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OAI와 IBOAI 이사 선출
왜 IBOAI 이사회 이사 선출에 투표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IBOAI 이사회는 모든
IBO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IBO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플래티넘 레벨 이상의 유자격자라면 IBOAI 이사회의 신입 이사들을 매년 투표로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동업 조합이 있는 이 업계에서 “IBO”에게 오로지 IBO들로만 구성된 이사회
선거에 참여할 권한을 주는 유일한 비즈니스입니다.

IBOAI란?


IBO들의 동업 조합을 말하며, 다이아몬드 레벨 이상의 17명의 IBO 리더들로
구성된 이사회 이사들이 Amway 본사와 직접 소통하며 IBO들을 대변하게 됩니다.



IBOAI 멤버십은 큰 혜택을 드립니다! 멤버십은 1년에 12달러이며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모든 영역에 걸쳐 귀하의 비즈니스를 대변할 것입니다.



IBOAI는 IBOAI.com 웹사이트, 분기별 e뉴스레터,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www.iboai.com
www.facebook.com/IBOAI 그리고 www.facebook.com/IBOAISpanish
twitter.com/IBOAI
그리고 Instagram twitter.com/IBOAISpanish



IBOAI e뉴스레터인 "더 보이스(The Voice)"는 1년에 4회 이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 발행되며 최신 비즈니스 소식, 이벤트 및 그 외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 Joe DePetris, 음악 동영상 저작권 정보와 가이드



IBOAI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로 구성됩니다:
o

보상 공로인증 위원회

북키핑 101

o

비즈니스 운영 위원회

o

이그제큐티브 위원회

o

관리 감독 위원회

o

청문 분쟁 위원회

o

법률 윤리 위원회

o

마케팅 자문 위원회(MAC)

IBOAI 이사회의 역할은?


IBOAI 이사회는 여러분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상 모든 부분에 걸쳐
Amway에게 자문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IBOAI 이사회는 제품, 정책 및 규칙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사전에 개발하여
Amway에 추천합니다.



최종 조치를 취하기 전에 Amway는 IBO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상
플랜과 행동 규칙을 포함, 제안된 모든 새 정책, 정책 변경 제안 또는 IBO 계약
관련 변경 사항의 논의, 평가, 추천을 위해 IBOAI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본 이사회는 연 4회의 정기 모임 외에도 많은 시간을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추가적인 미팅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도 최상의 비즈니스
기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IBOAI 이사회와 Amway의 공동 동의없이 규칙의 변경 또는 수정을 못 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요한 분쟁과 이에 대한 조정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