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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rusted Health Care
신뢰할 수 있는 헬스케어?

우리는 건강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가운데 우리는 종종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

해답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방법
들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접근 방식에 대해 보다 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효능을 가진 에센셜 오일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왜 도테라가 가정 내 건강관리에
혁신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 받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CPTG® Essential Oils
도테라의 CPTG 에센셜 오일

상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오렌지,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라벤더 향,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레몬 향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순수한 에센셜
오일을 경험 해본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뿌리, 줄기, 잎, 수액, 꽃, 껍질 등의 부위에서 발견됩니다.
에센셜 오일은 식물 스스로가 변화하는 주변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외부 유해 요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 내부에 존재하는 방향성 화합물로서 여러가지 유익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식물이 지닌 강력한 효능과 효과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는 매개체
이며 에센셜 오일이 포함하고 있는 방향성 화합물의 순도나 성분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The dōTERRA Vision
도테라의 비전

‘도테라(dōTERRA)’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땅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2008년 봄, 에센셜 오일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체험한 헬스 케어 및 비즈니스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데 모여 에센셜 오일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에센셜 오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부터 업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무언가 차별화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의 일환으로 도테라에서는 에센셜 오일 관련 연구의 성과를 내는 데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뛰어난 인재가 포진되어 있는 연구개발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사급 연구진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개발부서는 실험연구 및 임상연구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 수요를 파악한 후 실험을 설계, 진행하고 외부에 발표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도테라는 병원 연구센터, 대학교를
비롯하여 다수의 연구 기관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최종적인 목표는 에센셜 오일의 구성성분끼리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 에센셜 오일이 세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에센셜 
오일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에센셜 오일을 통해 가정이나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등 에센셜 오일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컨벤션에서 연구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실용화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도테라 회원들과 고객들이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연혁

•2008년 - 최고 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제공하기 위해 CPTG 테스트를 시행함.

•2010년 - 자선 활동을 통해 전 세계에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도테라 힐링 핸즈

(Healing Hands Foundation) 재단 설립 

•2014년 - 코 임팩트 소싱(CO-IMPACT SOURCING™)을 통해 최고 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전세계에 공급하는 동시에 에센셜 오

일 원료 생산지역의 공동체와 재배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2014년 - 100만 명 이상의 IPC 회원이 간편하고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에센셜 오일을 통해 가정과 주변환경을 적극적

이고 효율적으로 개선시킴 



An Application for Every Situation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도테라의 제품들 

도테라의 에센셜 오일은 일반적으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발향의 방법이나 피부에 바르는 방법을 통해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섭취하는 방법으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든지 에센셜 오일은 자연의 힘으로 놀라운
효과를 선사합니다.

도테라는 단일 성분 오일과 단일 성분의 오일 몇가지를 특정한 목적으로 배합한 블렌딩 오일들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에센셜 오일은  
저마다의 독특한 향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에센셜 오일이 섞인 블렌딩 오일들은 에센셜 오일이 지닌 잠재적인 효능을 더욱
증폭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냅니다.

단일 성분 에센셜 오일과 블렌딩된 오일들 이외에도 도테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통해 손쉽게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을 통해 에센셜 오일을 경험해 보았을 확률이 높습
니다. 일반적으로 민트향이 나는 껌에는 윈터그린이 함유되어 있고, 헤어케어 제품에는 멜라루카가, 치약에는 페퍼민트의 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 스킨 케어

• 헤어 케어

• 스파(SPA) 제품

• 건강기능식품

• 가정용·청소용 제품

•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도테라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사용하는 제품들에
에센셜 오일의 효능을 더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 Blend of the
Traditional Modern
전통과 혁신의 조화

에센셜 오일은 고대부터 수세기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서양에서는 민간요법의 하나로 여겨지던 에센셜 오일의 전통
적인 사용방법이 현대의 과학 기술과 만나면서 그 효능과 다양한 장점들이 많은
연구 논문을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도테라는 에센셜 오일의 원료가 되는 식물 재배 농업인 및 재배 업자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에센셜 오일의 원료를 공급받고 그들이 오랜 기간동안 고수해온
전통적인 방법으로 식물을 재배하고 에센셜 오일을 추출합니다. 

이들은 몇 세대 동안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에센셜 오일의 효능과 순도를 극대화
하기 위해 수확해야 하는 식물의 특정 부위와 적정 수확시기를 정확히 판단합니다. 

하지만 수확 이외에도 중요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추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소한
요건들과 그로 인한 변화들이 에센셜 오일의 구성 성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도테라가 몇 세대에 걸쳐 지식과 지혜를 전승해온 장인들의 손길을 온전하게 거친
원료에 대해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and



GCMS

가스
실린더

샘플

검출기

크로마토그래피
컬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 분석법(GC/MS)

최고의 품질을 향한 도테라의 노력은 단순히 좋은 원료를 채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센셜 오일의 순도, 효능, 농도 등을 보장하
기 위한 검사 방법 역시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도테라에서는 언제든지 가장 순도 높고 뛰어난 품질의 오일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향성 화합물의 분석 및 검출을 전문 분야로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화학 관련 연구인력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에센셜 오
일 한 병 한 병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테라에서 사용하는 일련의 검사 과정은 CPTG 테스트 및 품질관리 방법의 한 부분으로서 도테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에센셜 오일은  
이 CPTG의 기준에 부합하는 순도와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테라는 에센셜 오일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수확, 분석, 사용 등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 화학자,
생물학자, 미생물학자, 식물학자, 의료 전문가 등과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CPTG 기준을 위한 품질 관리에 포함된 검사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검사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 관능검사
• 질량 분석*
•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 미생물 검사
• 푸리에 변환 적외분광법(FTIR)
• 키랄성 테스트
• 동위원소 분석
• (필요할 경우)중금속 검사



Simple, Safe, and
Empowering Solutions
에센셜 오일이 전하는 놀라운 경험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서 각자만의 특별한
경험을 해나가게 됩니다. 에센셜 오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여러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도테라 IPC 회원이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여러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다 보면 오일의 효능과 다른 여러 사용법들을 배우고 싶어질 것 입니다. 또
한 에센셜 오일의 가치를 전하고 그것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등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질
것입니다. 도테라 코리아 에서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통해 도테라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실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언제든지 듣고 문의 할 수 있습니다. 

•doterraeveryday.co.kr: 도테라의 회원들에게 이달의 프로모션, 신제품 안내, 제품 정보,
영상 자료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doterra.com/#/kr: 도테라의 회사 소개와 회사의 미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사이트
입니다.

•doterratools.com: 도테라의 회원으로서 비즈니스와 제품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양식, 교육 자료등을 제공합니다. 

•doterrauniversity.com: 신규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테라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다른 사람
들에게 어떤 식으로 추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제공합니다.

•doterrablog.com: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레시피 DIY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누구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doterrabusinessblog.com: 도테라 임원진 및 사측에서 직접 제공하는 자료와 팁을 통해
누구나 쉽게 도테라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테라 본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영문 버전의 사이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테라에서는‘코 임팩트 소싱’전략을 통해 세계 각지 공동체에게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테라 에센셜 오일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원산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재배업자들과 증류업자들의 삶은 
보통 제3자가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코 임팩트 소싱은 이러한 재배업자들 및 증류업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제3자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배제하고, 이로 인해 지역공동체는 공정한 임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공동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도테라는 이 지역 공동체와 협력 관계를 맺고 이러한 파트너십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기구,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 임팩트 소싱 이외에도 도테라는 힐링 핸즈 재단(Healing Hands Foundation™)을 설립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힐링 핸즈 재단은 비영리 국제조직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힐링 핸즈 재단은 하단의 항목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 개발도상국 지역공동체 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펀딩을 제공하는 소액 자본 지원 및 대출 서비스

• 식수나 생활 용수로 사용될 수도사업

• 학교와 의료 시설 건설 및 운영 지원

• 병원 및 의료시설에 의료장비와 필요 용품 공급 

• 공중보건 관련 교육 제공



도테라 힐링 핸즈 재단은 질병과 빈곤이 사라진 세계를 만들기 위해 각지의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힐링 핸즈 재단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
습니다. 우선 유산 기부를 통해 마련된 1억에 달하는 성금을 페루
피우라와 과테말라 치끼물라 지역에 전달, 소액대출 펀드를 조성
했습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역 공동체 내의 사
업자들에게 친환경 펀딩을 제공합니다. 힐링 핸즈 재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인도주의적 활동으로는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주민들에게 건축자재를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이티에도 주민들에게 더 이상 끓여서 마실 필요
가 없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급수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
한 힐링 핸즈 재단은 과테말라와 아이티에 학교를 건설하고 활성

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교육과 의료 등 다방면으로 활발하게 활
동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던 가나의 의료 시설에
는 의료 장비와 필요 용품 등을 기부했습니다. 힐링 핸즈 재단은
볼리비아 잘수리 지역 내 의료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의료센터 확장 공사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Take Charge of Your Health
건강에 대한 책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만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테라가 자연이 전하는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 최선의 선택을
제안해드립니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에센셜 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연과 사람사이, 도테라가 건강한 향기를 선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