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관련 업데이트 By 자레드 터너 Young Living_President 

“웰니스 수호를 위한 영리빙의 변함없는 노력” 

 

 

영리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리빙이 COVID-19 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발표한 이후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큰 

성원에 저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껏 겪어 보지 못한 상황들이 저희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저희 

영리빙은 우리의 비전과 미션을 기반으로, 그리고 ‘사람이 우선’ 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용감하게 전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웰니스를 지향하는 영리빙의 미션을 바탕으로, 영리빙은 친구, 가족 그리고 이웃의 웰니스를 수호해 나가는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회원 여러분의 니즈를 최우선과제로 

설정하여 회원님의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리빙의 노력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영리빙 직원들의 재택근무, 버추얼 

인터내셔널 그랜드 컨벤션 추진 및 다른 대규모 행사의 개최 여부 재고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변화는 불가피하겠지만, 회원 여러분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교육, 그리고 순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영리빙의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영리빙은 변화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긍정적 측면에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리빙 최대 규모 연례 행사인 인터내셔널 그랜드 컨벤션이 온라인으로 개최되면, 이는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영리빙을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터내셔널 그랜드 컨벤션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교육, 영감, 에너지 측면에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수 

천명에 이르는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모든 혜택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경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컨벤션을 준비하면서, 영리빙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컨벤션 워크샵 및 제품 론칭 등과 관련한 새로운 

가능성도 탐색 중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직접 대면하든, 온라인으로 만나든, 우리가 하나되는 이유는 바로, 정통성을 지닌 순수 제품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러한 제품을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영리빙을 주위에 공유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웰니스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영리빙 제품을 공유하십시오. 사업 확장의 

길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영리빙 비즈니스 기회를 공유하십시오. 가정에 머물면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여전히 많은 방식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의 영리빙 스토리를 공유하십시오! 

 

매일 매일이 유동적인 현 상황에서,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의 긍정적 마음가짐이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향후 진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이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빙은 언제나 회원 여러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