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1등 100% 천연 에센셜 오일

doTERRA Differences

땅의 선물, 

도테라만의 특별함

Gift of the earth, 
the speciality of 

www.doterra.co.kr
세계 1등 & 한국 1등 에센셜 전문기업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 기관 Verify Markets 2017년 조사 기준)



도테라 인터내셔널 회장 및 CEO

데이비드 스털링(David Stirling)

Pursue what's Pure
도테라(doTERRA)는 라틴어로 ‘땅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2008년 봄, 전세계 모든 가정이 가장 순수한 에센셜 오일의 

놀라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했던 저희 창립 멤버 7명의 열정은 

지금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으로 에센셜 오일의 새로운 

품질기준인 도테라만의 CPTG가 탄생되었고, 과감한 투자와 

모두의 헌신으로, 도테라는 세상에서 가장 순도 높은 천연 

에센셜 오일 전문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도테라(doTERRA)는 ‘땅의 선물’ 그 이상으로, 건강과 

치유, 그리고 희망 (Health, Healing, Hope)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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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One Drop

         테라(doTERRA)는 2008년 미국 유타주에서 시작된 100% 천연 에센셜 

오일 전문 글로벌 기업입니다. 최적의 지역에서 자란 식물로부터 추출하여 

그 순도와 품질이 우수한 에센셜 오일을 기반으로, 유니크한 건강기능식품, 

체중 조절 식품, 스킨케어, 자연주의 생활용품 등 다양하고 독특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도테라는 언제나 가장 순도 높고 뛰어난 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전 세계 

소비자들께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 방향성 화합물의 분석 및 검출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연구 인력과 협력 기관 그리고 최첨단 기술로 

에센셜 오일 한 병 한 병에 대한 까다로운 CPTG® 테스트와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힐링핸즈’ 사회공헌 활동과 ‘코임팩트소싱’ 공정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진정한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도테라는 정직과 배려를 

바탕으로 진솔한 원칙, 진정한 과학, 의미 있는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한방울의 힘  도테라(dŌTERRA)

“ Changing the world 
one drop, 

one person, 
one community 

at a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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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us Expansion
본사 캠퍼스 확장

인터내셔널 팀 센터

• 2018년 10월 15일 오픈

• 약 6,225 m2

프라임 메리디안 클리닉

• 2019년 4월 오픈

• 약 3,809 m2

유타 린던 배송 센터

• 2019년 11월 오픈

• 약 25,084 m2

보육시설 신설

• 2018년 10월 1일 오픈

• 수용인원 : 어린이 84명

제조& 물류 센터 확대

• 2018년 11월 1일 오픈

• 약 15,329 m2

고객 서비스 센터

• 2019년 12월 오픈

• 약 18,581 m2



05

Manufacturing Growth

하루 평균 338,880병의 
에센셜 오일을 생산했습니다.

하루에 가장 많은 오일을 생산한 
기록은 2018년 5월 8일

479,600병입니다.

가장 생산량이 높았던 달은 
9백만 병을 생산했던 5월이었습니다.

최첨단 생산 설비 확장으로
우리의 생산 설비는15,297m2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에센셜 오일을 위해 
261명의 물류팀 멤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최신 생산 설비 확장으로
오일 충전 생산량은 
두 배로 늘었습니다.

2017년에는 6천4백만 병의 
에센셜 오일을 생산했으며

2018년에는 8천 만 병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최신 생산 시설 및 규모의 성장

* 2018년 기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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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owering Change

         테라는 2008년 비영리 단체인 ‘힐링핸즈 재단’을 설립하여, 전 세계 59

개국에서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개발국가 지역민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기술 훈련, 어린이와 여성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자연재해 및 재난 지역 구호 활동, 

아동 인신매매 근절 활동 등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9개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도테라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을 위해, 영향력 있는 독립 

NGO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독립 NGO 협력 단체 : 멘토스 인터내셔널, 데이즈 포 걸즈, OUR, 라파 하우스, 

3 스탠드 글로벌, ENA, 헬프 인터내셔널, 라이징 스타, 피스 하우스, etc.

진정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힐링핸즈(Healing Hands)

“ Empowering you
to make a real 

difference.”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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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for a Better Future

고 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기 위한 도테라 만의 원료 수급 철학인

‘코임팩트 소싱’은 최적의 환경에서 자라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닌 원료 식물 

재배지를 찾아, 그 지역의 재배 전문가, 수확 농민, 그리고 증류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최상의 원료를 수급하는 도테라 만의 

글로벌 보테니컬 네트워크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지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협력관계를 위한 도테라 만의 강력한 이니셔티브가 

바로 ‘코임팩트 소싱’인 것입니다.  

도테라는 ‘코임팩트 소싱’을 통해 전 세계 40여 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최고 

품질의 원료 식물을 수급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개발 도상국입니다.

이는 도테라의 진정한 나눔을 위한 ‘힐링핸즈 사회공헌 프로그램’과도 닿아 

있습니다.

최상의 원료를 위한 도테라 글로벌 보테니컬 네트워크  코임팩트 소싱(Co-Impact Sourcing)

“ Provides the best 
essential oils and 

lifts entire 
Communities.”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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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ERRA Sourcing
전 세계 45개 국, 165,508명의 소싱 파트너들이 최고 품질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09

C

ERTIFIED PURE
 

Testing for Quality

테라는 최고 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전문

과학자,  연구원, 의학 자문위원, 그리고 세계적인 외부 협력 기관과 함께 

까다로운 CPTG® 품질 기준을 준수합니다.

CPTG®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광 분석(GC/MS), 푸리에 변환 

적외분광법, 미생물 검사, 동위원소 분석, 중금속 검사 등 도테라만의 철저한

품질 테스트 기준으로, 총 43회의 CPTG® 테스트를 거쳐 안정성과 그 효능이 

검증된 에센셜 오일만이 방향 식물 전문 독립 연구 기관인 APRC(Aromatic 

Plant Research Center)에서 다시 11회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총 54회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여 그 최상위 기준에 부합된 

오일만이 고순도의 도테라 천연 에센셜 오일 제품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위한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 CPTG®

“ The purity of an 
essential oil is its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관능 
검사

미생물 
검사

질량 
분광법

중금속 
검사

총
54회

테스트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

키랄성 
테스트

동위원소 
분석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법 (FTIR)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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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 in essential oil science

테라의 사명은 세계 최고 품질의 에센셜 오일과 그 순수한 오일을

함유한 유니크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입니다.

각 분야 최고의 팀 도테라 과학자들과 전문 연구원들은 유수의 대학 및 의료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도테라 에센셜 오일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정밀 

분석을 통해 그 강력한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테라 천연 에센셜 오일에 대한 다양한 임상시험, 각종 연구 조사 

등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 협력 연구소와 클리닉 등에서 객관적인 사료에 

의해 과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문 협력 의료 연구 기관 : APRC(Aromatic Plant Research Center), Huntsman 

Cancer Institute University of UTAH, St. Elizabeth Healthcare,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 National Center for Natural Products Research, Intermountain 

Healthcare

품질 최우선을 위한  과학적 탐구의 결정체(dŌTERRA Science)

“ The best of nature,
The best of 
Science.”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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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Changing Healthcare

    019년 도테라는 건강 관리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합리적인 의료 비용,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선제적인 건강 증진 등을 추구하는 최첨단 의료

시설인 ‘프라임 메리디안 클리닉(Prime Meridian Clinic)’을 설립하고, 고품질의 

통합 의료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서양 의학에서의 병증 치료에 대한 즉각적인 증상 해소가 아닌, 

근본적인 원인과 그 메커니즘 파악을 통한 정신과 신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최적화 의료 케어 시스템입니다. 

도테라는 프라임 메리디안 클리닉의 통합 의료 서비스를 통해 더욱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헬스케어의 혜택을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통합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프라임 메리디안 클리닉(Prime Meridian Clinic) 

“ It is with 
high confidence 
that we believe 

continued success 
is inevitable.”

-Dr. David Hill 

창립이사, 최고 의료 고문

/과학 자문위원회 위원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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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Tested, Most Trusted

도는 에센셜 오일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순수하지 않은 에센셜 오일에는

신체에 자극이 되거나 부작용, 심지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이나 중금속과 같은 불순물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 시장이 커지면서 품질 안전성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순수, 그대로의 순수’를 추구하는 도테라는 철저한 CPTG®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안전한 천연 에센셜 

오일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고 품질을 보증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각 오일의 성분 분석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스 투유’를 통해 도테라의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성분 분석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You and your family 
deserve only 

the most pure, potent, 
and effective oils 

on earth”

가장 엄격한 품질 테스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 품질 이력 관리 시스템 소스투유(Source to you)

Aromatic Plant Research Center

Customer: doTERRA International

Lot Number: 190424

Date Filled: 2/11/2019 

Column: ZB5 (60 m length × 0.25 mm inner diameter × 0.25 μm film thickness)

Instrument: Shimadzu GCMS-QP2010 Ultra

Carrier gas: Helium 80 psi

Temperature ramp: 2 degrees celsius per minute up to 260-degrees celsius

Split ratio: 30:1

Sample preparation: 5%w/v solution with Dichloromethane.

We provide uncompromising  
quality control for your products.

Comments:  
The analysis of this Peppermint lot revealed no contaminants or adulteration.  
The sample meets the expected chemical profile for authentic essential oils of Mentha piperita.

© Copyright 2017 Aromatic Plant Research Center. All rights reserved.
Any publishing, copying, use, dissemination, or distribution of this report,
including online,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Aromatic Plant
Research Center is strictly prohib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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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2017 Aromatic Plant Research Center 1 of 2aromaticplant.org

* https://sourcetoyou.com/ko 순



13

doTERRA EOs are the Best on the market

난 2019년 6월 20일, 미국 제 3의 독립 소비자 단체 Consumers Advocate 

에서 11개의 유명 에센셜 오일 브랜드를 대상으로 제품 품질에 대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선정된 제품들에 대한 600시간 이상의 품질 조사 및 각종 자료에 대한 

검증결과, 도테라 오일은 ‘불순물이 없다고 판명된 몇 안되는 오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비영리 독립 기관의 연구팀은 ‘도테라 에센셜 오일이 업계 최고’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1등 천연 에센셜 오일 도테라의 제품력은 제 3 독립기관으로 

부터 입증되고 있습니다.

‘Consumers Advocate’ 품질 검사 결과  최고의 에센셜 오일, 도테라

42

“The best quality 
of essential oils 
in the world.”

Consumers Advocate Report

미 비영리 소비자 단체 주최 
에센셜 오일 품질 보고서

600 시간 이상의 리서치 21 항목 심사

11 개 에센셜 오일 제품 심사

개 이상의 전문자료 기반
도테라, 불순물 없는 

순수한 오일로 검증!

* https://www.consumersadvocate.org/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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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Research
베리파이 마켓 시장 조사

    015년 베리파이 마켓은 도테라를 

아로마 테라피&에센셜 오일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단독 브랜드라고 발표했습니다.

2018년에는 도테라가 

전 세계 에센셜 오일 마켓 쉐어 중 23%에 달하는 

가장 큰 에센셜 오일 회사로 조사되었습니다.

베리파이 마켓은 산업, 환경, 에너지, 소비재 등에 

특화된 글로벌 독립 시장 조사 기관입니다.

도테라는 독립 시장 조사 기관 

베리파이 마켓이 선정한 

글로벌 아로마테라피와 

에센셜 오일 시장 부문의 

‘Verified Leader Award’를 

수상했습니다.

2017년 글로벌 

아로마테라피& 에센셜 

오일 시장 규모는 약 51억 

달러 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화 약 6조 1,047억 원)
2024년에는 

시장규모가 24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한화 약 

29조 5,659억 원) 

아로마테라피&에센셜 

오일 시장 규모는 

연평균 25.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7-2024년)

“The best quality 
of essential oils
in the world.”

* https://www.verifymarkets.co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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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로 그룹은 공정한 데이터 분석과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글로벌 독립 리서치 전문 기관입니다. 

시세로 그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규모 리서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도테라를 포함한 몇몇 시중 대표 에센셜 오일 브랜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Market Research
시세로 마켓 시장 조사

33%

일 년간, 다른 에센셜 오일 

회사 대비 도테라의 에센셜 

오일 브랜드 선호도는 33% 

증가했습니다.

도테라는 회사의 가치, 

문화, 지속가능성에서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은 품질, 순도, 

효과 부문에서 도테라의 

에센셜 오일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도테라는 다른 에센셜 오일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인지도와 친밀도, 

호감도를 기록하였으며, 

에센셜 오일 선호 브랜드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도테라는 제품의 품질과 

리더십, 환경친화적이고 

박애주의적인 노력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다른 

에센셜 오일 업체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w
ar

en
es

s

“The best quality 
of essential oils 
in the world.”

* https://cicero-group.com/research/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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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Number 1 Essential Oil

    017년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베리파이 마켓(Verify Market)의 리서치 

결과, 글로벌 아로마 테라피 및 에센셜 오일 시장 세계 1등과 한국 1등 

브랜드임을 인정받은 도테라는 2017년 업계 리더 상을 수상했습니다. 

2015 년까지 연간 매출을 10억 달러 이상 달성했으며, 연간 30%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로 따라 전세계 에센셜 오일 

시장에서 23%의 전 세계 에센셜 오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에센셜 오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테라 코리아는 2018년 전년대비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과 신규 회원

가입 회원수 35% 성장을 이루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이 후원한 2019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에센셜 오일 브랜드로 그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글로벌 아로마 테라피 & 에센셜 오일 시장  세계 1등, 한국 1등 도테라

“ Naturally safe, 
purely effective 
essential oils”

2



세계 1등 & 한국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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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등, 한국 1등 에센셜 오일 전문 기업

• Verify Markets 2017 Research

최고 트레이드 기업 6위

• UTAH GENIUS Award

판매업 및 소비자 서비스 에센셜 오일 부문 수상

• Best of State Medal and Certificate

올해의 국제적 기업

• World Trade Association of Utah

천연 에센셜 오일 부문 대상

• 2019 국가브랜드 대상

美 최고 중소기업

• Forbes

Awards
주요 수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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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 브랜드 대상 수상, 조선일보

2018  최고 트레이드마크 기업 6위, 유타 지니어스 어워드 (No. 6 Top 

Trademark Company, UTHA GENIUS Award)

2018  판매업 및 소비자 서비스 전체 대상,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Merchandising and Consumer Services - Overall Winner, 

Best of State)

2018  판매업 및 소비자 서비스 에센셜 오일 부문,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Merchandising and Consumer Services - Essential 

Oil/Botanicals & Overall, Best of State)

2018  북아메리카 에센셜 오일 건강기능식품 시장 선두 주자 인증,

베리파이마켓 (Market Leader for the North American 

Essential Oil Supplements Market, Verify Markets)

2018  글로벌 아로마테라피&에센셜 오일 시장 선두 주자 인증, 

베리파이마켓 (Market Leader for the Global Aromatherapy & 

Essential Oils Market, Verify Markets)

2018  그린 비즈니스 어워드, 유타 비즈니스 매거진 (GreenBiz Award, 

Utah Business Magazine)

2018  美 최고 중소기업, 포브스 (America’s Best Midsize Employers, 

Forbes)

2017  도테라 힐링핸즈 재단 “1시간 동안 최다 개인 위생 키트 조립” 

기네스 신기록 달성 

2017  최고 트레이드 기업 1위, 유타 지니어스 어워드 (No. 1 Top 

Trademark Company, UTAH GENIUS Award)

2017  우수 기업가 상 (데이비드 스털링 창립이사 및 최고경영자), 

유타대학교 (Distinguished Entrepreneur Award, David Eccles 

School of Business)

2017  판매업 및 소비자 서비스 에센셜 오일 부문,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Merchandising and Consumer Services - Essential 

Oil/Botanicals & Overall, Best of State)

2017   美 100대 최고 중소기업, 포브스 (Top 100 America’s Best 

Midsize Employers, Forbes)

2016  美 서부 기업 2위, 포브스 (Western United States Employers, 

Forbes)

2016  로키 산맥 지역 기업 1위, 포브스 (Mountain States Area 

Employers, Forbes)

2016  美 최고 중소기업 10위, 포브스 (America’s Best Midsize 

Employers, Forbes)

Awards
주요 수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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