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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한 해도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기대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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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규칙 11 대체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문제를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계속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Amway와 협력하여  A+ 2.0의 중요성에 대해 
권고하고, 이를 론칭했습니다. 

• Amway와 협력하여 IBO 리더 승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Amway와 협력하여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판매와 규칙 위반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IBO 경험
• 신규 ABOB와 IBO 환영 키트

• Amway와 협력하여 주요“IT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 Amway와 협력하여 제품 파손 감소를 포함, 
제품 포장을 개선했습니다.

• Amway와 협력하여 Amway 웹사이트의 “
사용자 경험”과 CSA 증진 및 배송 속도 등을 
포함하는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였고, 주문이 
더욱 편리하도록 검색창의 타이프 어헤드(type 
ahead) 기능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 모바일 Amway 앱 업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 Amway와 협력하여 IBO들이 고객에게 소매 
이익으로부터 무료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도미니카 공화국과 푸에르토리코 시장의 주문 
방법과 관련하여 개선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 Amway와 협력하여 신규 IBO의 활동, 
유지, 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재량적 보상 및 
공로인증  
• 다음과 같은 회사의 이벤트 계획 과정과 장소 

선정에 참여하여 IBO가 해당 행사에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NPC, 
어치버스, 다이아몬드 틀럽, NAGC, 다이아몬드 
드림즈

• 현재 그로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2년차와 3
년차 내용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 Amway와 협력하여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 

어치버스,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교육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 정기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다이아몬드 필드 
리더십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 오고 
있습니다. 

• 분기별로 IBOAI e뉴스레터를 발행했습니다. 

• iboai.com을 새롭게 개선하고, IBOAI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신속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 IBO에게 소셜 미디어 사용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팁을 제안했습니다. IBOAI는 파운더 
메모리얼 장학금(Founder Memorial 
Scholarships)을 통해 핸슨, 빅터 앤 더트 
파운더스 장학금(Hansen, Victor and Dutt 
Founders’Scholarship Awards)이 지급하는 
장학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제품 & 홍보
• Amway를 도와 Artistry Men 스킨케어 제품과 

Hydra V 스킨케어 제품의 효과적인 계획과 
성공적인 론칭을 이끌어냈습니다. 

• Amway와 협력하여 IBO와 프로스펙트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파트너 스토어를 찾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IBOAI  
히스토리 데이   
관리 감독의 조디 빅터(Jody 
Victo)가 매년 열리는IBOAI 
히스토리 데이를 이끌었습니다. 
히스토리 데이는 새로운 
이사회 회원, 현 이사회 회원, 
게스트들에게 IBOAI와 Amway
의 오랜 역사와 가치관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다이아몬드 클럽
지난 2월, 다이아몬드들은 환상적인 경치를 자랑하는 하와이의 
카아나팔리 해변에 위치한 웨스틴 마우이에서 화려한 휴가를 
즐겼습니다.   IBO 리더들, 여러 IBOAI 이사회 회원들은 근사한 만찬, 
신나는 액티비티, 친밀한 모임을 가지며 Amway 다이아몬드 클럽의 
50번째 자리를 기념했습니다.

어치버스 인비테이셔널
Amway의 가장 큰 인증 행사가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열려 
자격을 갖춘 많은 IBO들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IBOAI는 
등록 부스에서 IBOAI 로고 저널을 나누어주며 참가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IBOAI는 또 IBO를 위해 두 가지 
특별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특히 좋아할만한 
재미있는 LED 버튼 (디즈니월드 야간 개장 때 딱 맞는 
아이템이었습니다)과 아이들이“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형광 찰흙을 준비했습니다.

U.S. 드림 아카데미 
“미래를 위한 꿈 
(POwer Of A 
DreAM)”
5월에 여러 IBOAI 이사회와 스태프들은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드림 아카데미의 
“Score for Dreams” 갈라에 
참석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수감 중인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드림 아카데미를 후원하는 리더들, 
유명 인사들, 멘토들이 함께 힘을 주는 
메시지, 감동적인 노래, 넘치는 친절을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북미 IBO를 대표하는 IBOAI 위원회로서 

지난 1년동안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점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12개월간 위원회가 

이룬 많은 성과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위원회 개개인의 헌신적인 

태도에 언제나 놀라고 감동을 

받습니다.  위원회의 각 위원들은 

회의와 컨퍼런스 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를 준비하는데 끝없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저희는 다가오는 한 해도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기대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귀하가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IBOAI.COM에서 업데이트, 기사,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ob Andrews    Howie Danzik 

IBOAI 회장     IBOAI 부회장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
6월과 11월에 IBOAI는 Amway 월드 헤드쿼터와 Amway 그랜드 
플라자에서 뉴 플래티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기간동안 
IBOAI 스태프들은 새로운 IBO 리더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IBOAI 
로고가 새겨진 노트와 펜도 선물했습니다.  이 두 번의 컨퍼런스에서 
IBOAI의 밥 앤드류스(Bob Andrews)는 리더십에 관한 흥미로운 
강연을 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의 인사말 행동하는 IBOAI - 이벤트, 컨퍼런스, 교육 및 지원 2015 IBOA 이사회가 해낸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