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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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북미와 전세계 모든 IBO들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역사상 유례없이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든 때 여러분은 더욱 긍
정적인 자세와 비즈니스를 튼튼히 지켜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기 위해 애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고
덕분에 비즈니스 볼륨은 상승세이고, 후원 활동도 튼튼하게 이어지고 있
습니다.
우리 모두가 올해의 변화무쌍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기에 회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
러 IBO들, 새로운 고객들, 새로운 비즈니스 동료들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보여주신 융통성과 창의성으
로 많은 분들이 핀을 달성하고, 자격 획득을 충실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49개의 신제품이 출시됩니다. 새로운 건강, 뷰티, 홈 제품들이 연말까지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더 기쁜 소식은 이 제품들 중 48개가 40달러 이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도록 해 준 Amway 본
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귀하의 IBOAI는 Amway 임원들과 북미 IBOAI 리더들과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 컨퍼런스와 온라인
이사회 회의를 통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
램과 제품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다음 60년에도 이 비즈니스가 튼튼하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현재 있는 프로그
램과 제품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곧 뵐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빈센트 파파라르도
IBOAI 회장

분과 위원회 별 2020년 6월 IBOAI 이사회 회의 내용 요약
알려드립니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진과 Amway™ 스태프가 참석한 가운데 비디오 컨퍼런스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상 공로인증 위원회
2021 다이아몬드 클럽의 새로운 인증 방식을 검토했습니다.
 균형있는 구조의 비즈니스르 통해 소매 판매와 이익을 키워나간 IBO들의 공로를 인증하는 행사에 대해 논의
가 있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2020 어치버스 및 NPC 계획을 재검토했습니다.




어치버스 2021 장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 위원회






고객 판매 증가를 위해 효과적인 샘플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이숍(My Shop)"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개인 소매 웹사이트(PRW)가 Q3-Q4에 소개됩니다.
앰퍽스(AmPerks) 로열티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0년 9월에 선보이는 새로운 IBO 키트를 검토했습니다.
Nutrilite™ 레코멘더는 최종 단계에 있습니다.

법률 윤리 위원회






허가받지 않은 온라인 판매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BSM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IBO 리더에게 연락하는 경우에 대한 프로토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IBO 스타터 키트에 비즈니스 참고 가이드를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법률 및 규정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마케팅 자문 위원회
2020년 5월부터 12월에 걸쳐 론칭하는 Amway™의 49개 신제품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이 중 48가지가
40달러 이하입니다.
 CBD 프로 크림, 스파클링 워터, 프로틴 파드와 같은 XS™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Artistry™ 상하이 에디션과 Artistry™ Studio 스킨케어
를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에 론칭하는 8가지의 n* by Nutrilite™ 신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2020년 10월에 론칭하는 시그니처 바디 실렉트 클렌저:
폴리싱, 하이드레이팅, 브라이트닝과 퍼밍 제품을 살펴보
았습니다.
2020년 10월에 론칭하는 G & H 알루미늄 프리 디오도
런트를 살펴보았습니다.

IBOAI 최신 소식
IBOAI®는 코비드로 힘든 시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도 가까운 사람들을 살피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귀하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IBOAI 위원회 위원들의 비디오 메시지를 iboai.com에 올려 두었습니다. 2020년 3월부
터 IBOAI는 매주 모든 분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북미 IBO들에게 도움과 힘을 드리는데 도움이 되는 비디오 링크를 올리
고 있습니다.

Amway.com의 영수증 만들기 기능
건강하고 균형잡힌 비즈니스에 있어 소매 판매는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를 키워가는데 핵심이 됩니다. 저희는
올 가을에 있을 비즈니스 모델 수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벤토리에서의 세일즈를 포함, 모든 소매 판매를 보고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고객 구매가 PRW(앞으로는 마이 숍이라고 불리게 됩니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나
Amway ID를 이용하여 Amway.com에서 이루어지는 주문은 검증된 고객 판매로 분류되며 본사로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인벤토리에서 직접 이루어진 세일즈의 경우에는 Amway.com에서 고객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작성하셔야 본
사로 보고가 됩니다.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조 마키에위츠((IBOAI 이사회 부회장)와 메리베스
마키에위츠((MAC 부회장) 부부가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Amway.com에서 영수증 만드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Amway.com에 로그인 한 뒤 비즈니스 센터
(Business Center)로 갑니다.
2. 고객 관리(Customer Management) 섹션으
로 스크롤 다운합니다: 영수증을 만듭니다.
(Create a Receipt)
3. 고객란에 체크합니다.
4. 고객의 Amway ID(정보가 자동 작성되어 있거
나 귀하께서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를 입
력합니다.
5. 인벤토리에서 구매한 제품을 입력합니다.
6. 참고: 화면 왼쪽 하단에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
을 것입니다. 이 란은 고객에게 텍스트로 영수증
을 한 번 보내는 것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선택 취소해 주십시오.)
7. 다음을 클릭하여 배송료 및 세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참고: 고객이 Amway ID가 없어서 고객(Customer) 대신 게스트(Guest)를 선택하시는 경우, 게스트로 고객에게 텍스
트로 영수증을 발송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신제품/새소식
새로운 Nutrilite™ 건강 보조제 가이드를 Amway.com의 리소스 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유용한 판매
팁과 툴을 담고 있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관계를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티, 결혼, 집들이 생일에 딱 맞는 선물을 찾고 계십니까? Amway.com에서 여름 선물 가이드(Summer Gift Guide)를
참고하여 이 여름 선물 받는 분을 기쁘게 할 선물 아이디어를 얻어 보십시오.

XS™ CBD 크림(#296753)과 CBD 쿨 크림(#296498)은 활발한 라이프스타일에서 생길 수 있는 부상에서 회복하는데 도
움이 드릴 것입니다.
Artistry™ 3스텝 번들 (#121591)로 쉽고, 빠르고, 효과적인 스킨케어를 쉬운 세 가지 방법으로 경험해 보세요.

다가올 이벤트
2021년 IBOAI 이사회 위원 선출
온라인 투표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9월 28일 동부 표준 시간 오전 8시에 시작되어
10월 12일 동부 표준 시간 오후 11시 59분에 마감됩니다.
유자격 플래티넘 이상에 해당하는 분은 본인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IBOAI는 IBO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
가올 선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BOAI는 북미의 모든 IBO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후보를 선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2021년 1월부터 3년 임기 동안 비즈니스를 더욱 개
선하고 비즈니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후보자를 3명 뽑아 주십시오.
온라인 투표 방법이 담긴 이메일이 9월에 발송됩니다.

IBOAI® 이사회 회의
2020년 10월 26일~29일

2020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와 어치버스 인비테이셔널이 취소되었습니다
Amway™ 본사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모든 IBO와 직원들의 절대적인 안전과 안녕을 위해 2020년에 예정된 모든 대면접촉(in-person) Amway 후원 미팅과 이
벤트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취소된 이벤트에 준하는 ‘대체 옵션’을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2020년 이벤트 취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IBO들께는 추가 정보와 함께 저희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올해 비즈니스 운영 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이그제큐티브 위원회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IBOAI®와 Amway™ 본사 간의
논의, 개발, 협력을 직접 경험하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비즈
니스의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분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IBOAI 리
더십은 필드의 모든 IBO들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힘든
한 해이지만 최고의 해로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
올 미래에도 본사와의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
비즈니스 운영 위원회 위원장 데이비드 두소(David Dussault)

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 지원자료 - 비즈니스를 더욱 빠르고 쉽게 키우도록
도와 줍니다!
IBOAI®가 전하는 IBO 모범 사례
IBO 모범 사례가 IBOAI.com에 매달 연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요하고 흥미로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
습니다.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지적 재산권 및 음악/비디오 재산권, 고객 판매, 프로스펙트들에게 플랜을 소개하는 방법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IBOAI 발표자 가이드라인
IBOAI 발표자 가이드라인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BOAI 발표자 가이드라인 무대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본인
자신 또는 LOS의 한 부분만이 아닌, Amway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발표는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황금
률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야 합니다.

IBO 북키핑 방법
IBO 북키핑 101 에서는 비즈니스를 키워갈 때 필요한 자료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방법을 따라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작성한 조 드페트리스(Joe DePetris)는 C.P.A이며, IBOAI 이사회에서 전문 자문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부터 다이아몬드 레벨 이상인 분들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IBO들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
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필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대로 된 비즈니스 관련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툴
과 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으로 많은 IBO들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 조 드페트리
스는 그가 그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IBOAI® 위원회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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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