파운더스 클럽 입성 기회

2등 : 2,800,000원 + 소싱트립 티켓 1장 + 왕복항공권
3등 : 1,800,000원 + 소싱트립 티켓 1장 + 왕복항공권

4-10등 : 800,000원 + 소싱트립 티켓 1장
11-50등 : 소싱트립 티켓 1장

* 수료하시는 분에 한하여 시상됩니다.
* 4등부터 50등까지의 모든 항공권은 본인 부담입니다.
* 현금 시상은 직급 상승을 한 참가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직급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 시상에서 제외되며
   후 순위에게 이월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은 현금으로 교환 및 환불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시상내역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테라 코리아의 방침 및 절차 위반 또는 반품, 탈퇴 등의 
   사유로 시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시상

점수 획득 방법 점수 신규 등록은 이벤트(미팅) 종료 후 5일 영업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2점

3점

5점

2점

2점

3점

100PV ~ 199PV의 등록 주문 발생 시

200PV ~ 399PV의 등록 주문 발생 시

400PV 이상의 등록 주문 발생 시

100PV 이상의 등록 주문과 함께 다음 달 첫 번째 100PV 이상의 LRP 주문 발생 시

등록 후 두 번째 100PV 이상의 LRP 유지 주문

등록 후 세 번째 100PV 이상의 LRP 유지 주문

신규 등록

5점

10점

15점

20점

25점

30점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호스트가 엘리트 직급을 달성하였을 경우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호스트가 프리미어 직급을 달성하였을 경우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호스트가 실버 직급을 달성하였을 경우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호스트가 골드 직급을 달성하였을 경우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호스트가 플래티넘 직급을 달성하였을 경우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호스트가 다이아몬드 직급 이상을 달성하였을 경우

호스트가
새로운 직급달성 시

15점

30점

45점

60점

80점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실버 직급을 달성하였을 경우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골드 직급을 달성하였을 경우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플래티넘 직급을 달성하였을 경우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다이아몬드 직급 이상을 달성하였을 경우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블루 다이아몬드 직급 이상을 달성하였을 경우

다이아몬드 클럽 멤버가
새로운 직급달성 시

*획득 점수가 동일할 경우 등록인원이 더 많은 분이 앞 순위가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및 다이아몬드 클럽에 관한 안내사항, 상품, 노하우, 자주 묻는 질문등이 궁금하시다면 
다이아몬드 클럽 공식 홈페이지 (https://diamondclub.doterra.com/s/)를 방문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