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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게



신제품/새소식



다가올 이벤트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 관련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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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우, IBOAI 이사회 또는 스텝에게 문의하십시오.

회장이 전합니다
북미 전역의 IB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한 해 입니다. 저희 IBOAI® 이사회는 새로 선출된 이사들
의 임명식으로 힘차게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IBOAI 이사회에 처음으로 합류하게 된 타이 크
랜델, 트레이시 이튼, 폴 코페키 씨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합류하게 된 도
일 예거, 데이빗 두솔트 씨도 환영합니다. IBOAI는 북미 Amway™ 필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IBO들을 대표합니다. 여러 재능, 경험, 다양성을 지닌 이사회 위원들이 IBO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1월에 있었던 그랜드 래피즈 방문에서 이사회
역사가인 조디 빅터로부터 Amway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들은 적이 있
었던 내용이었지만, 설립자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를 함께 생각해 냈다는 것은 저에게 언제나 많은 점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주인인 ‘나만의 비
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6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멋진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IBOAI 이사회는 우리의 이 비즈
니스를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로 지켜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022년 3월 말에는 하와이의 마우이에서 다이아몬드 클럽 행사가 있었고, 또 3월 IBOAI 이사회 미팅이 그랜드 래피즈에서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클럽이 대면 행사로 열리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지난 2년동안 동료 다이아몬드 분들을 너무 만나
고 싶었습니다. 비즈니스 미팅은 생산적이었습니다. ANA 매니징 디렉터인 앤드류 슈미트는 IBO 리더들이 참여하는 프리젠
테이션을 멋지게 보여주었습니다. 슈미트와 함께 무대에 올라 Amway와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무척
영광이었습니다. 지난 2~3년간 본사와 필드 리더 간의 협동과 협력이 아니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
리 비즈니스는 몇 년 전보다 더욱 나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전역의 VCS 목표는 80%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IBO 리더
들은 계속해서 건강하게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2년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IBO 리더들은 변
화하는 시장, 팬데믹, 그리고 업데이트된 비즈니스 정책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 바로 리더십입니다!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플래티넘, 에머럴드 다이아몬드 리더십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 속에서 리더들이야말로 앞장 서서 실천합니다. Amway IBO들은 이런
DNA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의 미래는 밝습니다. 마지막으로 ANA IBO 리더십
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회사가 레거시 다이아몬드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인증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격을 갖춘 다이아몬드인 동시에 30회 이상 다이아몬드 클럽에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베스티드 다이아몬드(Vested Diamond)가 새롭게 더
해집니다. 이분들은 자격을 갖춘 다이아몬드인 동시에 40회 이상 다이아몬드 클럽에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대단하시
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 상당수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제품을 판매하고 비즈니스를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웅들에
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고든 로스(Gordon Ross)
척과 진 스트레리(Chuck and Jean Strehli)

피트와 바브 마츠(Pete and Barb Matz)

폴과 레슬리 밀러(Paul and Leslie Miller)
안젤로와 클라우디아 나던(Angelo and Claudia Nardone)
조디와 캐시 빅터(Jody and Kathy Victor)
낸시 도넌과 존 번필드(Nancy Dornan and John Bernfield)
밥과 테리 앤드류스(Bob and Terry Andrews)
빌과 샌디 호킨스(Bill and Sandy Hawkins)
이 중에는 자격을 갖추신 동시에 50번 이상 다이아몬드 클럽에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올해 마우이에도 함께하셨는데 고
든 로스, 척과 진 스트레리, 피트와 바브 마츠가 이분들입니다. 짐과 샤론 잔즈는 아쉽지만 다이아몬드 클럽에 참여하시지 못
했습니다. 이들 역시 자격을 갖춘 다이아몬드인 동시에 다이아몬드 클럽에 50회 이상 참여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웅들께 진
심으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이분들을 보면 끝없는 존경심이 듭니다. 이 분들이 삶을 살아오신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리고 우리 비즈니스에 보여주신 열정을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올해 하와이에서 만나뵐 수 없었던 베스티
드 다이아몬드들도 계셨습니다. 2023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조 마키위츠, IBOAI 회장

IBOAI 최신 소식
분과위원회 별 2022년 3월 이사회 회의 내용
보상 공로 인증 위원회


‘2022 다이아몬드 클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랜드 와일레아(Grand Wailea)에서 있었던 이 행사가 즐겁고 신나
는 시간이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리조트가 리노베이션 중이었지만 리조트 측의 도움으로
행사가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클럽에서는 비즈니스 미팅이 1회였던 덕분에 다른 참석자들과 직접 만나고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시간
이 더 많았습니다.



IBOAI®가 진행한 승계 계획 조별 세션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직원, 새로운 IBOAI 이사회 이사들로 변화해 나가는 한편, 레거시 다이아몬드와 베스티드 다이아몬드 인증
을 이어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길을 닦아오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Amway™ 세일즈 핀을 VCS 그리고 곧 선보일 브론즈 프로그램에 맞추어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Amway는 NPC 참가 자격을 갖추었지만 코비드로 참석할 수 없었던 분들을 Amway 본사로 초대하는 방안을 고려하
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 위원회


‘맞춤형’ 번들을 포함하는 신규 IBO 스타터 스택을 검토했습니다.



Amway의 지불 방식으로 하이퍼월렛(Hyperwallet)을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Artistry StudioÔ 스킨 케어 3차를 미리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7월에 론칭하는 새로운 ArtistryÔ Go Vibrant 립 컬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Amway 웹사이트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필드 리더들에게 이 내용을 곧 보낼 예정입니다.



곧 론칭하는 디토 프로모션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2022년 9월에 선보일 풀사이즈 제품 카탈로그는 작업 중입니다.

법률 윤리 위원회


현재의 세법과 상정된 세법이 세금과 관련해서 IBO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회계사 조 드페트리스
(Joe DePetris)의 프리젠테이션을 살펴보았습니다.



Amway 행동강령(BCR) 부서는 온라인/일반 오프라인 상점에서 또 북미 밖으로 수출되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Amway 제품들의 실제와 경향에 대해 업데이트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품질 보증 기준(QAS) 준수, 비즈니스 기회 메시지, QAS 콘텐츠와 프로그램 규정에 있어 Amway BCR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BCR 부서에 도움이 될 추후 AP 측정 미팅, AP 서밋 미팅과 QAS 가이드라인을 필드에 전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전달
했습니다.



Amway 대정부 팀과 함께 다음 세대의 Amway IBO를 위해 비즈니스 기회를 더 튼튼히 할 수 있는 입법 및 활동에 대
해 살펴 보았습니다.



독립 사업(IB)의 세일즈 처리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을 Amway에 제안했습니다.



플래티넘 이상 레벨의 기준 기반 재분류(Criteria Based Reclassification)가 끼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IBO가 프로스펙트들에게 Amway 세일즈 및 마케팅 계획을 소개할 때 사용할 적절한 소득 내용의 접근성에 대해
IBO에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IBOAI는 Amway의 도움을 받아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고자하는 모든 IBO들에게 승계 계획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열린 IBOAI®의 승계 계획 워크숍
IBO 다이아몬드 리더들이 미래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IBOAI는 다이아몬드 기간
동안 두 번의 승계 계획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두 번 모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며 도
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IBOAI의 멘토링 명예 회장인 밥 앤드류스가 세대에 걸친 공로를 인증하는 프로그램인 다
이아몬드 승계자, 레거시 다이아몬드 인증, 베스티드 다이아몬드 도입에 대해 소개하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워크샵의 문을 열었습니다.
IBOAI 관리 감독 위원회의 조디 빅터와 IBOAI 법률 카운슬의 릭 아브라함의 사회로 토론
과 질의 응답 세션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승계 계획이 처음 론칭된 이후로 이 워크샵은
IBO들에게 Amway™ 비즈니스를 자녀나 상속자들에게 넘겨주는 방법과 아이디어에 대
해 알려오고 있습니다. 승계 계획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승계
계획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Amway 비즈니스의 60년 역사를 살펴보면 우
리 비즈니스에는 비즈니스 승계와 관련해서 장기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고유하고 독특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워크숍 참석자들에게는 패밀리 헤리티지 프로
그램과 승계 계획에 관한 참고 자료가 담긴 폴더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쉽고 빠르게
등록 고객과 우대 고객이 신규 IBO로 등록하는 것이 쉽고 빠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의 간단한 세 가지 순서를 따
르면 현재 후원자 밑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Amway™ 웹사이트로 로그인합니다.
 그런 다음 메인 드롭 다운 메뉴에서 “IBO로 등록하기”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을 완료합니다. 현재 후원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작성되므로 훨씬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BO
의 등록 정보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신제품/새소식
IBOAI® 비즈니스 운영 위원회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품 개발, 패키징, 특별 행사에 있어 Amway™ 스태프들과 긴
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품 샘플이 세일즈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 Amway는 이를 반영했습니다!
제품 샘플은 고객들에게 새로 출시된 제품과 사용해 보지 않은 기존 제품을 소개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샘플은 프로페셔
널 해 보이며, 편리합니다. 그리고 부담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다음 샘플 팩들을 소개합니다!

n* by Nutrilite™ 발포 정제 샘플 혼합 팩 (#125174)
각 샘플 2개씩 총 6개
n* by Nutrilite 피지 앤 패뷸러스 발포 정제 – 상큼한 딸기- 히비스커스 맛 음료로, 비오틴, 고지 베리와 비타민 블렌드가
함유되어 아름다운 머릿결과 튼튼한 손톱, 건강한 피부로 키워 줍니다.

n* by Nutrilite 고 쉴드 발포 정제 – 에키네이셔, 비타민 C 그리고 아연 성분이 함유되어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n* by Nutrilite 힛 리셋 발포 정제 – 전해질이 함유된 라임-진저 맛 음료가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생강은 위를 진정시켜주
고, 소화를 도와 줍니다.
(알려드립니다: 각 맛 별로 하나씩 들어 있는 6팩 샘플도 구입 가능합니다!)

Nutrilite™ 키즈 종합 비타민 젤리 샘플 팩 (#125935)
샘플 5개(젤리 4개씩)
젤리는 자라나는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Nutrilite™ 키즈 종합 비타민을 맛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샘플 팩은
고객의 자녀들이 제품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어린이들의 영양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12가지 비타민
과 미네랄이 면역력, 뼈 건강과 시력까지 지원합니다. 5가지 컬러의 식물성 식품군의 영양소로 만들었습니다.

XS™ 프로틴 포드 샘플 팩 (#302298)
포드 2개(2개 포드 팩 1개)
넣고. 흔들어. 섭취하세요. 새로운 프로틴 포드는 1회 섭취 분량으로 나누어져 있어 쉽고 깔끔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쉐이
커 컵에 6~8 온스의 물이나 우유를 넣고 포드를 하나 넣으면 됩니다. 100% 식품 등급 필름이 바로 녹으면서 운동이나 액티
비티 후 근육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가득 담긴 프리미엄 프로틴 파우더를 방출합니다. 샘플 팩은 초콜릿 맛 포드와 바닐라
포드가 들어있습니다.

Artistry Skin Nutrition™ 밸런싱 앤 하이드레이팅 포일 샘플 팩 (#305055)
1회 사용 팩 20개
Nutrilite™ 화이트 치아 시드가 포함된 이 제품은 피부에 보조제처럼 작용합니다. 샘플 팩에는 Artistry Skin Nutrition™
밸런싱 및 하이드레이팅 루틴 샘플이 포함되어 있어 고객에게 건강한 아름다움을 소개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 샘플 팩은
고객에게 아이 크림 하나, 젤 크림 하나, 매트 젤 로션 하나씩을 제공하여 다양한 포뮬러와 장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되었습니다.

다가올 이벤트
IBOAI® 이사회 미팅: 미시건주 그랜드 래피즈 IBOAI 사무실
2022년 6월 6일~9일
2022년 10월 17일~20일

북미 그로스 카운슬: 2022년 6월 20일~25일
2022년 뉴 플래티넘 컨퍼런스가 하이브리드로 개최됩니다! —2022년 8월 11일~13일 또는 2022년 10월 13일
~15일
이벤트 참석자들은 교육과 비즈니스 미팅은 가상으로, 본사 투어와 공로 인증식은 가상이 아닌, Amway 본사를 직접 방
문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참가 자격을 획득한 IBO는 두가지 날짜 중 하나를 선택해 Amway 본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각 날짜는 이벤트 수용 가능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참가 자격을 달성한 IBO에게 2022년 6월 NPC 교육과정에 액세스할 수 있는 웹링크가 포함된 뉴 플래티넘 컨퍼런
스 이메일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어치버스 인비테이셔널: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Marriott
2022 어치버스의 참가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뉴올리언스의 프렌치 쿼터, 스팀보트 리버 크루즈, 케이준 & 크레올 요리
와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세션 1: 2022년 11월 29일~12월 3일
세션 2: 2022년 12월 4일~8일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IBOAI®는 북미 전역의 IBO들과 함께 해 왔습니다. 저는 운
이 좋게도 위원회에 거의 20년간 몸담아 왔습니다. Amway™와 저희는 직접 세일
즈 분야에서 유례가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거를 보존하고, 현재
를 지키고, 미래를 위한 희망을 키울 것’이라는 설립 초기의 미션을 지켜오고 있습니
다. ‘여러분의 위원회로 일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은 단지 저 자
신만이 아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위원회 이사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인사일 것입니다.”
관리 감독 위원회 빌 호킨스

가치를 높이는 비즈니스 지원자료 - 비즈니스 운영을 더욱 빠르고 쉽게!
Amway 리소스 센터
IBO들이 비즈니스를 키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로 가득합니다! pdf, 비디오, 음악, 출판물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담
고 있습니다. 리소스 센터가 처음이시라면 튜토리얼 비디오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mway 주간 업데이트
매주 금요일마다 Amway는 모든 IBO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을 받을 수 있
는 좋은 방법입니다! 생산성을 유지하고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가득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신제품
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을 받고 있지 않으시다면 업라인이나 LGS 어드바이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절대로 놓
쳐서는 안 되는 이메일입니다!

IBOAI®가 전하는 IBO 모범 사례
IBO 모범 사례 메시지가 매월 IBOAI.com에 게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요하고 흥미로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가이드라인, 지적 재산권 및 음악/비디오 재산권, 고객 판매, 프로스펙트에게 플랜을 소개하는 방법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IBOAI® 발표자 가이드라인
IBOAI는 IBOAI 발표자 가이드라인을 웹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무대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본인 자신 또는 LOS의 한 부분만
이 아닌, Amway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발표는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황금률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
게 해야 합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IBOAI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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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