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Voice 뉴스레터
2019년 가을/겨울
내용


회장이 전합니다



IBOAI 최근 소식



신제품/새소식



다가올 이벤트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 지원자료



더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IBO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IBOAI 소식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IBOAI 이사회는 언제나 여러분을 대신하여 Amway North America와의 협력을 통해.
이 비즈니스를 최상의 비즈니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e뉴스레터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을 알려 드리고,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저희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IBOAI 이사회 또는 스텝에게 문의하십시오.

회장이 전합니다
IBOAI®와 Amway™,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우리
비즈니스와 IBOAI의 60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저는 필드 현장과 본
사, 그리고 IBOAI 이사회의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태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헌신, 진실됨, 노력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플래티넘 이상 레벨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새로 선출된 이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아니타 말도나도(Juanita Maldonado)
비니 파파라르도(Pappalardo)
스티브 빅터(Steve Victor)
켄 우즈(Ken Woods)
댄 유옌(Dan Yuen)
2020년 1월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각 위원회 별 2020년도 이사회 명단 전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이사회 회의는 이사회의 전통을 따라 축하 행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존의 이사회 회원들과 새롭게 선출된 이사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설립자 가문을 따라 지어진 IBOAI 어워드와 두 가지의 새로운 어워드가 시상되었습니다. 현 IBOAI 이사회 회원이자
핸슨 부부(Fred & Bernice Hansen)의 딸인 캐런 핸슨-디블레이(Karen Hansen-DeBlaay)에게 프레드 핸슨 스피릿 어워드(Fred
Hansen Spirit Award)가 주어졌습니다. 마케팅 자문 위원 외에서 수고하고 있는 샌디 호킨스(Sandy Hawkins)에게 조 빅터 리더십
어워드(Joe Victor Leadership Award)가, BV와 PV 계산법에 공헌한 빌 캠벨(Bill Campbell)에게 제리 덧 라이프타임 어치브먼트
어워드(Jere Dutt Lifetime Achievement Award)가 시상되었습니다.
초대 IBOAI 종신 멘토링 회장에 밥 앤드류스(Bob Andrews)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디 빅터(Jody Victor)가 IBOAI에 보여준
지치지 않은 헌신에 대해 ‘더 가디언 어워드(The Guardian Award)’가 주어졌습니다. 이 상은 새롭게 만들어진 상으로 자유 기업을
수호하고 자유를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그제큐티브 위원회는 올해 조디에게 이 상을 주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
각합니다. 또한 IBOAI와 이 비즈니스에 자신들이 가진 시간과 재능을 헌신한 분들에게 시상하는 상을 정식으로 제정하게 되었음을 기쁘
게 알려 드립니다.
IBOAI 회장으로서의 제 임기도 곧 마무리가 됩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이러한 기회
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BO 리더로서 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지지해 준 저의 가
족, IBOAI 이사회, Amway, 그리고 필드 현장의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위 댄직(Howie Danzik)
IBOAI 회장

2020 IBOAI® 이사회 명단
이사회 임원
회장 비니 파파라르도(Vinny Pappalardo)
부회장 조 마키위츠(Joe Markiewicz)
법률 윤리 위원회
회장 비니 파파라르도(Vinny Pappalardo)
부회장 조 마키위츠(Joe Markiewicz)
하위 댄직(Howie Danzik)
스티브 빅터(Steve Victor)
켄 우즈(Ken Woods)
관리 조디 빅터(Jody Victor)
관리 밥 앤드류스(Bob Andrews)
관리 빌 호킨스(Bill Hawkins)
비즈니스 운영 위원회
회장 데이비드 두소(David Dussault)
후아니타 말도나도(Juanita Maldonado)
알베르토 아길레라(Alberto Aguilera)
캐런 드블레이(Karen DeBlaay)
댄 유옌(Dan Yuen)
관리 캐시 빅터(Kathy Victor)
보상 공로인증 위원회
회장 쉬바람 쿠마(Shivaram Kumar)
부회장 브래드 던컨(Brad Duncan)
페드로 리자르디(Pedro Lizardi)
더그 위어(Doug Weir)
스티브 예거(Steve Yager)
관리 빌 호킨스(Bill Hawkins)
관리 밥 앤드류스(Bob Andrews)
관리 조디 빅터(Jody Victor)
마케팅 자문 위원회
회장 데이나 파파라르도(Dayna Pappalardo)
부회장 메리베스 마키위츠(Marybeth Markiewicz)
테리 앤드류스(Terry Andrews)
테레사 댄직(Theresa Danzik)
샌디 호킨스(Sandy Hawkins)
관리 캐시 빅터(Kathy Victor)

이그제큐티브 위원회
회장 비니 파파라르도(Vinny Pappalardo)
부회장 조 마키위츠(Joe Markiewicz)
하위 댄직(Howie Danzik)
브래드 던컨(Brad Duncan)
데이비드 두소(David Dussault)
쉬바람 쿠마(Shivaram Kumar)
스티브 예거(Steve Yager)
종신 멘토링 회장 밥 앤드류스(Bob Andrews)
관리 감독 빌 호킨스(Bill Hawkins)
관리 감독 조디 빅터(Jody Victor)
CEO 캐시 빅터(Kathy Victor)

2019년 10월 위원회 별 회의 내용

비즈니스 운영 위원회
•

Amway 웹사이트 문제점 검토

•

Amway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수정

•

XS™ 에너지 드링크 포장

마케팅 자문 위원회
•

Nutrilite™ 농작물 추적 과정

•

신제품 n* by Nutrilite™ 제품 라인

•

CBD 스프레이 & 크림

보상 공로 인증 위원회
•

이탈리아 다음 가능한 NAGC 후보지 검토

•

Amway가 어치버스 세션마다 두 명의 영웅에게 시상을 하고,
수상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비디오를 상영하도록 결정

•

다이아몬드 드림즈가 열릴 휴양지 두 곳을 검토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참가 가능

•

올랜도 다음 가능한 어치버스 후보지 검토

법률 윤리 위원회
•

DSA 업데이트

•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판매 & 수출 보고서

•

BSM 리뷰 과정에 대한 업데이트

•

행동강령 규칙, 특히 규칙 3항 등록 시 전자 서명에 대해 논의

•

규칙 11항 ADR 과정에 대해 논의

IBOAI 최근 소식
IBOAI® 이사회 클로징 세션 - “리더십,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전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IBOAI 이사회와 Amway 핵심 간부가 함께 모여 한 주 간 있었던 생산적인 프리젠테이션과 토론을 마무리하는 클로
징 세션을 가졌습니다. 밥 앤드류스(Bob Andrews)가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언급하며 감사와 희망의
기도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하위 댄직(Howie Danzik)이 2020 IBOAI 이사회 선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이 1월부터 임기
를 시작하게 됩니다: 비니 파파라르도(Vinny Pappalardo)와 후아니타 말도나도(Juanita Maldonado)는 이전에도 이사회에서 활동
한 적이 있습니다. 스티브 빅터(Steve Victor)(3세대), 댄 유옌(Dan Yuen)과 켄 우즈(Ken Woods)(2세는 처음으로 이사회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비니 파파라르도, 하위 댄직, 밥 앤드류스, 레슬리 라이스, 캐시 빅터에게는 지금까지의 수고에 대한 감사로 특별한 상이 시상되었습니다.
밥과 캐시 앤드류스는 다른 직책을 맡아 계속해서 IBOAI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조디 빅터(Jody Victor)와 빌 호킨스(Bill Hawkins)는 매년 넘치는 에너지와 당당한 태도로 정신(Spirit), 리더십(Leadership), 성취
(Achievement) 분야의 설립자 상을 시상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레드 핸슨(Fred Hansen)이 비즈니스와 사람들에게 보
여준 애정과 열정을 기리며 그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집니다. 올해는 현 이사회 회원이자 프레드와 버니스 핸슨(Fred
& Bernice Hansen)의 딸인 캐런 드블레이(Karen DeBlaay)에게 돌아갔습니다. 캐런은 수상 소감에서 지금까지 핸슨, 빅터, 덧 가족
들이 변하지 않고 이어 온 우호적인 관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조 빅터 리더십 어워드 수상자는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샌디 호킨스(Sandy Hawkins)는 MAC 위원
회에서 15년 동안 끊임없이 헌신했습니다. 캐시 빅터((Kathy Victor)는 샌디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샌디의 꼼꼼한 회의록은 모
두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아요. 훌륭한 팀 플레이어이자 리더입니다.” 샌디는 위원회와 본사의 재능있는 인재들
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밥 앤드류스(Bob Andrews)와 조디 빅터(Jody Victor)가 제리 덧(Jere Dutt)의 수많은 업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제리는 Amway의
첫 번째 다이아몬드이자 첫번째 더블 다이아몬드였습니다. 2019년도의 제리 덧 어치브먼트 어워드(Jere Dutt Achievement Award)
는 빌 캠벨(Bill Campbell)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빌을 대신해서 아들 데이브와 아내가 수상했습니다. 아들 데이브는 상을 받으며 엔지니
어이자 골프광인 아버지가 IBO가 되게 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찰리 마시(Charlie Marsh)가 빌에게 Amway를 소개했고, 빌은 비즈
니스를 트리플 다이아몬드까지 키워냈고, 또 본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BV를 PV에 더하는 것을 고안해 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Amway는 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아버지도 Amway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데이브는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10달러를 투자한 것을 생각하면 결과가 무
척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꼭 여러분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라고 덧붙였습니
다.
조디는 이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Amway의 직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빌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IBOAI 위원들에게 박수를 청했습니다. “이 분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분들 덕분에 가능했
죠!”
샌디 호킨스(Sandy Hawkins)가 15년동안, 캐시 빅터(Kathy Victor)가 20년동안 보여
준 노고에 대한 감사로 메리토리어스 서비스 어워드(Meritorious Service Awards)를 수
상했습니다. 또한 최초로 IBOAI 종신 멘토링 회장으로 지명된 밥 앤드류스(Bob
Andrews)에게는 다이아몬드 핀이 주어졌습니다. 조디는 “밥은 정직, 충성, 순수함이 무엇
인지를 잘 보여주는 분입니다. 밥은 이사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 2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았습니다. IBOAI 종신 멘토링 회장으로서 이사회와 협회 그리고 본사에 큰

역할을 해 낼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밥 앤드류스가 마지막 상의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 상은 조디 빅터가 보여준 끝없는 헌신을 고마움을 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랜 논
의 끝에 이그제큐티브 위원회는 자유 기업을 수호하고 자유를 지켜나가는 ‘더 가디언 어워드(The Guardian Award)’를 수여하기로 결
정했습니다. 빌 호킨스는 “이 곳에 와 계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은 조디가 보여준 행동이나 말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
되는데요. 우리 모두는 조디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사회와 함께 35년을 해 왔다는 건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상하러 무대에 오른 조디는 “이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Amway 직원분들을 포함해서 저와 이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100이 아닌 110%를 쏟아붓고, 최고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
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빌 호킨스는 “이 상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이사회 위원에게 이 상을 수여할 계획입니
다”라고 말했습니다.
•

IBOAI 이사회에서 15년 활동

•
•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 레벨 달성
IBOAI 회장으로 1번 이상의 임기 수행

•
•

위원회 회장/부회장으로 여러 번 활동
이그제큐티브 위원회에서 1번 이상의 임기 수행

•

오랫동안 기억될 리더십을 보여줌

NPC 도착 첫날: IBOAI® 사무실을 둘러본 뉴 플래티넘
Amway가 후원하는 IBO 행사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뉴 플래티넘들에게 2019년 10월 20일 미시건 주 그랜드 래피즈 Amway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 도착하는 순간은 바로 오랫동안 꾸어온 꿈이 현실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목표를 이루어
낸 뉴 플래티넘들은 컨퍼런스를 통해 더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방법에 대해 배우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
니다. 등록을 마친 플래티넘들은 호텔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한 IBOAI 사무실 투어에 초대됐습니다.
IBOAI 직원들은 오후 내내 IBO 방문객들을 따뜻한 인사로 맞이한 뒤 이사회 사무실로 안내하여 IBOAI의 역사, 목적, 조직에 대해 소개했
습니다. IBOAI 이사회의 밥 앤드류스가 특별 손님으로 함께 참석해서 플래티넘들과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에 답을 하고, 함
께 사진 촬영도 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오로라에서 온 마이크와 베키 레이드(Mike와 Becky Reid)는 전설적인 IBO 리더이자 이사회 회
원인 밥을 만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는 “우리 비즈니스의 전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혜가 담겨있네요. 그러면서도 겸손하신 점은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회의실은 이사회가 최초로 설립되었을 때의 이름을 따 ‘아메리칸 웨이 어소시에이션(American Way AssociationAWA) 이사회실’이라고 불립니다. Amway 공동 설립자인 리치 디보스(Rich DeVos)와 제이 밴 앤델(Jay Van Andel)은 1959년에
설립 필드 리더들과 함께 훗날 IBOAI가 된 AWA를 시작하면서 이 협회는 IBO를 가장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방은 전체 이사회가 자주 사용하며 법률 윤리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회 설립자들이자 현재에도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핸슨(Hansen), 빅터(Victor), 덧(Dutt) 가족의 성을 따 만들어진 회
의실들에서도 본사 직원들과 함께 비즈니스에 대한 멋진 아이디어와 훌륭한 솔루션이 탄생되었습니다. 이 투어를 통해 IBO들은 IBOAI
비즈니스 운영 위원회는 한센 회의실에서, 마케팅 자문 위원회는 빅터 이사실에서, 공로 인증 위원회는 덧 회의실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온 앤드류 젠킨스(Andrew Jenkins)는 설립자 가족들과 협회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
다. “IBOAI 위원회 회의실이 설립자들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다는 게 흥미롭네요. 설립자들에 대한 큰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죠”라고 말
했습니다.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샬롯에서 온 빈스와 앰버 리카리(Vince와 Amber Licari)는 IBOAI 이사회 위원회가 모든 IBO들을 대표해서 어떤
논의를 하는지를 알고나서 IBOAI가 Amway 본사와 얼마나 폭넓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미처 알지 못했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앰버는

“Amway의 마케터들이 신제품을 MAC에 발표한다는 것도, IBO 리더들이 이 제품을 직접 맛보고 만져본 후 본사에 피드백을 한다는 것
도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판매해야 할 지에 대해 Amway에 의견을 낸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빈스는 “본사가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점
이 정말 흥미로워요. Amway가 IBO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신경쓰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온 미셸과 아담 샌본(Michelle과 Adam Sanborn)은 “IBO들을 위해 이렇게 긴 역사와 방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네요. 우리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플로리다 주 포
트 루시에서 온 제라드와 리 라포탄트(Gerard와 Lee Lafontant)는 IBOAI의 노고에 감탄하면서 IBO를 대표하는 협회가 있는 유일한
직접 판매 비즈니스의 일원이라는 데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제라드는 빨리 돌아가 IBOAI에 대해 더 많이 알리고 싶다고 이야
기했습니다.
IBOAI 오피스를 떠나는 뉴 플래티넘들에게는 앞으로 있을 바쁜 한 주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아이템으로 가득한 구디백을 선물로 드렸
습니다.

IBOAI®가 달라스 어치버스에서 60주년을 축하하다
2019년 봄, IBOAI 이사회와 주요 Amway 전현직 간부들, 설립자 가족들이 모여 IBOAI와 Amway의 6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
습니다. 북미 IBO 모두가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IBOAI들의 마음만은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어치버스 엑스포는 IBOAI가
모든 IBO들이 달성해 낸 성과를 축하할 수 있었던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한 플라워 월을 배경으로 봄을 테마로
한 포토 부스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배경의 꽃 사진은 꼭 진짜 같아서 향기로운 꽃 향기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한
IBO의 사진은 정말 눈 부셨습니다. IBOAI 이사회 회원들이 직접 참석해서 IBO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모두
들 즐겁게 사진도 찍고 담소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한 IBOAI 60주년 기념 티셔츠 추첨 경품 행사도 마련되어서 당첨된 많은 IBO들에
게 티셔츠를 경픔으로 드렸습니다. 어치버스의 모든 참석자들에게는 다이어리, Chapstick®, IBOAI 로고가 담긴 민트를 선물로 전해졌
습니다.

신제품/새소식
Amway.com의 고객 선호 제품!
Amway.com에서 쇼핑하실 때 고객 선호 제품 표시를 찾아 보세요. 검색란에 고객 선호 제품(Favorites)을 검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XS™ 에너지 카페-모카 #286159/8온스. 캔 12개
이동 중이시라고요? XS 에너지 카페 모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커피와 다릅니다. 벨벳처럼 풍부한 깊은 맛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Artistry Signature Color™ 라이트 업 립 글로스/8가지 컬러
입술에 더해지는 빛 거울에 반사되는 무드 라이트 업 립 글로스는 호호바 오일과 아보카도 오일이 특별하게 혼합된 포뮬러가 바르자마자
눈부시게 반짝이면서도 촉촉한 입술로 만들어줍니다.
Amway Home™ L.O.C.™ 다용도 와입: #110485/96개(24개 들이 4팩)
집에서나 이동 중 언제라도 Amway Home™ L.O.C.™ 다용도 와입스는 요모조모 쓸모가 많습니다. 당황스러운 얼룩이나 흔적을 빨리
치우실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모든 물건이나 표면에 물처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올 이벤트
2020년 IBOAI 이사회 미팅 ‘히스토리 데이’
미시건 주 그랜드 래피즈, 1월 14일~15일

2020년 IBOAI 이사회 회의:
하와이, 2월 23일
미시건 주 그랜드 래피즈, 3월 30일~4월 2일
미시건 주 그랜드 래피즈, 6월 22일~25일
미시건 주 그랜드 래피즈, 10월 26일~29일

2020년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 - 미시건 주 그랜드 래피즈
8월 6일~9일
10월 15일~18일
첫번째 큰 성공을 이뤄 낸 새로운 리더들을 축하하기 위해 Amway는 미시건 주 그랜드 래피즈 Amway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뉴 플레
티넘 행사를 개최합니다. 플래티넘들은 첫날 호텔 옆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을 둘러보게 됩니다. 본 컨퍼런스는 IBOAI 사무실 투어, 특별
강연, 비즈니스 관련 중요 업데이트, Amway 세계 본사 등과 같은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다이아몬드 클럽 - 하와이주 그랜드 와일레아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 클럽: 2월 16일~18일
다이아몬드 클럽: 2월 18일~23일
그랜드 와일레아 리조트 인 하와이(Grand Wailea Resort in Hawaii)는 다이아몬드와 그 이상에 환상적인 시간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
다. 40에이커에 달하는 우거진 열대 정원에 자리잡고 있어 감탄을 자아내는 경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화려한
해변 시설과 멋진 수영장, 고급 레스토랑, 아름다운 바다,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스파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2020년 어치버스는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열립니다!
세션 1: 11월 14일~18일
세션 2: 11월 18일~22일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Amway 북미 IBO는 IBOAI와 같은 협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직접 판매 회사의
구성원들입니다. 보상 공로인증 위원회 회장으로 또 이그제큐티브 위원회 회원
으로 활동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회사
와 우리의 유구한 역사에 이사회의 지혜로운 리더십이 더해지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회의가 있는 일주일은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고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훌륭한 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
간입니다.”
보상 공로인증 위원회 회장 쉬바람 쿠마

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 지원자료 - 비즈니스를 더욱 빠르고 쉽게 키우도록
도와 줍니다!
달라진 Amway 웹사이트 사용법
Amway 웹사이트가 새로워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비즈니스 리포트, DITTO, 고객 관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세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IBO 회계 101 PDF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키워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담고 있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IBOAI.com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IBO를 위한 음악/동영상 저작권 안내
IBOAI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나 비디오 사용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온라인 저작권 가이드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회의와 행사 등에서 온라인 동영상이나 좋아하는 음악을 사용할 때에는 먼저 저작권 가이드를 검토하십시오. 지금 바로
PDF를 다운로드하십시오!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IBOAI®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공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를 온라인에서 확인하십시오.
iboai.com
facebook.com/IBOAI 와
twitter.com/IBOAI 와

IBOFACTS.com
facebook.com/IBOAISpanish
twitter.com/IBOAISpanish

instagram.com/iboai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IBOAI 청문 분쟁 위원회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http://www.iboai.com/ko/your-iboai-board/iboai-structure/hearing-and-disputes-committ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