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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OAI
연례  
보고서

“�긍정의 힘,�헌신과 노력으로�
2017년에도 멋진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17�IBOAI�위원회 이사들을 소개합니다

IBOAI 공로상 프로그램(MERITORIOUS SERVICE AWARD 
PROGRAM) 으로 뛰어난 헌신과 서비스를 치하, 격려했습니다
IBOAI와 IBO들에 대한, 위원회 이사들의 지치지 않는 헌신과 끝없는 서비스를 치하, 격려하기 위해 IBOAI 이사회는 IBOAI 공로상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후손들에게까지 최고의 비즈니스를 보장하기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들이 2016 3월 위원회 회의 클로징 세션에서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30년
Jody Victor

15년
Bob Andrews, Joe Victor Sr. 
(Jody Victor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수상.) 

25년
Rich DeVos 

10년
Brad Duncan, Bill Hawkins, Joe Markiewicz, 
Kathy Victor

10년
마케팅 자문 위원회 – Terry Andrews,  
Sandy Hawkins

20년
Dexter Yager (Doyle Yager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수상.)



이그제큐티브 위원회
회장 Bob Andrews
부회장 Howie Danzik 
Brad Duncan
Shivaram Kumar
Joe Markiewicz
Kathy Victor
Doyle Yager

보상 공로 인증 위원회
회장 Joe Markiewicz 
부회장 Brad Duncan 
Shivaram Kumar
Raj Shah
Danny Snipes

비즈니스 운영 위원회
회장 Kathy Victor 
부회장 Alberto Aguilera 
David Dussault
Ivan Morales
Doyle Yager

법률 윤리 위원회
회장 Bob Andrews
부회장 Howie Danzik
Glen Baker
Raul Gonzalez
Doug Weir

청문 분쟁 위원회
회장 Jody Victor
Bob Andrews
Howie Danzik
Doug Weir

관리 감독 위원회
회장 Jody Victor
Bill Hawkinsx

2016 IBOAI 위원회 분과별 이사 명단  

마케팅 자문 위원회(MAC)
회장 Sandy Hawkins
부회장 Terry Andrews
Joya Baker
Theresa Danzik
Renate Snipes

법률
• 규칙 11항 대체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과정으로 문제를 공평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 Amway와 협력하여 어크레디테이션 플러스 
2.0(Accreditation Plus 2.0)과 론칭에 조언했습니다

• Amway와 함께 비즈니스 참고 가이드를 재검토하고, 
규칙 수정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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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O 리더들을 위한 승계계획을 위해 승계계획 태스크 
포스팀을 신설했습니다 

IBO 경험
• 배송료 개선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 Amway의 교육 팀과 협력하여 새로운 온라인 

교육과정을 론칭했습니다
• Amway 앱과 웹사이트의 “모바일 우선”을 위해 

Amway와 계속적으로 협력했습니다
• Amway와 함께 제품의 파손을 줄이고 배송 시간에 

도움이 되도록 패키징을 개선했습니다

자유재량 보상 및 
공로인증
• Amway와 협력을 통해 다이아몬드 드림즈 프로그램에 

몇 가지 큰 수정을 했습니다
• 다음과 같은 회사의 이벤트 계획 과정과 장소 선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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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에 있을 60주년 행사와 관련하여 Amway와 
계속적으로 의논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 Amway와 협력하여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 어치버스,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교육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 정기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다이아몬드 리더십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했습니다
• 1년에 네 번 발행하는 IBOAI e뉴스레터를 개발하고 

분배했습니다 
• iboai.com을 새롭게 개선하고, IBOAI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신속하게 업데이트했습니다
• IBO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전략 개발을 구상했습니다
• 파운더 메모리얼 장학금(Founder Memorial 

Scholarships)을 통해 핸슨, 빅터 앤 더트 파운더스 
장학금(Hansen, Victor and Dutt Founders’ 
Scholarship Awards)에 기여했습니다

제품 & 홍보
• 기본 스킨 케어 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 도어 오프너 뷰티 제품 아이디어 관련하여 Amway와 

밀접하게 작업했습니다
• Amway와 함께 글루틴 프리 제품과 청정 재료 제품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했습니다
• Amway와 함께 지속적으로 홀리데이 스페셜을 

제안하고 개발했습니다
• 파트너 스토어를 새롭게 추가하고 확보하는데 있어 

Amway와 밀접하게 작업했습니다
• Amway와 함께 XS™ 스포츠 영양 라인, Truvivity by 

Nutrilite™, Artistry Supreme LX™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론칭했습니다

IBOAI 
히스토리 데이
관리 감독 위원회의 Jody Victor가 
매년 열리는IBOAI 히스토리 데이를 
이끌었습니다. 히스토리 데이는 
새로운 이사회 회원, 현 이사회 회원, 
게스트들에게 IBOAI와 Amway의 
오랜 역사와 가치관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다이아몬드 클럽
2월 IBO 리더들은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Fairmont Orchid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클럽 2016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환영 파티에서부터 신나는 
비즈니스 미팅, 환상적인 가면 파티까지 다이아몬들은 파라다이스에서 잊을 수 
없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인터렉티브 워크숍에서 다이아몬드들은 자신들의 
개별화된 메시지에 미리 녹화된 IBOAI의 역사와 효과에 대해 소개하는 클립에 
합쳐 자신의 그룹에게 소개할 수 있는 간단한 비디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치버스 인비테이셔널
Amway의 가장 큰 인증 행사가 라스 베이거스의 고급스러운 Venetian
과 Palazzo Resort에서 열려 높은 업적을 이루어 낸 IBO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IBOAI는 2016 IBOAI 연례 보고서, IBOAI 노트북과 펜으로 
어치버스들을 맞이했습니다. 행사 기간동안 IBOAI 스태프들과 이사회 
회원들은 리더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IBO들은 재미있는 트리비아 
게임을 통해 IBOAI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더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참여한 IBO들은 로고가 있는 라이트 스틱과 북마크를 
받았습니다. 

U.S. 드림 
아카데미의 15
번째 “파워 오브 
드림” 갈라 
5월에 여러 IBOAI 위원회와 스태프들은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드림 아카데미의 
“Gr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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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은 정말 멋진 한 해였습니다! IBOAI 위원회는 올해도 
모든 IBO를 대표했으며, 회사와의 성공적인 동반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좋은 성장을 이루었고, 기대감도 
높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의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 다이아몬드 클럽, 
그리고 연중 가장 큰 이벤트인 어치버스를 통해 
IBOAI는 지난 몇 달간 IBO들과 자주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이아몬드 리더십과 정기적인 
컨퍼런스를 통해 현장의 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새로운 소식을 알려 주었습니다.

지난해 IBOAI는 Amway가 신규 및 기존의 인센티브, 
도구, 제품을 계획 개발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몇 가지만 예로 들자면, 새로운 온라인 
교육과정과 개선된 배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회와 
MAC은 또한 XS™ 스포츠 영양, Truvivity by Nutrilite™, 
Artistry Supreme LX™의 계획과 론칭에 참여했습니다.

모든 북미 IBO들의 ‘긍정의 힘’과 끝없는 헌신, 노력과 
함께라면 2017년도 멋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 주십시오.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세계 최고의 기회로 
지켜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되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성취하신 업적이 축하받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ob Andrews Howie Danzik 
IBOAI 회장 IBOAI 부회장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
5월, 8월, 10월에 IBOAI는 Amway와 함께 Amway 본사와 Amway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뉴 플래티넘을 따뜻하게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IBO 리더들은 IBOAI 스태프들을 환영을 담은 IBOAI 로고가 
담긴 노트북과 펜을 받았습니다. 세 번의 컨퍼런스 모두 IBOAI 회장 
Bob Andrews가 참석하여 성공의 기초에 대해 멋진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이 전합니다 ‘행동하는’�IBOAI�-�이벤트,�컨퍼런스,�교육 및 지원� 2016�IBOAI�위원회의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