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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모두의
성공을
위해.

CEO의 편지

‘행동하는’ IBOAI - 이벤트, 컨퍼런스, 교육 및 지원
IBOAI
히스토리 데이

2018년도 멋진 한 해로 만들어주신 이사회, 필드 현장의

여러분 그리고 Amway와 IBOAI® 의 스태프들에게 따뜻한
감사를 전합니다. 올 한 해 진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과 더 단단한

파트너십을 키우고, 크든 작든 우리가 이루어낸 것들에
대해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연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 이사회는 IBO와 IBO 가족, 그리고 이

비즈니스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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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논의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비즈니스 기회가 세계

저와 IBOAI 이사회는 이 비즈니스를 통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 다는 것을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변치 않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iboai.com, 페이스북,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이사회 소식 및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함께, 모두의 성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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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라는데 동의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CEO, IBOAI

법률 윤리 위원회

성공을 위해 본사와 협력하여 가치있는 리워즈와 더 나은

공로인증 및 판매가 쉬운 제품과 인기있는 프로모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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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플래티넘 컨퍼런스

Amway가 후원하는 IBO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새로운 플래티넘들이 미시건 주 그랜드 래피즈의 Amway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했습니다. 등록을 마친 플래티넘들은 호텔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IBOAI 사무실
투어에 초대됐습니다. IBOAI는 사무실을 떠나는 새로운 플래티넘들에게 IBOAI 로고가 자랑스럽게 찍힌 XS™ 에너지
드링크, Perfect Empowered Drinking Water®, Chapstick® 민트와 노트 등 NPC에서의 바쁜 한 주에 필요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기프트 백을 선물했습니다.

법률

•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판매 금지 관련 내용 검토
• 수출 관련 논의

• 법률사항 업데이트

관리 감독 위원회의 Jody Victor가
진행한 연례 IBOAI 히스토리 데이는
IBOAI와 Amway의 깊은 역사와 소중한
가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이사회
신규 이사들, 현재 이사들, 특별 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2018 IBOAI 이사회 분과 위원회별 이사 명단

2018 IBOAI 이사회의 성과

• 시장 조사 업데이트

• 더 높은 어워드 트래킹 업데이트
• 품질 보증 기준(QAS) 논의
• 승인 공급업체

어치버스 인비테이셔널

Amway의 연례 인증 행사 중 규모가 가장 큰 행사로, 12월에 테네시 주 내쉬빌에
위치한 게이로드 오프리랜드 리조트 & 컨벤션 센터에서 자격을 갖춘 많은 IBO
리더들과 함께 했습니다. IBOAI는 IBOAI 저널, 연례보고서와 함께 어치버스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IBO들은 IBOAI가 마련한 포토 부스에서 재미있는 순간을
사진으로 담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치버스 키즈 캠프 어린이들은
IBOAI가 준비한 컬러링 북과 색연필을 받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IBO 경험

• IBO와 고객을 위한 새로운 Amway 웹사이트 면밀히
검토
• 곧 있을 DITTO™ 배송 개선점 검토

• IBO와 고객용 “Day in the Life” 제품 비디오 관련
논의
• 5월 1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배송 프로그램 검토
• 고객 무료 배송 프로모션 평가
• 리뉴얼 캠페인 검토

• 백오더와 기상 상황 관련 문제 논의

• 배송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연구

후원 프로그램 ‘키핑 더 비트’ 풋볼 캠프

• 고객과 IBO을 위한 제품 프로모션 논의

자유재량 리워드 및
공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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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니스의 수익성, 구조,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고객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추천 - 건강한 비즈니스
구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교육

Ivan Morales

다이아몬드 클럽

최고의 IBO 리더들이 하와이 빅 아일랜드의 페어몬트 오키드 호텔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클럽 2018에 참석했습니다. 다이아몬드들은 IBOAI가 객실마다 준비해
둔 환영 선물인 시그니처 로고 쿨러 백과 선스크린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Amway
이그제큐티브와 IBO 리더를 특징으로 하는 올해 다이아몬드 클럽 비즈니스 미팅은
점심 시간 전과 후,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는
방식은 IBO들이 지치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팅 후
IBOAI는 각각 위원회의 Bob Andrews, Howie Danzik, Bill Hawkins, Kathy
Victor, Jody Victor가 담당하는 스몰 그룹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 통합 비즈니스를 위한 공로 인증과 이벤트 경험 제안
• WHQ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있을 A60 준비

• 다이아몬드 드림즈와 신규 더블 다이아몬드 축하 옵션
논의

• 풀 볼륨 플래티넘을 알리고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 상의
• 다이아몬드 드림즈 프로그램 논의

• NAGC와 다이아몬드 클럽 개최 예정지 논의

• 허리케인 시즌을 대비해 자연 재해 대비책 개발 보조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 수익성과 구조를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제로에서
플래티넘, 플래티넘에서 루비)
• 고객 판매에 도움을 주는 교육 툴 추천
• IBOBA 보험에 대한 현장 IBO 교육

•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행사 커뮤니케이션과 홍보
개선에 기여
• Amway 이벤트 앱 개선에 대해 논의

제품 및 홍보

• 모든 제품들이 “클린” 원료를 포함해서 고객과 IBO
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제안 - 고객에게 중요한
원료가 들어있는 식제품 제안

• IBO들의 고객 판매를 도울 수 있는 “Easy-to Sell”
제품 목록을 검토 - 몇몇 제품을 추가로 제안

•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든 바(bars) 제품 및 신제품에
대한 논의
• 더 다양한 고객용 프로모션 제안

• Amway와 협력하여 Artistry™ Studio 색조 화장품
론칭
• Artistry™ 퍼스널라이즈드 세럼 론칭 점검

• 2019년에 있을 신제품 스킨케어 마스크 론칭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