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관련 업데이트 By 자레드 터너 Young Living_President 

서로 간의 지속적 연계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영리빙 가족 여러분, 

 

지난 몇 주 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우리 영리빙 커뮤니티는 흔들림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연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걱정하면서 웰니스를 향한 우리의 미션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전 세계로 향한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 세계 영리빙 회원들의 강력한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현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20 인터내셔널 그랜드 컨벤션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 버추얼 그랜드 오프닝이 예정되어 있고, '워킹 라이브 파트너쉽(Working Live 

Partnership)'도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영리빙 커뮤니티는 지속적인 연계를 이어 나갈 것입니다. 

 

Virtual International Grand Convention (VIGC) 

코로나 19 관련 예방조치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요즘, '커뮤니티'와 '연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0 인터내셔널 그랜드 컨벤션은 최대 규모의 에센셜 오일 커뮤니티가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만남의 장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하나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행사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개인적으로 초청장을 보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구체적 행사 정보는 여기(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razil Grand Opening 

4 월 25 일, 브라질 마켓이 드디어 영리빙 패밀리에 합류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면대면 

그랜드 오프닝이 아닌 온라인 그랜드 오프닝이 진행될 예정이며, 실제 만나 뵙고 축하하는 자리는 올해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랜드 오프닝은 포르투갈어 및 스페인어가 지원되는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여기(바로가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orking Live Partnership 

영리빙은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팀 간의 거리를 좁힐 

툴을 지원하는 '워킹 라이브 파트너쉽'의 론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최대 500 명 참가, 업무 관리, 

코칭 그리고 직관적 공유 툴, 이 모두를 특별 할인가에 활용할 수 있는 '워킹 라이브 파트너쉽'에 가입해 보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cvent.com/events/virtual-international-grand-convention/event-summary-1a6c7e2035df46939edf9ada1f59b99a.aspx
https://www.youtube.com/younglivingbrasil
https://youngliving.workinglive.us/


 

 

 

 

온라인 상의 상호 연계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동시에, 영리빙은 지역사회(사람과 동물)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영리빙은 매주 ‘핸드 새니타이저’와 먹기 편한 영양 스낵(‘슬리크바’ 등)을 경찰서, 학교, 

소방서 그리고 병원의 최일선 인력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리빙이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Tracy Aviary 관련 소식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리빙은 페더 디 아울 디퓨저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본 기관에 기부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부한 55,000 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125,000 불을 해당 기관에 지원했습니다. 저 역시 매년 이 곳을 방문하여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배워 온 60,000 명이 넘는 어린이들 중 한 명이었기에, 개인적으로 17,000 불의 매칭 

기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야생 동물들을 위한 영리빙의 이러한 노력을 D. Gary Young 영리빙 창업자도 기뻐할 

거라 생각합니다!  

 

영리빙의 기부는 다른 곳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 드리겠습니다. 분쟁 및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구조 및 구호를 지원하는 국제구조위원회(IRC)에 코로나 19 구호를 위해 100,000 불을 기부하였습니다. 

 

코로나 19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Meals on Wheels 에 233,767 불을 기부하였습니다. 본 기부금은 Thieves 제품 

관련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바로 Thieves 제품 3 월 판매 수익금의 1%가 기부금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이를 가능케 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내기 위한 우리 영리빙 커뮤니티의 노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로 간의 연계가 너무나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친구, 가족, 팀원들에게 자주 연락하여 서로 간의 연계를 최대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ared Turner 

영리빙 President and C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