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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클럽 도전 결정을 축하드립니다!

도테라의 에센셜 오일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파급효과를 직접 목격  

할 때 여러분은 완전하고 진정한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이전에는 겪지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 전문적으로 굉장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사업은 

완전히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이아몬드

       클럽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기억하세요. 

이 여정의 본질은 일시적이지만, 그로 인한 혜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비즈니스에 집중을 하실 때,

성공적인 도테라 비즈니스를 위한 핵심 요소를 통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도테라의 근본을 완전히 익히실 것이며, 그렇게 한다면 능력 

있는 멘토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도테라의 기술들을 익히고, 다른 이들을 

돕는 사명에 100% 전념하신다면, 여러분은 따르고 싶은 강하고,  

자신감 있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클럽이라는 굉장한 여정 속에서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이 책자는 여러분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책자를 곁에 두세요.  

도전 중 힘든 시기가 오면 책자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지칠 때는 영감의 

원천으로 사용하고, 궁극적인 성공에 가장 큰 치어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죠!

잠시 시간을 내어 책자를 읽어보세요. 여러분에 앞서 다이아몬드 클럽을 

수료한 도전자들이 신중하게 전달 해준 황금 같은 조언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과 100% 함께하는 이 여정에 있어서 모든 진심이 담긴 메시지는 

사랑과 응원으로 가득한 것임을 알아주세요. – 함께 도전해봅시다!

"9기 다이아몬드 클럽을 도전하는 동안 저는 그동안 꿈꿔왔던 다이아몬드 직급을 달성하게 되었고, 

파트너 분들도 랭크업과 함께 아주 탄탄한 라인을 유지하고 계세요. 저희의 활동들을 보고 일반 소비자 

회원들께서 사업자로 전환도 많이 하시며, 팀에 빌더가 많아졌어요. 파트너 분들이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저는 골드로 도전했는데 다이아몬드로 마감을 했어요. 두 단계나 랭크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정말 좋은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 9기 다이아몬드 클럽 1위 이은아

Welcome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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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토양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 꾸준히 참조하고 여러분의 

결정을 위한 지침서로 사용하는 것은 다이아몬드 클럽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보세요.

나의 삶은…

 

다이아몬드 클럽에 도전하는 이유는…

 

다이아몬드 클럽이 끝날 즈음 나는…

 

목표 달성 후 변화한 나의 삶은…

 

목표 달성이 나의 팀에게 줄 영향은…

비전을 공유하세요

다이아몬드 클럽 도전을 선언했다면, 

여러분의 성공의 비전에 다른 이들을  

초대할 차례입니다.  

결국, 다이아몬드 클럽은 혼자만의 도전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클럽이란 여행을 떠난 동안, 

여러분의 파트너가 집을 지켜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간절하고 진실된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도 비전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클럽  

도전 기간 중 몇 달 동안 활동을 위해  

바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뿐  

아니라 축하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이아몬드 클럽의 성공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강력하고 협조적인 대화를 이끌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주최하는 클래스,  

흥미 유도, 클래스에 초대하는 등 그들의 행동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나와 클래스를 함께해요." 라는 문구는  

다이아몬드 클럽 도전 기간 동안 여러분의 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주문입니다.

토양
“제가 도테라를 시작하고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 직급까지 달성함에 

있어서 다이아몬드 클럽에 출전한 그 4개월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게 저에게는 정말 토양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만약 그 4개월동안 꾸준하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다이아몬드 

클럽을 누군가에게 권할 수도 없고 또 그들에게 완주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도 없겠죠. 출전자로서 있었을 때나 스폰서로서 있었을 때나 지금이나  

제 인생에 있어서 끝까지 저는 ING(진행)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클럽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 황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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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다이아몬드 클럽 마무리 축하

9월 말 즈음, 내가 달성할 것은..

 

내가 기쁜 이유는… 

(9월의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가정하고 문장을 작성해보세요)

 

내가 느낀 점은… 

(여러분의 성취에 대해 느낄 감정을 미리 표현해보세요)

 

다이아몬드 클럽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직급과 월 수당

 

다이아몬드 클럽을 통한 신규 등록자들의 LRP 유지율

 

나는...

 

나의 감정은...

 

클래스를 함께해준 호스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할 행동

 

 

나를 응원해준 팀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할 행동

 

팀의 직급 상승을 축하하기 위해 할 행동

 

최다 추천인을 축하하기 위해 할 행동

 

목표
큰 꿈은 낮은 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달을  

향해 조준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이아몬드 클럽 여정이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게 해줄 지 시각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이아몬드 클럽 도전 동안 임파워드 석세스는 제게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검증된 행동 단계들을 

실천하다 보니 다른 도전자보다 한 발 앞설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임파워드 석세스를 보면 매일 

무엇을 실천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를 위한 간단한 계획입니다!”

클라우디오 사푸토
2018년 가을 다이아몬드 클럽 우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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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드 석세스
다이아몬드 클럽을 통한 강력한 활동과 반복은 여러분의 장점을 강조시키고, 처음부터 여러분의 것이었던 것처럼 익숙해질 것입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클럽은, 이전에는 쉽게 풀리지 않았거나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비즈니스에 불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P

준비 초대 전달 회원등록 지원

시작 준비하기

성공을 계획하기

명단 다듬기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쉐어링하기

이벤트 주최하기 라이프스타일 검토 
실천하기

회원 팔로우업

빌더 모색하기

I P E S

PIPES 활동 추적하기

매일 새로운 연락처를 추가하세요.  

시작하고, 쉐어링하고, 초대하고, 등록하는 

활동을 기록하세요.

유지율 높이기

기억하세요. 회원들을 임파워링 하는 것은 

평생 유지될 에센셜 오일 사용자들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 여러분의 회원 유지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신규 등록을 하는 

모든 회원들과 팔로우업 미팅을 예약하세요.

클래스 준비하기

호스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신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세요.

판매 향상시키기

판매과정을 단순화할 명확한 시스템을 

사용하세요.

영향력 있는 이벤트 주최하기

더 많은 회원을 리쿠르팅 할 수 있도록 영향력 

있는 이벤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열정을 키워주세요.

직급 상승 목표로 하기

다이아몬드 클럽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직급 가이드를 통해 팀 빌딩에  

집중하고 리더쉽 스킬을 정교하게 다듬어보세요.

여러분의 역할 여러분의 계획과 실천 여러분과 팀이 함께 할 역할

다이아몬드클럽을 통해 여러분은 효율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활용하고, 잘 활동할 수 있는 위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클럽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 시켜 줄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 입니다.

경제적인 PIPES 세우기
다이아몬드 클럽은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비즈니스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을 방해하는 PIPES의 요소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의 이벤트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초대 및 호스트 준비 방법에 집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Success Tracker
Refine your Names List (from Build and Share guides) and track your PIPES activities with your top 25 prospects. 

Search your phone contacts and social media friends for ideas of who values wellness, purpose, and freedom. As 

new people come to mind and into your life, add them to your list to keep up the flow. 

Start sharing and inviting, and as prospects enroll, onboard them successfully as a customer or builder. Identify 

prospective builders who stand out as those with higher capacity for succes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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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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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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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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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Share
Hosting Overview

Natural Approach

•  Addresses body's needs  

and root causes

•  Extracted from plants 

•  Enhances physical and  

emotional health

•  Safe benefits without  

side effects

• Designed to manage symptoms

•  Made from isolated synthetic agents 

• Side effects (known and unknown)

•  $6.5 trillion/year spent  

on global healthcare

• Are we healthier?

Peppermint tea

28
cups =

1 drop of 
Peppermint oil

Why a new standard of quality? 

Most tested. Most trusted. 

• Plants harvested in their natural habitat.

•  Verified pure; free of fillers and harmful contaminants.

•  Stringent third party testing ensures authenticity  

and potency.

Essential Oils 

Pass Through 

Cell Membrane

Natural Solutions 
for healthy, empowered living

Modern Approach

NATURE PRODUCES        AD
D

RESSES RO
OT CAUSE        MEETS BO

DY
’S

 N
EE

D
S SYMPTOMS

ROOT CAUSEMAN PRODUCES          A
D

D
R

ESSES SYMPTOMS         
 NEED

S 
R

EM
A

IN SYMPTOMS

ROOT 
CAUSE

Do you need safe, effective, and affordable health solutions?

YOU HAVE CHOICES

HOW TO USE dōTERRA ESSENTIAL  OILS

ESSENTIAL  OILS  ARE EFFECTIVE dōTERRA IS  SAFE AND 100% PURE

PEPPERMINT 
LEAF

MAGNIFIED

Peppermint leaf oil sac

AROMATIC

Breathe in or use diffuser to:

• Open airways

• Boost mood

• Freshen the air

TOPICAL
Apply to bottoms of feet  

or affected areas to target 

specific needs.
ONLY 

CPTG®  
OILS

INTERNAL

Drop in water, under 

tongue, or into a veggie 

capsule and swallow.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ese products are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PEPPERMINT

• Cool the body

•  Stay alert 

•  Relieve head tension

•  Promote feelings of  

clear breathing

•  Relieve stomach upset 

when ingested*

DEEP BLUE®

• Apply pre/post workout

•  Use for calm and  

comforting massage

•  Apply to muscles after a  

long day

•  Apply on lower back after 

heavy lifting

dōTERRA  
ON GUARD®

•  Powerful immune 

system boost*

•  Diffuse to cleanse 

the air

Natural, Effective, and Safe

•  Natural aromatic compounds  

extracted and distilled from 

plants for health benefits.

•  Contain hundreds of different 

compounds, providing complex 

and versatile abilities to  

combat threats without  

building up resistance.

•  Work with the body to address 

issues and root causes on a 

cellular level.

• Affordable. Pennies per dose!

do-TERRA's QUALITY 

and PURITY Standard

Grades of Essential Oils

SYNTHETIC

FOOD

THERAPEUTIC

®

Live
Lifestyle Overview

Multiply
to Platinum & 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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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이벤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초대받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아가는 데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클래스 밖에서 형성되는 유대감과 대화 속에서 다이아몬드 클럽의 진정한 마법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매 월 목표달성을 위해서, 매 월 최소 6회의 이벤트를 주최해야 합니다.
● 이벤트 참석자는 한 명일 수도, 100명일 수도 있습니다!

● 이벤트에 무조건 참석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다이아몬드 클럽 홈페이지에 모든 이벤트는 기록되어야 합니다. 

신규등록
핵심적으로, 다이아몬드 클럽은 다이아몬드 리더로서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등록 프로그램입니다.

그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도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 달 다이아몬드 클럽 이벤트를 통해  

최소 15명의 신규등록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클럽 도전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신규회원의 등록 주문이 100PV 이상일 경우에만 다이아몬드 클럽 신규 회원으로 인정됩니다. (100PV 단일주문에 한함. 합산불가)

●  신규등록 인원 안에 개인추천으로 인한 등록인원 3명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추천 3명은 추후 다이아몬드 클럽 수료 후 추천인 변경 요청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한 달에 최소 6회 개최되는 세미나(이벤트)는 반드시 행사 3일전 다이아몬드 클럽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  신규가입 프로모션은 다이아몬드 클럽의 혜택이므로, 이벤트 진행 후 신규가입 하는 회원들이 이 혜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가자와 호스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 신규가입 및 내용기재 누락 건은 프로모션 선물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등록인원으로 카운트는 가능)

● 다이아몬드 클럽 홈페이지를 통한 신규가입

● 회원등록 서류에 다이아몬드 클럽 참가 내용을 기재한 신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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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클럽은 그 어디에서도 '실패'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외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다이아몬드 클럽을 참여하는 것과  

그에 쏟는 노력의 의도 자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자입니다!

다이아몬드 리더들이 수년간의 노력과 경험을 통해 성공을 거둔 완벽한 레시피는 다이아몬드 직급에 도달하기 위한 특정 공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이아몬드 클럽 도전 기간 중 충족 조건들은 레시피에 따라 다이아몬드 직급에 도달하기 위한 진정한 길을 안내합니다.

활동지원금

참가기간 중 매월 최소 6번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해당 이벤트를 통하여 15명 이상(개인추천 3명 필수)신규 회원을 등록하면 30만원의 활동 지원금

이 지급 됩니다.

-회사 부담비용 50% (15만원) / 스폰서(최대 3명) 부담비용 50% (15만원)

활동지원금은 방문 판매 법에 의거 회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유, 무형의 서비스를 수당으로 간주하여 3.3%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 후 지급 될 예정

입니다

유의사항

매 월 15명의 신규 회원을 등록함에 있어 참가자가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구성하고 목표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폰서의 지원과 주체가 되는 참가자 및 참가자가 세미나(이벤트)를 개최하는 지역의 리더(호스트라고 칭합니다)와 공조하여 

팀을 결성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주체는 어디까지나 스폰서와 회사로부터 활동비용의 지원을 받는 참가자 본인입니다. 

따라서 참가자가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너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도록 멘토의 적절한 지원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클럽 HOW-TO
다이아몬드 클럽에 대한 모든 이해를 마치셨다면, 세부사항을 알아 볼 차례입니다.  
다이아몬드 클럽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싶으시다면, 매 월 본 단계를 실천해 보십시오.

1. 매 월 6회 세미나 개최하기

2.  100PV 이상의 등록 주문으로 매 월 15명 이상 신규 등록하기 

3.  세미나 참석 명단 기록하고 다이아몬드 클럽 홈페이지에  

이벤트  일정 업데이트

4. LRP 소개를 위해 모든 신규 회원과 라이프스타일 검토 시간 갖기

LiveLifestyle Overview

LiveLifestyle Overview

LiveLifestyle Overview

LiveLifestyle Overview

LiveLifestyle Overview

LiveLifestyle Overview

LiveLifestyl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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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요일/날짜 호스트 호스트 연락처 호스트 준비 호스트에게

감사표현
집에서부터 거리 LRP충족회원  

1.

2.

3.

4.

5.

6.

7.

8.

클
래

스

활동 계획서

신규회원 이름  호스트 추천인 등록주문 주문일 신규회원 상담 유무 LRP 설정 유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0P

V
 등

록
주

문
 충

족
 여

부



다이아몬드 클럽 도전을 환영합니다!
9월 1일 이전에 작성해보세요.

마음가짐 체크

다이아몬드 클럽을 시작하는 기분이 어떠신가요?

9월이 끝날 무렵,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요?

9월 30일 이후에 작성해보세요.

다이아몬드 클럽 도전 첫째 달을 설명해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다이어리9월

애용했던 오일 새기던 문구도전 달에
즐겨 듣던 노래 

많은 분들이 클래스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거창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도테라를 일상화 한 점들을 경험담처럼 

풀어서 쉽게 느끼고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상대방도 쉽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꾸준함, 성실함, 도테라를 사랑하는 것 

이세가지가 클래스의 가장 큰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9기 다이아몬드 클럽 수료자 실버 민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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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요일/날짜 호스트 호스트 연락처 호스트 준비 호스트에게

감사표현
집에서부터 거리 LRP충족회원  

1.

2.

3.

4.

5.

6.

7.

8.

클
래

스

활동 계획서

신규회원 이름  호스트 추천인 등록주문 주문일 신규회원 상담 유무 LRP 설정 유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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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째 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0월 1일 이전에 작성해보세요.

마음가짐 체크

이번 달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10월이 끝날 무렵,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요?

10월 31일 이후에 작성해보세요.

다이아몬드 클럽 도전 두 번째 달을 설명해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다이어리10월

애용했던 오일 새기던 문구도전 달에
즐겨 듣던 노래 

“다이아몬드 클럽 도전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나와 함께할 리더와 파트너들을 찾아 

결국 그룹의 LRP 주문을 꾸준히 유지하는 

탄탄한 조직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클래스를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빌더가 누군지 찾는 

것을 항상 염두 하셔야 합니다.” 

9기 다이아몬드 클럽 탑 멘토 

다이아몬드 김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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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요일/날짜 호스트 호스트 연락처 호스트 준비 호스트에게

감사표현
집에서부터 거리 LRP충족회원  

1.

2.

3.

4.

5.

6.

7.

8.

클
래

스

활동 계획서

신규회원 이름  호스트 추천인 등록주문 주문일 신규회원 상담 유무 LRP 설정 유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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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째 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1월 1일 이전에 작성해보세요.

마음가짐 체크

이번 달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11월이 끝날 무렵,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요?

11월 30일 이후에 작성해보세요.

다이아몬드 클럽 도전 세 번째 달을 설명해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다이어리11월

애용했던 오일 새기던 문구도전 달에
즐겨 듣던 노래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여 비가오나 눈이오나 

꾸준히 SNS에 도테라를 알리다 보니 시간이 

쌓여 노력이 드러나는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성과는 저뿐만 아니라 

파트너들이 함께 열심히 노력 하고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은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9기 다이아몬드 클럽 수료자 골드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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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요일/날짜 호스트 호스트 연락처 호스트 준비 호스트에게

감사표현
집에서부터 거리 LRP충족회원  

1.

2.

3.

4.

5.

6.

7.

8.

클
래

스

활동 계획서

신규회원 이름  호스트 추천인 등록주문 주문일 신규회원 상담 유무 LRP 설정 유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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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클럽 도전 마지막 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2월 1일 이전에 작성해보세요.

마음가짐 체크

이번 달을 시작하면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12월이 끝날 무렵,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요?

12월 31일 이후에 작성해보세요.

다이아몬드 클럽 도전 마지막 달을 설명해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다이어리12월

애용했던 오일 새기던 문구도전 달에
즐겨 듣던 노래 

“다이아몬드 클럽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테라 리더의 양성장' 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다이아몬드 클럽을 거쳐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었고, 역량을 키웠습니다.그 가운데에서 

스스로에 대해 파악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발전하시는 분들이 결국 훌륭한 

리더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9기 다이아몬드 클럽 탑 스폰서 

프레지덴셜 다이아몬드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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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획득 방법 포인트 신규등록은 이벤트(교육,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규가입을 통한 포인트

2점 100PV ~ 199PV의 등록주문 발생 시

3점 200PV ~ 299PV의 등록주문 발생 시

4점 300PV 이상의 등록주문 발생 시

2점 100PV 이상의 등록주문과 함께 다음달 첫 번째 100PV 이상의 LRP 주문 발생 시

2점 등록 후 두 번째 100PV 이상의 LRP 유지 주문

3점 등록 후 세번째 100PV이상의 LRP 유지 주문

다이아몬드 클럽 멤버가

새로운 직급달성 시 포인트

10점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실버 직급을 달성하였을 경우

15점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골드 직급을 달성하였을 경우

20점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플래티넘 직급을 달성하였을 경우

25점 다이아몬드 클럽 기간 동안 다이아몬드 직급 이상을 달성하였을 경우

다이아몬드 클럽 포인트 획득방법
다이아몬드 클럽을 통해 사업확장과 매출증대, 경비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노하우를 공유하고 또 선물과 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클럽 신규 가입을 통한 포인트 제도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추천 및 직급 달성을 통한 포인트 획득 (자격기간:2021년 9월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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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가입 프로모션
다이아몬드 클럽을 통해 많은 신규회원을 등록하실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모션을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1.  다이아몬드 클럽 참가자가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여 회원가입을 하시면 최초 주문에 한하여 오일 한 병을 증정해드립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을 시도하였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즉각 다이아몬드 클럽 참가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신규회원 등록 월 100PV 이상의 등록주문 300PV 이상의 등록주문

9월 클로브 15ml 클로브15ml + 클리어리파이 15ml

10월 라임 15ml 라임 15ml + 스피어민트 15ml

11월 사이프레스 15ml 사이프레스 15ml + 이지에어 15ml

12월 라벤더 터치 10ml 라벤더 터치 10ml + 젠도크린 15ml

● 위 프로모션 내용은 향후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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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규정 및 정보는 도테라 코리아 홈페이지 상 다이아몬드 클럽 페이지 

(https://www.doterra.com/KR/ko_KR/diamond-club)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다이아몬드 클럽 관련 문의 사항은

krdiamondclub@doterra.com 으로 접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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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클럽은 독보적인 방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팀,
그리고 도테라 사업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 에밀리 라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