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관련 업데이트 By 자레드 터너 Young Living_President 

영리빙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영리빙과 영리빙 파트너들의 노력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리빙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리빙 글로벌 본사는 늘 회원 여러분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영리빙 커뮤니티가 보여주는 공동의 노력과 헌신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영리빙 직원부터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에 이르기까지 그 열정과 추진력이 전 세계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영리빙은 직원, 커뮤니티, 그리고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안전을 지켜나감에 있어, 그리고 회원 여러분이 

신뢰하는 영리빙 제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림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한 영리빙의 준비 및 대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리빙은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들을 취해 온 바 있으며, 이제 재택근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리빙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연장하고 현장 직원들을 위한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이와 같은 새로운 여정을 

회원 여러분과 시작함에 있어, 영리빙은 회원 여러분께 관련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재택근무 연장 조치가 직원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최소화하여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영리빙의 노력의 일환임을 믿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빙 직원들 역시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 직원을 지원하고 영리빙 제품의 정상적 물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리빙 직원들은 현재 물류창고 팀을 위한 마스크 제작에 애쓰고 있습니다. 본 마스크 

제작 프로젝트는 물류창고의 정상적 운영을 도와, 회원 여러분의 주문이 문제없이 처리, 포장, 발송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마스크 프로젝트는 보다 큰 규모의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영리빙 노력의 일부입니다. 영리빙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에인콘 제품을 기부하고, 3 월 띠브즈 제품 라인 판매 수익금의 1%를 Meals on Wheels(장을 보러 외출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 서비스)에 기부하는 등의 지역사회 지원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jaredturnerinsta)을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리빙만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빙의 전 세계 파트너 농장들 역시 순간 순간 변화하는 현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하는 한편, 회원 여러분의 안전과 영리빙 제품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아웃백 보태니컬 리저브 농장, 오드강 농장, 해피 필리 트리 농장은 필수 인력만을 투입하여 작업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아만지 아말레 농장은 농장 내 소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직원들의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 벨라 비스타 농장은 정부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직원들의 발열 여부를 매일 체크하고 부서간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보호장비 착용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 가지 일례에 불과합니다. 영리빙 자사 농장 및 파트너 농장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영리빙 오일과 

제품들을 회원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여건 하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은 영리빙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진행상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이오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빙 경영진과 영리빙 글로벌 팀을 대표하여, 현 상황에 대처해 

나가면서도 웰니스에 대한 열정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강에 유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Jared Turner 

영리빙 President and C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