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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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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0년동안 북미 모든 IBO를 대표하여 여러분의 권리와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을 주는 IBOAI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선출하신

IBOAI 이사회는 이 훌륭한 비즈니스가 현재 우리 세대에

또 다가올 미래 세대에도 확실하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IBOAI와 Amway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IBOAI 이사회는 중요한 이슈를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이사회 회원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함께 헤쳐

나가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법률

윤리 위원회, 비즈니스 운영 위원회, 공로 보상 인증

위원회, 마케팅 자문 위원회와 같은 다양한 위원회는

본사와 함께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성공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도 여러 가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Amway
웹사이트 개선,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

Amway가 후원하는 새로운 IBO 행사, NPC 기간 중 있었던
IBOAI 사무실 투어, 60주년 행사, 품질 보증 기준(Quality

Assurance Standards) 완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19
년은 IBOAI와 Amway가 여러분을 대표하여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온 지 6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20년 역시 비즈니스 혁신적인 제품, 더욱 강해진 보상, 최첨단의 기술, 자세한
가이드라인과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부분에서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필드에서 활동하는 IBO 리더들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소중히 듣고, 이를

본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IBOAI는 모든 IBO를 대표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으며,
계속해서 이러한 소중한 역할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IBOAI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여러분을 대변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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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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후에는 앞으로 있을 일주일 동안 유용하게 쓰일 물건들로 가득 찬 구디백을 플래티넘들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IBOAI 60주년
축하 행사

올해 4월 미시건 주 Amway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는 IBOAI의 60주년 축하 행사가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전현직 IBOAI

이사회 회원, 핵심 Amway 간부들, 그리고

• 품질 보증 기준(QAS)과 모범 실천 사례를 다시
작성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 IBOAI 60주년 축하행사

• 필드용 스피커 가이드라인(Speaker Guidelines
for the Field)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신규 이사들, 현재 이사들, 특별 손님들이

빌 호킨스(Bill Hawkins)

커뮤니케이션 & 교육

• Amway와 함께 디지털 통신 기준(Digital
Communication Standards)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던 유익한

관리 감독 위원회

법률

• Amway와 함께 현재의 비즈니스 통합 정책(Business
Integration Policy)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위원회의 조디 빅터가 진행한

2019 IBOAI 이사회 분과 위원회별 명단

2019 IBOAI 이사회의 성과

어치버스 인비테이셔널

2019 어치버스 엑스포는 IBOAI가 IBO들과 함께 IBOAI와 Amway의 60주년을 축하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IBOAI 60주년 파티에서는 봄을 테마로 아름다운 꽃이

• Amway와 함께 사용하기 쉬운 고객 인증 절차
개발 중입니다

• 40년 다이아몬드를 위한 패밀리 헤리티지 프로그램
(Family Heritage Program)을 고안했습니다

• 규칙 11항 관련, 분쟁 해결 대안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또한 IBOAI 60주년 기념 티셔츠

IBO 경험

자랑스럽게 새겨진 선물을 전해 드렸습니다.

• Amway와 함께 비즈니스 센터 앱을 개발했습니다

가득한 포토 부스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싱싱한 꽃이 아름다운 포토 월을 배경으로
한 IBO의 사진은 정말 눈 부셨습니다. IBOAI 이사회 회원들이 직접 참석해서 IBO

추첨 경품 행사도 마련되었습니다. 어치버스의 모든 참석자들에게는 IBOAI 로고가

• 북미에서의 코어 플랜(Core Plan) 실행을
검토했습니다

• IBOAI가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 오픈 하우스를
주최했습니다
• IBOAI 어치버스 참가

제품 및 홍보

• Amway와 함께 메이크업 가이드(Makeup Guide)와
인사이드 가이드(Inside Guide)를 업데이트했습니다

• Amway와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 Amway와 함께 제품 구입 시 홀리데이 시즌 사은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Amway와 함께 “클린” 제품과 “클린” 라벨을 꾸준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 Amway와 새로운 웹사이트 개발 및 론칭에 있어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 Amway와 함께 새로운 환영 키트와 제품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 좀 더 쉬운 고객 등록 방법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 Amway가 후원하는 인센티브 여행의 새로운 후보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이전 여행들을 살펴보고 더 나은 여행을 위한
개선점들을 제안했습니다

• Amway와 함께 코어 플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작업했습니다

드보스(DeVos), 밴 앤델(Van Andel), 핸슨
(Hansen), 빅터(Victor), 덧(Dutt)의 다섯

창립자 가문의 특별한 손님들이 이 날 행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자들은 IBOAI

사무실에서 있었던 환영 리셉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싱싱한 꽃을 배경으로

하는 포토 부스, Pantlind Ballroom에서의
고급스러운 저녁 식사와 패밀리 스위트

(Family Suites)에서의 커피와 디저트와 함께

참석자들은 모두 행사 내내 정성스럽게 마련된
선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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