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함께하는 생활
천연요법과 함꼐하는 라이프스타일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dōTERRA와 함께 간편하고, 혼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요법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에센스 오일을 사용하면서 건강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대지의 선물 속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경험을 통해 찾아보십시오

더 자세히 알아보기

생활의 필수품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한 치유효과를 경험하십시오! dōTERRA를 이용하는 자연요법으로 얼마나 간편하게
당신의 건강을 지킬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신속하게 나타나는지 알게된다면 놀라실 것입니다.
자, 뚜껑을 열고 당신만의 천연요법을 즐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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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안고 있는 건강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오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successwithoils.com/use를 참조하십¬시오
• 당신이 안고 있는 특별한 징후에 대한 자연요법과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
고, 당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려면, successwithoils.com/forum을
참조하십시오
• doTERRA의 리빙 매거진에서 더 많은 정보와 요령들을 얻으십시오. 리빙 매거진
은 맴버쉽에 포함되어 있으며, 분기마다 당신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모던 에센셜 안내와 건강문제에 대한 안내와 전 제품에 대한 설명, 과학 및 연구에
관한 정보들을 보시려면, successwithoils.com/resources를 참조하십시오

라이브 또는 온라인 클래스
당신의 생활 곳곳에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Successsithoils.com/leran에서
라이브 또는 온라인 클래스를 경험하십시오
• 일상 생활에서의 오일 전문가가 되십시오
• 디톡스와 재생으로 더욱 건강하십시오
• 기분와 정신, 수면을 관리하십시오
• 맑고 윤택한 피부
• 에센셜오일로 천연 요리와 청소
• 그 외에도 배울 거리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자료
인상적인 경험담, 에센셜오일에 담긴 과학적 연구,
유용한 정보들을 얻으십시오
• 경험담: successwithoils.com/testimonials
• 오일 과학: aromaticscience.com
• 요령, 비디오, 이벤트: successwithoils.com/every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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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구입하기
언제든 당신의 가상 사무실인 mydoterra.com에 로그인하셔서 더 많은 dōTERRA제품을 구입하십시오.
주문을 하시려면, “구매하기” 탭을 클릭하십시오.
회원 아이디 (IPC#):
구매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암호:

일반 주문 (SO)

도매 가격으로 주문하시려면 일반 주문을 이용하십시오. (소매 가격의 25% 할인)
(참고: 일반 주문을 이용하시면, 무료 제품 크레딧을 받지 못합니다

B

로얄티 보상 프로그램 주문 (LRP)
가장 추천하는 구매방법입니다.

로얄티 보상 프로그램 (LRP)으로 주문하시면, 도매가격 (25% 할인)으로 드리고, 또한… 구매 가격의 10-30%에
해당하는 제품의 크레딧을 드리며, 또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로얄티 보상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매달 당신이 원하시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해 드리며, 멤버쉽 혜택을 최대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어떻게 하면 무료 제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로얄티 보상 점수가 올라갑니다
Months 1-3

10%

HOW LRP POINTS INCREASE
Months 4-6

15%

Months 7-9

20%

Months 10-12

25%

Months 13+

30%

• 당신의 시작 비율은 가입시에 당신이 선택한 프로그램의 크
기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의 월간 주문이 50PV 이상이라
면, 비율은 매 3개월마다 5%씩 30%까지 증가합니다
내 LRP 주문은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 아이템, 배송일자, 신용카드 등을 바꾸시려면, “구매하기”를
클릭하여 “내 로얄티 보상”을 선택한 후, “편집하기/로얄티
보상 보기”를 클릭하고, 왼쪽 컬럼에서 편집 옵션을 선택하
십시오.
내 LRP 주문일 전에 주문할 수 있습니까?
• 네. “배송 편집”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주문 처리일자를 선
택하십시오.
월정 LRP 주문을 여러개 설정할 수 있습니까?
• 네. 원하시는 수 만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받기
를 원하지 않는 주문은 취소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받으
시려면, 해당 월에 최소한 100PV 이상의 주문이 일회 LRP
이상 설정되어야 합니다.

주문 취소는 어떻게 합니까?
• 언제든 전화하시거나 service@doterra.com으로 이메
일을 보내셔서 LRP 주문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동안 받으셨던 무료제품 크레딧을 잃지 않기 위해, 크레딧
을 먼저 사용하십시오. 주문을 취소하신 후에 다시 LRP를
통해 주문을 하시려면, 보상율 10%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함을 숙지해 주십시오
dōTERRA 스페셜을 최대화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5일에서 15일 사이에 최소한 125PV 이상의 LRP 주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달의 특별 상품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
습니다. 5일까지 기다리시는 동안, 그 달의 doTERRA 특별
상품에 참여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경우, 주문을 조정하실
시간을 갖으실 수 있습니다
제품 크레딧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 1-800-411-8151로 전화하시거나, service@doterra.com으
로 이메일을 보내서 크레딧 사용을 위한 주문을 하십시오. 제품
크레딧은 주문 후 60일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제품 가치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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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RP 보상 점수 유지
보상 점수를 얻고 %가 증가
빠른 시작과 수수료*
그 달의 무료 제품 클럽
(일 이전 주문에 한하여)

3개의 보너스로 파워를 간편하게

로얄티 보상에 관한 비디오 보시려면,
successwithoils.com/rewards를 방문하십시오.
©

*이 보상 옵션은 다른 도매 회원을 등록시키고, 그리고/또는
후원함으로써 혜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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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지원팀

도움 받기

주요 지원:
이름:

당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
락처는 dōTERRA 지원팀입니다. 결속력있는
저희 커뮤니티는 당신이 dōTERRA에서 성공
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전화:
이메일:

기타 지원:
이름:￼ 		
전화:

아직 건강상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이메일:

주일별 팀 콜:
요일:		
시간:
번호:		
엑세스 코드:

dōTERRA 회원서비스:
service@doterra.com
미국: +1 800-411-8151
오스트레일리아: +61 (02) 8006-4854
독일: +49 (0)561 9877916
일본: +81 (0)50 58065757
타이완: +886 (0)4 22107011
영국: +44 (0)1480 433444

dōTERRA 제품 지원:
productsupport@doterra.com
dōTERRA U.S. Will Call:
436 W. 800 N.
Orem, UT 84057 USA
월-금 오전 8시 – 오후 6시 중부표준시
토 오전 11시 – 오후 4시 중부표준시

도움 주기

dōTERRA 더 많은 것을 창조해 나가십시오.
dōTERRA와 함께 천연요법을 나누고, 탄

친구들과 나누기

탄한 수입원을 구축하십시오.

LEAD

dōTERRA 제품을 사용하시다보

구축하기 가이드와 리드 가이드에는

다. 즐겁게 클래스를 열어서 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구들도 그 혜택을 경험할 수 있게

•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등록시키기

®

면, 자연적으로 나누고싶어 집니

Success

is not a place,
IT IS A PROCESS.
Success is the process of
living actively, joyfully,
and

purposefully.

하십시오!
나누기
천연 요법으로 활력을 찾으세요

• 전략적으로 성장하기

LEAD

•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키워주기
•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창조하기

나누기 가이드를 통해 사업의 성공을
거두고 더 많은 것을 배우시려면:
sharesuccess.com/sharedoterra.

YOUR PATHWAY
TO SUCCESS

비즈니스 구축
천연제품의 혜택을 누리실 기회입니다

이들 자료와 그 밖에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시려면:
sharesuccess.com/builddoterra.

Download or order this Live Guide at sharesuccess.com/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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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implifi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