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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목소리.
소중한
권리.
함께 이루는
성공.

CEO가 전합니다
정말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의 확산동안, 여러분의 안전을

과제를 안겨주었으며, 우리

개최됐습니다. 북미에서는 원거리 위치에서

2020년은 전례없는 도전
모두는 비즈니스 일상의

일부를 조정하고, 수정하며

또 재구성해야만 했습니다.
IBOAI®, 필드 그리고

회사가 새롭게 소통하는
방법을 재빠르게

발견하고,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고,

신규 IBO를 후원하며, 팀

회의를 주최하고,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활용된

여러분들의 독창성, 기술 및
창의성에 대해 보고, 들을
때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코비드로 인한 전세계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IBO로서의

우리의 업무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희망과 긍정주의가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우리의 약속은 확고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리치
(Rich)와 제이(Jay) 그리고 IBO 창립 가족인

한센 일가(Hansens), 빅터 일가(Victors) 그리고
덧츠 일가(Dutts)는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넘어 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개척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창업가적인 성공을

실현하고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현재 IBOAI로 알려진 북미의

사업자를 대표하는 협회를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올 해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는 창립자의 발자취를 따르며 여러분
모두를 위해 지치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위해, 2020년 IBOAI 이사회 미팅은 가상으로
이사회 구성원과 Amway™ 직원이 함께 생산적인
토론에 참여하여 우리의 놀라운 비즈니스 기회가
미래 세대에도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항상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IBOAI 이사회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코비드 팬데믹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IBO와 비즈니스의 성장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이사회가 IBO 권리의

수호자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Amway와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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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핵심은

하위 댄직(Howie Danzik), 전 위원장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 모두의 성공을 위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객
기반 확장 및 디지털 기술 활용 그리고, 열정적인

기업가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일과 동시에 우리의
비즈니스 핵심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IBOAI 이사회와 Amway는 협력하여 여러분에게
이를 가능하도록 돕는 뛰어난 툴과 리소스를
제공했습니다.

2021년을 앞두고, 우리는 더 고객 중심적인

프로그램과 최첨단 기술,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더 강력해진 보상을 포함한 비즈니스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필드 현장에서 활동하는 IBO 리더들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환영하며, 이를 본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IBOAI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IBO에 대해 저희는 변함없이
아낌없는 지원을 해 드릴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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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IBOAI ®

IBOAI®
히스토리 데이

관리 감독 위원회의 조디 빅터가 진행한
연례 IBOAI 히스토리 데이는 IBOAI
와 Amway의 깊은 역사와 소중한

가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이사회

신규 이사들, 현재 이사들, 특별 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IBOAI 이사회 구성원이 전하는
지원 비디오 메시지

2020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멈췄지만 IBOAI® 이사회가 제작한 영감을 주는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소통하며 지원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 회장인 비니 파파라르도는 IBO들에게 “비즈니스가 잘 될 때도,
또는 잘 굴러가지 않을 때도 우리의 최고 자산은 결국 ‘사람’입니다”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몇 몇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 또한 비디오를 통해 진심어린 지원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2021 회계 연도가 시작되었을 때, 종신 멘토링 회장인 밥 앤드류스는 IBO가 2020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조 마키위츠 부회장은 이사회가 IBO의 성공을 위해 회사와 협력하여 더욱
강력하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비니 파파라르도 회장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성공의 한 해로 만들어 준 IBO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그는 IBO의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더 밝은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를 표현했습니다. 비디오는 온라인 iboai.com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https://www.iboai.com/resources/videos

다이아몬드 클럽

어치버스 2020 가상
공로 인증식 축하연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 어치버스 축하 행사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IBO

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공을 축하하는 시간은 언제나 열정과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이러한 긍정의 힘이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디오에서는 핀 레벨별로 에머럴드부터 신규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호명되어 인증되었으며, 신규 파운더스 크라운을 달성한 브래드와 줄리 던컨 부부의
호명으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외에 IBOAI® 이사회 회원인 쉬브람과 안잘리
쿠마가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데이브와 크리스틴 두솔트, 후아니타와 안토니오

말도나도가 새로운 파운더스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를, 덕과 에이미 위어가 새로운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를, 하위와 테레사 댄직이 새로운 더블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비디오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웅들이 소개되었습니다: U.S. 드림
아카데미에 포함된 IBO, Amway™ 직원 그리고 지역 사회 파트너 온라인 행사. 전

어치버스들에게는 IBOAI가 마련한 특별한 노트와 펜을 포함해, Amway가 준비한
풍성한 선물 상자를 보내드렸습니다.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

코비드로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 및 대규모 모임이 제한되지만, 비즈니스에서의
중요한 첫 번째 이정표인 뉴 플래티넘 달성에 대한 인증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IBO와 Amway™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여, 2020년 뉴 플래티넘 인증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IBOAI ® 이사회의 성과

법률

커뮤니케이션 & 교육

• Amway와 함께 디지털 통신 기준(Digital
Communication Standards) 및 실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업

• 단계별 비디오 제작 공유: “고객 영수증 생성법
(How to Create a Customer Receipt)”

• Amway™와 함께 현재의 비즈니스 혁신(Business
Transformation)에 대해 계속 논의 진행

• Amway와 함께 사용하기 쉬운 고객 인증 절차 개발
및 협업

IBO/고객 경험

• Amway와 함께 새로운 웹사이트 출시와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함께 협업 노력

• IBOAI와 Amway가 고객 등록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업

• Amway와 함께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협업

• Amway와 함께 ‘검증된 고객 판매’에서 최고 세일즈를
달성한 이를 인정하기 위한 프로그램 실행

• Amway가 후원하는 인센티브 여행의 새로운 후보지에
대해 논의

• IBOAI 이사회 임원들이 팬데믹이 초래한 도전에
직면하여 현장의 IBO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긍정적인 지원 비디오 개발
• Amway와 함께 기타 교육 비디오 제작

제품 및 홍보

• MyShop, AmPerks, 그리고 AmCart 출시와 관련해
Amway와 함께 긴밀하게 협업
• Amway와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
• Amway와 함께 Nutrilite™ 레코멘더 출시 협력

• Amway와 함께 고객 샘플링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여러분의 2021년 IBOAI ® 이사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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