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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싱 파트너들은 COVID-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추가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도테라 힐링 핸즈 재단도 

지역 사회 커뮤니티를 위해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재봉 재료 모금을 진행하여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NEW OIL SPOTLIGHT: JASMINE ESSENTIAL OIL
새로운 오일 소식: New 자스민 에센셜 오일

드디어, 새로운 방법으로 추출한 자스민(Jasminum 

grandiflorum) 에센셜 오일을 전세계에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침내 도테라는 소싱 파트너와 함께 증기 증류법으로 

온전한 자스민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스민 향기를 탐닉해 온 지난 6,000년 

동안 줄곧 구현해내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고대에는 

온침법(maceration; 원료 식물과 베이스 오일을 

유리병에 넣은 후 햇빛을 쬐는 방법)으로 오일을 

생산했고, 이후에는 라드·우지 추출법(enfleurage; 

죽은 돼지나 소의 기름에 노출시켜 향을 추출하는 방법), 

용매 추출법(앱솔루트 오일을 추출하는 현대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COVID-19의 영향과 향기 사업의 변화에 따라, 자스민 콘크리트(concrete)와 앱솔루트(absolute) 수확량 또한 

평년에 비해 줄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테라의 새로운 자스민 오일 출시로 농부와 수확자들은 4개월치 

일감에 해당하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확 활동에 있어 농부, 수확자, 그리고 그들의 부양 가족과 친척, 중개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 새로운 자스민 오일의 출시는 약 50,000명의 사람들에게 4개월치 일자리를 제공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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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덕분에 그녀가 가족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CO-IMPACT SOURCING
코임팩트 소싱 파트너 프로젝트

깨끗한 물 – 아이티

Clean Water – Haiti

올해 초, 베티버의 소싱 파트너가 준비하고 도테라 

힐링핸즈가 자금을 지원하여 아이티의 퐁프레드

(Fonfrede)에 새 우물과 급수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어거스트 길버트(August Gilbert)의 

말입니다. 급수소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여섯 아이들의 

어머니인 그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거스트는 요리와 집안 청소를 할 때, 그리고 가족들이 

씻을 때 새 급수소에서 받은 물을 사용합니다. 급수소가 

설치되기 전에는 아이들이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기 전 

물을 길어 왔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바로 제시간에 

등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OVID-19 구호 프로젝트 덕분에 브라질 아마존 일대 25개 이상의 마을이 인생을 변화시킬 만큼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COVID-19 브라질

COVID-19 Brazil

도테라는 코파이바 오일을 채집하는 가족들의 영양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파이바 소싱 파트너와 협력해 이 지역사회에 

식량 꾸러미를 기부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우리가 지원한 것 

이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도테라 소싱 파트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안전 조치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했고 

불법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압박 요인들을 완화함으로

써 각 지역사회의 기본 요구가 충족되도록 보장했습니다.

프로젝트 첫 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도테라는 180가구 

900여명의 사람들을 도왔으며 약 3.2톤의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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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완푸르의 팔렁 프라이메리 헬스 센터(Palung 

Primary Health Center)는 최근 네팔의 여러 

의료기관으로부터 COVID-19 의료 지원을 받은 곳 중 

하나입니다. 

도테라의 COVID-19 의료 지원은 마카완푸르의 

타하 시 주민들과 의료진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원품 중 의료용품, 특히 VTM 키트

1,000세트는 의료현장에 즉시 사용되었습니다.

COVID-19 네팔

COVID-19 Nepal

룽가 룽가 프로젝트(Lunga Lunga project)는 인도양 

근처에 자리잡은 지역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도테라 

코임팩트 소싱 팀은 이 지역의 367,252평에 이르는 

땅을 농장, 증류 시설, 에센셜 오일 생산을 위한 소규모 

농장 협력체로 활용했습니다. 이 지역은 농업 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케냐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못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코임팩트 소싱 팀은 이 지역의 농부들 및 지역 사회와 협업하고, 작은 농지를 

가진 농부들과 협력하여 열대 아로마 식물을 재배했습니다. 

최근 도테라 힐링 핸즈 재단은 코임팩트 소싱 팀과 협력하여 룽가 룽가 지역 주민들에게 기술 훈련 교육 

과정을 제공했습니다. 이 훈련 과정은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 지역 사회에 보호 마스크와 여성 위생 

키트를 배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룽가 룽가 소싱 지역의 여성, 총 700명이 이 교육을 연수하였고, 

마스크와 키트를 보급받았습니다. 추후 케냐 나뉴키(Nanyuki) 지역과 마라(Mara)지역에 900개의 키트가 

추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Days for Girls 케냐

Days for Girls Kenya

CO-IMPACT SOURCING
코임팩트 소싱 파트너 프로젝트



5

2021년 2월 19일,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WHO의 

긴급준비대응팀이 파트너들과 각 국가 언어와 현지 언어로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우선 순위를 논의하기 위하여 

#LearningSavesLives(배움이 생명을 구한다) 웨비나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사나그 전문 병원의 산부인과 책임의 닥터 모나 자말(Dr. Mona 

Jamal)과 도테라 전략 소싱 매니저 셸든 와드웰(Sheldon 

Wardwell)이 첫 번째 패널로 참여하여 의료현장 최전선에 있는 

의료 종사자들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작년에 얻은 교훈들에 관하여 토론하고 다국어 학습이 의료 종사자의 효과적인 학습을 
도울 뿐 아니라 건강 및 보건 교육의 공정함을 장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분한 양입니다. 마스크를 제작하는 일로 고용을 창출하여 여성들은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마스크로 도테라 소싱 네트워크의 농부들의 안전도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마스크

Masks in Indonesia

여성에게 힘을 불어넣는 ‘우먼 임파워먼트(Women 

Empowerment)’는 도테라 기업 미션의 하나로, 여성과 

그들의 가족이 자립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시트로넬라와 파촐리 소싱 파트

너는 최근 재봉틀 15대 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이 지역 

여성들이 재봉질을 배우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도테라 힐링 핸즈 재단은 나아가 재봉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마스크 5,000개를 생산할 수 있도록 후

원했습니다. 생산된 마스크는 파촐리와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는 두 지역의 농부들이 사용하기에 

세계보건기구 웨비나

WHO Webinar

CO-IMPACT SOURCING
코임팩트 소싱 파트너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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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며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최소 230명의 초등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교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케알라케쿠아 마운틴 식물 보호지역(KMR) 팀은 지난 2년간 130,000그루가 넘는 토종 묘목을 심어 산림 보전에 

기여했습니다. 

케알라케쿠아 마운틴 식물 보호지역(KMR)의
재산림화 프로젝트 및 청년 교육

Youth Education and Reforestation at KMR

우리는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케알라케쿠아 마운틴 보존 

프로젝트를 위해 최근 비영리단체 히키 올라(Hiki Ola)와 

협업하여 현지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히키 올라는 문화적 책임 의식 고양을 통한 자연 보존 

계획과 지역사회 참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존 구역으로 직접 현장학습을 가서 묘목 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토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온라인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환경과 문화에 관련된 풍부한 교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배움의 기회를 

도테라 뉴질랜드의 재산림화 지원 활동

Supporting Reforestation at aoTERRA

뉴질랜드에 자라는 야생 식물 더글라스 퍼는 번식 

속도가 매우 빠른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이에 벌목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더불어 도테라 뉴질랜드에서는 야생 더글라스 퍼를 

증기 증류하여 퇴비로 만든 후 이 지역 토종 묘목들 

약 10,000개의 뿌리가 자라는데 사용하였습니다. 

CO-IMPACT SOURCING
코임팩트 소싱 파트너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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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센터 – 불가리아

Healthcare Centre Renovation - Bulgaria

도테라 에스테르(Esseterre)는 쉽카 시(Shipka 

Municipality)와 협력하여 도테라의 불가리안 로즈가 

수확되는 외곽 마을에 의료 센터를 최신 시설로 

개축했습니다. 이는 불가리아 카잔크루 지역의 

테라 로자(Terra Roza) 로즈 증류소의 새로운 설립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CO-IMPACT SOURCING
코임팩트 소싱 파트너 프로젝트

시트러스(감귤류) 재배 농부들의 자녀들이 다수 

재학중인 브라질 남부의 학교가 지난 해 6월에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도테라 힐링핸즈 재단과 시트러스 작물 생산에 협력하는 

브라질의 소싱 파트너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1월에 

맞추어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재건축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시골 학교 재건 : 브라질

Rural School Reconstruction: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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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도테라 소싱 파트너와 도테라 힐링핸즈 재단은 

소싱 지역에 있는 약 300가구에 기본적인 위생 용품과 

음식 제공을 하기 위한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기금은 지역 경제 재활성화를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COVID-19 구호 활동 – 과테말라

COVID-19 Relief Guatemala

알바니아의 인신매매에 대항하여

Anti-Human Trafficking in Albania

도테라 소싱 파트너는 도테라 힐링핸즈와 

메이 와드 로레토(May Ward Loreto) 재단을 연결하여 

인신매매 위험이 높은 20개 주의 사회 복지사들과 

청소년 40명을 위한 프로그램에 후원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과 사회복지사 모두를 

위한 교육, 워크샵 및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IMPACT SOURCING
코임팩트 소싱 파트너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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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순수함을 추구하는 것은 끊임없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중의 오일 중 80%가 어떤 방식으로든 오염되거나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에센셜 오일 업계에는 섞음질로 인해 순도가 떨어지는 오일이 만연합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마난 자리로 향하는 도테라의 여정에 함께하여, 순수하지 않은 시중의 많은 클로브 제품이 

중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쉽게 악용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순수 그대로의 순수를 추구하는 도테라는 

농부들이 원료 식물에 대한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부들이 원료의 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THE PURSUIT’ – A NEW DOTERRA ORIGINAL SERIES
새로운 도테라 오리지널 시리즈 – 'THE PURSUIT'

클로브

C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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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다른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여성 지도자들을 기념하고 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도테라와 도테라 힐링핸즈 재단이 초창기부터 

추구해 온 목표이자 설립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테라에 오일 원료를 공급하고,

품질 테스트를 하고, 건강한 삶으로 가족을 이끌며,

전 세계 곳곳에서 각자의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든 수백만 도테라 여성 리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INTERNATIONAL WOMEN'S DAY
세계 여성의 날

소싱을 통한 여성 일자리 지원

Women Jobs Supported through Sourcing:

도테라는 최고 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배자로서, 수확자로서, 전문 증류업자서 

에센셜 오일 생산에 기여하는 98,741명의 여성들의 

삶을 더 밝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자녀들, 특히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딸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코임팩트 소싱에 협력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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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아식(Aşik) 가족은 오레가노를 수확하고 

증류하여 에센셜 오일을 생산합니다. 

증류 후 남은 잔유물은 다음 번 증류의 연료로 

사용하여 오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레가노

Oregano

윈터그린

Wintergreen

소마야 팅(Sommaya Thing)은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여성 농부였습니다. 그러나 다섯 아이들과 

아픈 남편을 혼자 부양하게 되면서, 자녀들의 학업을 

중단시켜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도테라와 인도주의 기관 초이스 휴머니터리안(CHOICE 

Humanitarian)이 그녀를 도왔습니다. 마을에 도테라 

윈터그린 증류 시설이 생긴 후, 소마야는 정기적인 

수입원이 생겼습니다. 

소마야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제 앞 날이 더욱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생긴 

윈터그린 증류 시설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데다가, 저에게는 정기적인 수입도 생겼어요. 덕분에 저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이들도 무탈하게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별다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준 

도테라와 초이스 휴머니터리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테라는 함께 일하는 농부들이 윤리적이고 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마야의 삶에 도테라가 함께 할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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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과 위생

Clean Water and Sanitation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아이들이 가족을 위해 교육과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물을 길러 나르기 위해 먼 

길을 오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깨끗한 물과 위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당연하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도테라 힐링핸즈 재단이 

돕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끗한 물과 

더 나은 위생을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terrahealinghands.org/how-we- 

empower/you/clean-water

블랙 스프루스

Black Spruce

블랙 스프루스는 캐나다의 목재 산업에 사용되고 남은 

재료로 만들어진 친환경적인 에센셜 오일로, 도테라를 

통해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오일을 생산하는 것은 

에센셜 오일의 순수함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도테라의 의지와 약속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SOURCING SPOTLIGHTS
소싱 스포트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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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킨센스

Frankincense

도테라 프랑킨센스는 에티오피아, 오만, 소말리아에서 

자란 4종의 보스웰리아 수지를 혼합한 결과물입니다. 

도테라의 코임팩트 소싱의 목표는 프랑킨센스 나무를 

보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프랑킨센스 

무역에 생을 의존하는 수확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랑일랑

Ylang Ylang

일랑일랑은 달콤하고 고급스러운 동시에 차분한 

꽃 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달콤한 꽃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며, 긍정적인 

기분이 들게 도와주는 향기를 지니고 있어 매우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순도의 도테라 일랑일랑 에센셜 오일은 덥고 습한 

기후가 특징인 마다가스카르에서 소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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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다멈

Cardamom

카다멈은 요리할 때 사용되는 향신료로써 인기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에센셜 오일 산업에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도테라 카다멈은 과테말라에서 생산됩니다. 도테라는 

이 지역 전문 재배자들과 수확자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 
것에서부터 기금을 모으고 과테말라의 직업 학교를 짓는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난 6년간 정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코임팩트 소싱은 도테라 원료 식물 수급의 

기둥으로 여전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6년 간 
이루어 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6년 동안 함께 

만들어 갈 많은 것들에 기대가 매우 큽니다. 

(한국 미출시) 

하와이안 샌달우드

Hawaiian Sandalwood

도테라는 하와이안 샌달우드를 수급하는 하와이 지역 

케알라케쿠아 산 보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는 445에이커(1,800,851m2)가 

넘는 면적에 114,000 그루의 하와이 토종 나무를 

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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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

Lavender

도테라 라벤더는 불가리아에서 수확한 후, 에스테르(Esseterre)

 증류소에서 추출됩니다. 이 에스테르는 도테라의 소유이기는 하나, 

130명이 넘는 불가리아 직원들이 직접 설립하고 관리하는 불가리아 
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1년 중 단 3-4주만에 한 해 물량 전체가 

생산됩니다. 라벤더는 수확한 지 하루 안에 증류해야 최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스테르는 100개 이상의 라벤더 농장과 협업하고 있으며, 

이 농장들은 수확된 라벤더를 도브리치(Dobrich) 주변의

작은 지역에서 증류 시설로 운반합니다.



T  H A N K  Y O U
for being a part of our Global Botanical Network

글로벌 보태니컬 네트워크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