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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O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공의
파트너.”

회장과 부회장이 전합니다
IBOAI 이사회 이사로 북미 IBO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2017년을 마무리하며 회사와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튼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비즈니스가 매달 꾸준히
성장했고 IBO 리크루팅, 유지, 판매 수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목표 달성과 모두의 성공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눈부신 성장세가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IBOAI는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
다이아몬드 클럽, 그리고 가장 큰 연중 행사인 어치버스
인비테이셔널을 통해 IBO들과 자주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IBOAI 이사회는 현장의 상황을 살피고,
이사회의 업무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다이아몬드
리더십과의 정기적인 컨퍼런스 콜을 갖고 있습니다.

IBOAI는 지난 1년동안 신규 및 기존 제품, 도구, 인센티브를
계획, 개발, 개선하는데 있어 Amway와 협력하고
보조했습니다. 2018년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로스 인센티브에서 2% 리더십 보너스 인상,
더욱 좋아진 ANA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론칭, IBO 공로
인증 행사와 프로그램 개선. 이사회와 MAC은 또한
Nutrilite® 글루틴 프리 데일리, Nutrilite 비타민 B 듀얼액션, Artistry® 하이드라 V 스킨케어와 G&H 배스 & 바디
케어의 디자인과 론칭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비즈니스를 키우고, 꿈을 이루고자하는
여러분들의 열정 덕에 2018년에도 멋진 성공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대변인이자 영광스러운
파트너인 IBOAI 이사회는 의견과 아이디어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 주십시오.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비즈니스를 세계 최고의 기회로 지켜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성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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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IBOAI - 이벤트, 컨퍼런스, 교육 및 지원

2017 IBOAI 이사회 분과 위원회별 이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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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운영 위원회

6월과 8월, 11월에 IBOAI는 Amway 월드 헤드쿼터와 Amway
그랜드 플라자에서 뉴 플래티넘에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IBO
리더들은 IBOAI 스태프들의 환영을 받았고 IBOAI 로고가 담긴
노트북과 펜을 나누어 줬습니다. IBOAI 부회장 Bob Andrews는
6월 비즈니스 미팅에서 리더십에 대한 흥미로운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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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분쟁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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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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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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규칙 11항 대체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과정으로 문제를 공평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했습니다
• Amway와 협력하여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판매와
규칙 위반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 IBO 리더들의 승계 계획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 리더십 보너스에 2%를 추가하도록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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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OAI
히스토리 데이

2017 IBOAI 이사회의 성과

어치버스 인비테이셔널

Amway의 가장 큰 인증 행사가 12월 초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샌디에고에서 열려
자격을 갖춘 많은 IBO들의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엑스포에서
성장 기회, IBO들이 비즈니스를 키워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교류형 도구와
팁을 선보였습니다. 모든 북미 IBO들의 대변인이자 파트너로서 IBOAI는 참가자들이
IBOAI, Amway와 꾸준하게 이어진 파트너십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보물 찾기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했으며, 2명의 IBO 우승자에게는 Apple
Watch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참가한 모든 어치버스들에게는 시그너처 IBOAI, 연례
보고서 브로셔, 립 밤(lip balm)과 라이트업 로고 팔찌를 드렸습니다.

후원 프로그램 ‘키핑 더 비트’ 풋볼 캠프

• Amway와 협력하여 머니 & 리워드 브로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IBO 경험

• 2018년 새로운 웹 플랫폼과 모바일 앱 론칭을 위해
Amway와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 IBO 갱신 캠페인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유재량 보상 및
공로인증

• 2019년에 있을 Amway 60주년 행사에 있어 Amway
와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Amway와 함께 어치버스, 다이아몬드 클럽, NAGC와
같은 인센티브 여행의 개선안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Jared Veldheer 미식축구 캠프는 그랜드 래피즈에서 해마다 5학년~8학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메트로
헬스 재단(Metro Health Foundation)의 “열심히, 건강히(Keeping the Beat)” 캠페인 모금 활동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그랜드 래피즈 크리스찬 고등학교에서 8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IBOAI
는 이 캠프를 후원해 오고 있습니다.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프로 선수로부터 조언과 격려를 받을 수 있고, 부모들은
운동 부상과 심장 검사에 대해 배웁니다. 또한 지역 학생들에게 무료 심장 검사를 제공하는 메트로 헬스의
프로그램에도 도움을 주는 행사입니다.

• 풀 볼륨 플래티넘과 루비 레벨 개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클럽

2월, 톱 IBO 리더들은 마우이의 환상적인 그랜드 와일레아(Grand Wailea)
에 위치한 왈도프 아스토리아 리조트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클럽 2017에
참석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IBOAI 회장 Howie Danzik이 IBOAI
이사회에서 열정적인 헌신을 보여준 IBO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제품
&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에서 IBO들은 IBOAI 스태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고, 환영 팩에 들어있는 퀴즈와 XS® 에너지 드링크, Perfect Empowered
Drinking Water® 가 들어있는 IBOAI 쿨러 백을 교환하며 선물로 받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 Amway와 협력하여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 어치버스,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교육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 정기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다이아몬드 리더십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했습니다

• IBOAI e뉴스레터를 분기별로 발행, 배포하였습니다
iboai.com을 새롭게 개선하고, IBOAI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신속하게 업데이트했습니다

• Hansen, Victor, Dutt 파운더 메모리얼 장학금에
IBOAI가 매칭하여 장학금을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제품 & 홍보

• Amway가 발렌타인 데이, 마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 및
다른 기념일의 프로모션를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Amway가 합리적인 가격의 스킨케어 및 프리미엄
스킨케어를 개발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했습니다

• 건강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을 위한 글루틴 프리 제품과
“깨끗한” 식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 모든 연령층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품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Amway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웹사이트 상의 교육
비디오를 포함, 현장에서의 판매 도구를 개선하고 그
수를 더욱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IBO들이 고객 볼륨을 쉽게 보고할 수 있는 더욱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고객들이 Amway 웹사이트와 DITTO™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