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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Amway 비즈니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최선일 경우에도 변화의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끈기를 발휘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혁신을 달성한 우리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Amway의 비즈니스는 
지금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대면 이벤트 
축소, 제조 및 배송 
지연, 기후 관련 재해 
등의 어려움에도 우리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하나 되어 
직면 과제를 극복해 
나가고 비즈니스 성장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렇듯 
끈기, 성실, 서비스, 위기 극복 

능력, 비전, 희망, 믿음이야 말로 
Amway 비즈니스의 진가가 아닐까 

합니다.

Amway와 함께 IBOAI® 
이사회는 트렌디한 최첨단 건강 

및 뷰티 제품, AmPerks™ 고객 리워드, 원활한 
온라인 쇼핑 경험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 및 
제품 라인을 정비하여 고객 기반을 넓히고 젊은 
기업가들에게 어필할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고객 
세일즈를 통한 수익성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검증된 고객 판매(VCS)를 보다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 세일즈 인센티브(CSI), VCS의 
PV/BV 상승, 패스트 트랙 자유재량 인센티브를 
통해 IBO에게 검증된 고객 판매 상승에 대한 
리워드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신규 IBO 및 
장기간 활동해 온 IBO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및 보상도 마련했습니다. 패밀리 헤리티지 전략 
및 승계 계획을 통해 IBO가 여러 세대에 걸쳐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Amway™ 경영진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 비즈니스의 강력한 기반을 
유지했습니다. Amway와 IBOAI의 강력한 
관계는 향후 60년간 더 매력적이고 성공적이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이어가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북미 IBO를 대변하는 IBOAI 이사회는 IBO
로서 우리가 가진 무적의 힘인 ‘커뮤니티 - 
연결 -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비즈니스에서 맡은 역할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나 불확실성에 직면하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변화를 
수용하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강한 우리로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 아닐까요?

놀라운 한 해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의 미래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성공을 거듭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캐시 빅터(Kathy Victor) 
CEO - 최고 경영자



어치버스 2021
2021년 어치버스 자격을 충족한 IBO를 플로리다 
올랜도로 초대하여 과거의 성공을 축하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IBOAI® 이사회는 다양한 세션에 참석하여 IBO를 축하했습니다. IBOAI 
이사회 이사, IBO 리더, Amway™ 경영진 간의 교류는 비즈니스의 협업과 
지속적인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2021 가상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 

2021년 10월 6일에는 새롭게 플래티넘 자격을 획득한 분들을 축하하는 온라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Amway™의 임원들과 이벤트 부서 직원이 IBOAI® 이사회와 함께 북미 전역의 신규 IBO 리더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IBOAI 부문은 Amway와 IBOAI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한 덕 디보스의 환영 
인사, IBOAI 사무실 비디오 투어, IBO의 성공을 지원하는 협회 및 위원회의 역할과 헌신, 열정에 대한 주요 이사회 
이사의 소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IBOAI 회장인 조 마키위츠의 따뜻한 축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1 가상 다이아몬드 
클럽 
 
북미 지역 다이아몬드는 혁신, 창의력, 헌신을 
통해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이끌었습니다.  
2월에 열린 가상 비즈니스 회의에서는 다이아몬드의 놀라운 
업적을 축하했습니다. IBOAI® 이사회를 대표하는 조디와 캐시 
빅터, 비니와 데이너 파파라르도는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룬 업적을 축하하며, 향후 출시되는 흥미로운 신제품과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행동하는 IBOAI®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 부문
• IBO에게 우대 고객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광범위한 

IBO 갱신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
• IBOAI 리더십이 제작한 IBO 웨비나용 비디오 
• 모범 사례를 필드 리더에게 매월 발송하고 IBOAI.com에 

게시
• 분기별 이사회 회의 결과를 IBOAI.com에 게시
• IBOAI e뉴스레터를 모든 IBO에 배포하고 IBOAI.com에 

게시
• IBOAI 이사회는 필드 인플루언스 리더들과 분기별로 통화
• Amway가 가상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에 활용할 IBOAI 

가상 투어를 개발

IBO/고객 경험 부문
• MyShop 개인 웹사이트 업데이트
• 특히 DITTO™에 대한 AmPerks™ 인센티브 및 리워드 논의
• 리소스 센터 및 Amway 자료 검토
• IBO/고객 등록 간소화 추진
• 향후 있을 어치버스, 다이아몬드 클럽, NAGC 장소에 대해 

Amway와 활발하게 논의
• 피터 아일랜드를 재건하는 동안 더 많은 대안 발굴
• Amway 웹사이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연구
• 우대 고객 프로세스를 더욱 단순화하는 방법 탐색
• 모든 IBO의 갱신 프로세스를 더 손쉽게 수행하는 방법 

검토
• 세 부분으로 구성된 새로운 패밀리 헤리티지 전략 프로그램 

수립:
 - 다이아몬드 승계자 프로그램: 세대 계승(차세대 육성)

 - 레거시 다이아몬드 프로그램: 세대에 대한 경의(30년간 
다이아몬드 클럽 회원으로 활동)

 - 베스티드 다이아몬드 프로그램: 세대 은퇴(존경받는 존엄한 
은퇴 - 40년간 다이아몬드 클럽 회원으로 활동)

• 다이아몬드 승계 계획 세션 논의
• 신규 IBO용 Amway 제품 키트의 향후 변경에 대해 논의
• Nutrilite™ 웰빙 가이드에서 업데이트된 웰니스 레코멘더 

검토

법률 부문
• 비즈니스 혁신 개발 논의 및 구현 전략
• 다이아몬드 이상 레벨을 위한 레거시/헤리티지 프로그램 

논의
• 풀 PV 가격 프로토콜 검토
• 볼륨 동치 재검토
• 행동강령 규칙 11항 시행 및 전달 논의
• 긍정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논의
• 주간 다이아몬드 업데이트 내 무단 온라인 세일즈/수출 

관련 내용에 새로운 언어를 추가하는 방안 논의 
• 비즈니스 행동강령 및 규칙을 바탕으로 승인 공급 업체(AP) 

회의 내용 논의 
• 촉진 중재 58건/청문 패널 중재 3건

제품 및 홍보 부문
• 글루틴 프리, GMO 프리, 더욱 깨끗한 제품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 최첨단의 과학 기술의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제품 및 

Studio와 Artistry™ 신제품에 관해 논의
• 좀더 합리적인 가격의 도어 오프너 제품 검토
• Nutrilite 데일리 남성용 및 여성용 라인 업데이트 및 

아동용 제품 라인 재개
• 보다 나은 클린 라벨 및 성분 제안
• 향후 Artistry™ 제품 출시 내용 검토
• 향후 XS™ 스포츠 영양 제품 논의
• Nutrilite 라인 개선 논의
• Nutrilite의 첫 캡슐형 프로바이오틱인 새로운 스트레스 

완화 프로바이오틱(스트레스/집중력/면역력 강화) 검토

2021년 IBOAI® 이사회의 성과



여러분의 2022년 IBOAI® 이사회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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