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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014 MDRT 연차총회에 

참가 신청을 하십시오.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모일 

수천 명의 MDRT 동료들과 더불어, 

비즈니스 확장, 전문 스킬 향상, 

풍요로운 개인 생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십시오.

MDRT 연차총회 
주요내용...
뛰어난 주 강연자와 함께 하는 3일

올해 주 강연 프로그램에는, 당신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생각,  

마음에 와 닿는 영감으로 가득한 이야기들, 미래 트렌드를 내다보는  

시각, 유머 넘치는 메시지들 및 황홀한 이미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 이벤트

참가자들은 이러한 이벤트들을 통하여 토론토의 맛, 풍경, 소리를  

음미하며 동료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도 있는 특별 강연

특별 강연에서는 직업적, 개인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추가로 제공되며, 

COT와 TOT 회원 및 최초 참가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강연이 포함 

됩니다. 강연시간이 길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할  

수 있습니다. 강연에 따라, 등록 시에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50개 이상의 직업적 발전 개별 강연

3일 간의 코스를 통하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주제별로  

제공되는 개별 강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웰스 매니지먼트(Wealth management)

보장성 플랜과 상품 

판매 아이디어 

마케팅 

영업운영관리(Practice Management) 

전인격적 인간  
 
TOT 세션은, TOT 회원들과 COT 및 TOT 레벨에 걸맞은 실적을 달성 

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디자인된 한층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4 MDRT 연차총회 웹사이트에서 총회에 

대한 최신 정보는 www.mdrt.org/2014a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동시통역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티켓 사전지불 행사 동시통역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티켓 사전지불 행사

일정 개요

오전11시 - 오후5시 MDRT 스토어 오픈

오전11시 - 오후6시 등록 시작

오전11시 - 오후3시30분 사전 워크샵   

오후4시30분 - 5시30분 PGA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오후6시 - 7시30분 엑스칼리버 리셉션(MDRT 재단 엑스칼리버 협회 회원 및 
초대 받은 2014 이너서클 협회 기부자)

6월 7일 토요일
일정 개요

오전7시30분 - 오후7시 등록 시작

오전7시45분 - 10시 커넥션 존에서 TOT 커넥트 세션(등록한 모든 참가자에게 개방)

오전10시 - 오후5시 커넥션 존 오픈

오전10시 - 오후5시 MDRT 스토어 오픈

오전11시 - 오후1시30분 COT, TOT 프로그램 및 환영식 
(2014 COT와 TOT 회원 전용)

오후4시30분 - 6시 신입 설명회(총회 최초 참가자 전용)

오후7시30분 - 9시30분 환영식

6월 8일 일요일

COT 및 TOT 프로그램

오전11시 - 오후1시30분 
프로그램  오전11시 - 오후12시30분

환영식  오후12시30분 - 1시30분 

매년 COT와 TOT 회원들은 그들의 성과와 네트워크를 기념하고  

산업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 이 특별한 모임에 초대됩니다. 다이나믹한 

프레젠테이션 및 이번 행사만을 위한 환영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mdrt.org/2014am 을 참고하십시오. 

이 무료 행사는 2014 COT와 TOT 회원들에게만 개방되며, 입장 

시 티켓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은 요금이 없으나, 사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Registration and Housing 신청서의 “Ticketed 

Events” 아래에 있는 해당 칸에 체크하여 티켓을 얻으십시오.  

신입 설명회

오후4시30분 - 6시

패싱 존(Passing Zone)

이 이벤트는 최초 참가자들에게 MDRT 연차총회 특유의 신나는 

에너지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해 줍니다. 올해의 기조는 ‘패싱 존’ 

이 맡을 것입니다. 이 익살 넘치는 듀오는 그들만의 독특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성공의 핵심 요소를 이야기할 뿐 아니라,  

가장 색다르고 재미난 물건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는 

방법을 시범 보입니다. 

이 무료 행사는 2014 연차총회 최초 참가자들에게만 개방되며, 

입장 시 티켓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은 요금이 없으나, 사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Registration and Housing 신청서의 

“Ticketed Events” 아래에 있는 해당 칸에 체크하여 티켓을 

얻으십시오.     

환영식

오후7시30분 - 9시30분 

연차총회의 환영식에 시간 맞춰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A World of Colour and Lights”가 올해의 테마로, 전세계에서 온  

친구 및 동료들과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멋진 

‘MDRT 멤버 밴드’가 음악을 선사하며 2014 토론토 연차총회의 

시작과 함께 리듬을 맞춥니다. 무료 음료 티켓과 스낵이 제공됩니다.

사전 워크샵

광고를 넘어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관계 맺고,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기

오전11시 - 오후1시

그래엄 코드링턴(Graeme Codrington, DBA)

그래엄 코드링턴 박사(Dr. Graeme Codrington)는 작업의 미래와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방해하는 힘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10년 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변화는 정보를 다루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현재 급부상 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는 시작에 불과하며, 

회사들이 이 신기술의 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이 워크샵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향한 

이러한 변화 뒤에 자리한 동력에 대해 설명하며, 이것이 단순한 

광고가 아님을 증명하고, 비즈니스에서 소셜 미디어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따라야 할 핵심 원칙의 윤곽을 그립니다.  

추가금액: 미화 25달러  

사전 워크샵

트러스트 엣지 90일 퀵플랜  

(The Trust Edge 90 Day Quick Plan)

오후1시30분 - 3시30분

데이비드 호사저(David Horsager)

데이비드 호사저(David Horsager)는 신뢰의 결정적인 영향력 - 참된 

성공의 기초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워크샵은 그의 책 “

트러스트 엣지(The Trust Edge)”를 토대로, 개인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일상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화를 가늠하며 ‘신뢰의 

여덟 기둥(8 Pillars of Trust)’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도구인 

‘90일 퀵플랜(The 90 Day Quick Plan; 90DQP)’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추가금액: 미화 2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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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월요일 - 6월 11일 수요일

건강 및 휘트니스   

오전6시 - 6시45분

연차총회 기간 동안 운동 강습에 빠져야 하나요? 

참가자들을 위하여, 매일 아침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MDRT 회원 전용 운동 강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차총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6월 9일 월요일 줌바  오전6시 - 6시45분    

6월 10일 화요일 필라테스  오전6시 - 6시45분

6월 11일 수요일 요가  오전6시 - 6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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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개요

오전6시 - 6시45분 특별 행사: 줌바

오전6시30분 - 7시30분 TOT 만남과 인사 (2014 TOT 회원 전용)

오전7시 - 오후 4시 등록 시작

오전8시 - 11시 30분 주 강연

오전11시30분 - 오후5시30분 커넥션 존 및 MDRT 스토어 오픈

오후12시 - 1시30분 특별 강연 (*점심식사 포함 티켓 사전지불 행사) 

오후2시 - 5시 개별 강연

오후4시30분 - 5시30분 4반세기클럽 (Quarter Century Club) (4반세기클럽 회원 전용)

오후5시30분 - 6시30분 TOT 리셉션 (2014 TOT 회원 전용)

6월 9일 월요일 6월 10일 화요일

특별 강연

브레인워크(BrainWorks): 최적의 실적을 

위한 두뇌 기반 접근법

오전6시 - 7시15분

하이디 한나(Heidi Hanna, Ph.D.)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멀티 

태스킹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우리의 집중력과 주의력뿐  

아니라, 창의력과 전반적인 업무까지도 저하시킵니다. 이 강연 

에서는, 오늘날에 알맞은 에너지와 실적 최적화를 위한 간단한 

전략을 배우고, 우리가 나이 듦에 따라 더욱 건강한 두뇌를 만들도록 

합니다.

추가금액: 아침식사 포함 미화 35달러.  

특별 강연

위대한 이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오후12시 - 1시30분

돈 예거(Don Yaeger)

오랜 기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ports Illustrated)의 부 

에디터로 있으면서 돈 예거(Don Yaeger)는 우리 세대 최고의 

승리자들과 함께 맨 앞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예거는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인터뷰에서 만난 개인 고객들을 바탕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위대함의 일관된 특징 16 가지를 

규명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개인적, 그리고 

직업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추가금액: 점심식사 포함 미화 50달러.  

특별 강연

세대별 판매 및 마케팅

오후12시 - 1시30분

세스 매티슨(Seth Mattison)

시장은 점차 더 분할되고 있으며, 한 가지 크기로는 모든 고객에게 적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전통주의자, 베이비붐 세대,  

X 세대, 밀레니엄 세대의 선호도와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케터와 세일즈맨이 알아야 할 주요 쟁점을 다룹니다. 새로운 판매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적인 당신의 접근법에 세대를 보는 렌즈를 더함으로써, 영향력을 더욱 키워줍니다. 

추가금액: 점심식사 포함 미화 50달러.  

일정 개요

오전6시 - 6시45분 특별 행사: 필라테스

오전6시 - 7시15분 특별 강연 (*아침식사 포함 티켓 사전지불 행사) 

오전7시 - 오후4시 등록 시작

오전8시 - 11시30분 주 강연

오전11시30분 - 오후5시30분 커넥션 존 및 MDRT 스토어 오픈

오후12시 - 1시30분 특별 강연 (*점심식사 포함 티켓 사전지불 행사) 

오후2시 - 5시 개별 강연

오후4시30분 - 5시30분 4반세기클럽 (Quarter Century Club) (4반세기클럽 회원 전용)

오후5시30분 - 6시30분 TOT 리셉션 (2014 TOT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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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블루제이스
(Toronto Blue Jays) vs. 

미네소타 트윈스
(Minnesota Twins)

오후6시45분 - 10시

게임 시작 시간: 오후 7시7분

특색 있는 로저스센터

(Rogers Center)에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의 대결을 

관전하십시오. 야구장 내 

사이트라인즈 레스토랑

(Sightlines restaurant)

에서 야구 경기를 보며 만찬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별 행사 또는 총회 기간 중 계획된  

투어에 참여하여 토론토 방문 기간을  

알차게 보내십시오. 웹페이지  

www.mdrt.org/2014am 의 

 “Special Events” 탭에 방문하여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비어 비스트로(Beer Bistro)에서의 
맥주 시음회 

오후5시30 분 - 7시30분

맥주를 음미할 수 있는 세련된 

입지, 비어 비스트로는 토론토 

금융가에 위치하여 모든 고객의  

기억에 남을만한 경험을 선사 

합니다. 이 프라이빗 이벤트에서는 

고품격 식사와 함께 아주 독특한 

양조 맥주 5종을 시음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 불포함.  

도보 소요 시간 약 15-20분.

6월 9일 월요일 및 6월 10일 화요일6월 9일 월요일 6월 10일 화요일

특별 행사, 투어, 신체단련 프로그램

물, 공기, 대지와 함께 느끼는 
토론토 

오후5시15분 - 11시30분

물, 공기, 대지와 함께 토론토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 

하십시오. 토론토 아일랜드 

크루즈로 저녁 시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크루즈 후에는, 세계적 

으로 유명한 CN타워 113층의 

360도 회전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즐길 것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은 생기 넘치는 도심 

관광으로 마무리됩니다.

밤의 나이아가라 

5시15분 - 12시 자정

자연이 안겨준 세계 최고의 

장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투어를 시작하십시오. 이번 

체험은 혼블로워(Hornblower) 

크루즈 탑승은 물론, 쉐라톤 

온더폴스(Sheraton on The 

Falls) 호텔 꼭대기에서의 

만찬이 포함되어, 대형 창을 

통하여 저녁 시간 폭포의 

장대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동시통역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동시통역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티켓 사전지불 행사. Registration and Housing 신청서의 

“Ticketed Events” 아래에 있는 해당 칸에 체크하셔서 티켓을 받으세요.

티켓 사전지불 행사. Registration and Housing 신청서의 

“Ticketed Events” 아래에 있는 해당 칸에 체크하셔서 티켓을 받으세요.

*  일정 수량의 티켓이 판매되어야 본 행사가 확정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수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구입한 티켓은 전액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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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개요

오전6시 - 6시45분 특별 행사: 요가

오전7시 - 오후2시 등록 시작

오전7시 - 오후6시 통역 헤드셋 부스 오픈

오전9시 - 11시30분 개별 강연

오전9시30분 - 10시30분 4반세기클럽 (Quarter Century Club) (4반세기클럽 회원 전용)

오전9시30분 - 오후1시30분 MDRT 스토어 오픈

오후1시30분 - 5시 주 강연

오후3시 - 5시30분 MDRT 스토어 오픈

오후8시 - 10시30분 MDRT 장기자랑

6월 11일 수요일

7

 MDRT 장기자랑!

오후8시-10시30분 
오후8시   문 개방  

 음료와 스낵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8시30분     MDRT 장기자랑   

   - 9시15분  여러분의 MDRT 동료들을 응원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경연 참가자를 ‘2014 MDRT 장기자랑’의 

우승자로 투표하십시오

오후9시15분     댄스파티   

 - 10시30분

 

2014 MDRT 연차총회의 끝이 다가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축하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프로그램은 요금이 없으나, 사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Registration and Housing 신청서의 “Ticketed Events” 

아래에 있는 해당 칸에 체크하십시오.  

-  21세부터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교환회

오전9시-10시

생각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것은 MDRT가 기본으로 삼고 있는 

원칙들 중 하나입니다. 아이디어 교환회는 영어, 중국어(광동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북경어), 스페인어로 진행됩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www.mdrt.org/2014a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은 출간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2014 연차총회의 모든 강연자 목록은 확정되는 대로 2014 

연차총회 웹사이트에 게재됩니다. 최근 강연자 정보와 세션 내용은 http://www.mdrt.org/2014a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사전지불 행사는 등록 시에 구입하셔야 합니다. 티켓 현장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Registration and Housing 신청서의 “Ticketed 

Events” 아래에 있는 해당 칸에 체크하십시오. 지불된 티켓 이벤트는 2014년 4월 30일 후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티켓 사전지불 

행사는 동시통역 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커넥션 존

6월 8일 일요일 오전10시 - 오후5시 

6월 9일 월요일 오전11시30분 - 오후5시30분

6월 10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 오후5시30분

커넥션 존에서 인연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동료 회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출품자들과 소통하고,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며,  

또한 주 강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향상시킬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시와 후원 정보는  

www.mdrt.org/2014am 을 참고하거나 meetings@mdrt.org 

로 연락하십시오.

 

MDRT 스토어

MDRT 스토어는 업계 최고의 교육적 리소스입니다. 주로  

MDRT 회원들이 개발한 이 리소스들은 당신의 커리어에 꼭 

필요한 토대입니다. MDRT 스토어에 있는 것은 모두 세계 제일 

엘리트 재정 서비스 조직의 일원인 당신의 입지를 유지하는 데에 

유용할 것입니다. 본 인벤토리에는 고객 창출, 판매 아이디어, 

거절 극복, 계약 체결 관련 상품들이 포함됩니다.  

미리 http://www.mdrtstore.org/ 에 방문하여, 제공 가능한 

사항들을 확인하십시오.  

 
 
 
 
 
 
 
 
 
 
 
 
 

MDRT 재단

MDRT 재단은 전세계 MDRT 회원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혜택입니다. MDRT 재단을 통해 당신이 관심 갖는 자선 단체 

및 조직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자선 활동 지도자가 되고 또한 

업계의 훌륭한 리더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MDRT 연차총회 

기간 동안, 주요 자선단체를 돕는 2014 프로미스 어필을 지원 

함으로써, 한층 강하게 결속된 전세계적 가족의 일원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http://www.mdrtfoundation.org/

동시통역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티켓 사전지불 행사

MDRT 장기자랑 - 당신이 빛날 시간입니다!   

2014년 4월 21일까지 MDRT에서는 비디오 오디션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지원자들은 2014 MDRT 

연차총회 ‘MDRT 장기자랑’ 시간에 중앙 무대에서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 먼지 쌓인 댄싱 슈즈를 

꺼내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다듬으십시오 ... 

오디션 시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차총회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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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총회 장소

2014 MDRT 연차총회의 주된 개최 장소는, 255 Front Street 

West, Toronto, Ontario, Canada M5V 2W6에 자리한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Metro Toronto Convention 

Centre)입니다. 

 

참가 자격은?

2014 MDRT 연차총회는 승인된 2014 MDRT 회원에게만 

개방됩니다. 총회 참가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사업 동료는 

연차총회의 어떤 공식 행사나 이벤트에도 등록 및 참가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2014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등록 요금 일정

조기 등록 - 2014년 2월 ~ 4월 21일   

조기 등록 요금: 미화 695달러.  

2014년 4월 21일 월요일 이전까지(오후11시59분 동부 

표준시), 유효한 결제 방법으로 등록신청서와 함께 수령된 경우  

사전 등록 - 4월 22일 ~ 6월 6일   

등록 요금: 미화 895달러.  

2014년 4월 22일 화요일부터 6월 6일 금요일까지(오후11시

59분 동부 표준시), 유효한 결제 방법으로 등록신청서와 함께 

수령된 경우  

현장 등록    

등록 요금: 미화 995달러.  

2014년 6월 7일 토요일(현장 처리)에, 유효한 결제 방법으로 

등록신청서와 함께 수령된 경우  

연차총회 등록비를 온라인 송금하려면, 은행 업무 세부사항에 

관하여 meetings@mdrt.org 로 문의하십시오.

등록 요금 일정

MDRT 등록 및 숙박 공식 서비스 제공자 Experient는 모든 

등록 및 숙박 요구사항 및 변경사항을 취급합니다. 

웹사이트:   www.mdrt.org/2014am

주소: MDRT Registration

 Experient/MDRT  

 P.O. Box 4088   

 Frederick, MD 21705 USA 

팩스:  +1 301.694.5124 

등록 및 숙박 문의:

미국  +1 800.974.3084

미국 외  +1 847.996.5876

이메일: mdrt@experient-inc.com

 

연차총회 등록 환불 정책 및 일정

등록 취소 요청을 하여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Experient 측에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환불은 모두 원래의 결제 

형태로 지급합니다. 취소 요청 환불은 동부 표준시(뉴욕)  

오후11시59분까지 수령되어야 유효합니다. 

취소 수령:  환불

2014년 2월 3일    100 퍼센트                           

           -5월 7일 (관리비 미화 50달러 제외)

2014년 5월 8일    50 퍼센트                           

               -23일 (관리비 미화 50달러 제외)

2014년 5월 24일   환불없음                           

                    이후 

티켓 사전지불 행사    2014년 4월 30일 후에는   

                환불 없음 

   

숙소 정보 - 공식 호텔

Experient는 숙박 요청에 대하여 선착순을 원칙으로 합니다. 호텔 선택과 선호 객실 등급은 요청할 수 있으나, 객실이 부족한 경우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숙박신청서에 도착과 출발 일자를 기재해 주십시오. 이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Experient에서는 

자동적으로 6월 8일 일요일 도착, 6월 11일 수요일 출발에 맞추어 호텔 예약을 해 드리게 됩니다. 예약을 컨펌하기 위해서는 2014년  

8월까지 유효한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비자(Visa), 마스터 카드(MasterCard), 

디스커버(Discover)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및 호텔 확인은, 완성된 등록 및 숙박 신청서(Registration and Housing 

form) 수령일로부터 2 영업일 안에 Experient에서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숙박 요청의 수령 기한은 2014년  

4월 30일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 수령되는 숙박 요청은, 가용 객실상황에 따라 처리해 드립니다. 수용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가 있다면 모두 성과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십시오. 등록 및 숙박 확인(Registration and Housing Confirmation)의 

사본은 보관해 두십시오.

페어몬트 로얄 요크* (Fairmont Royal York*)  
(본부 호텔)   

싱글/더블: 239 캐나다 달러  

객실 포함 사항: 

페어몬트 프레지던트 클럽(Fairmont President’s Club) 

회원에게는 지역 내 통화, 수신자부담 통화, 게스트룸 인터넷이 

무료입니다. 페어몬트 로열티 프로그램(Fairmont’s loyalty 

program)은 무료이며 www.fairmont.com/fpc 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숙박객들은 반드시 체크인 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MDRT 숙박 제공자 Experient를 통해 호텔을 예약한 참가자 

들에게는, 추첨을 통하여 기존 예약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디럭스 주니어 스위트(Deluxe Junior Suite)를 제공합니다. 

추첨 대상이 되려면 2014년 5월 15일 목요일까지 예약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하얏트 리젠시 토론토(Hyatt Regency Toronto) 
싱글/더블: 225 캐나다 달러  

객실 포함 사항: 

무료 인터넷 

무료 수신자부담 통화, 지역 내 통화 

인터컨티넨탈 토론토 센터(InterContinental Toronto Centre) 
싱글/더블: 269 캐나다 달러  

객실 포함 사항: 

무료 인터넷 

무료 수신자부담 통화, 지역 내 통화 

르네상스 토론토 다운타운 호텔 

(Renaissance Toronto Downtown Hotel) 
싱글/더블: 259 캐나다 달러  

객실 포함 사항: 

무료 인터넷 

무료 수신자부담 통화, 지역 내 통화 

  호텔  객실 요금은 캐나다 달러로 표시되며, 체크아웃 시점의 세금 및 수수료가에 적용됩니다. 

(현재 HST 13 퍼센트, DMF 3 퍼센트).

페어몬트 로얄 요크 호텔은 흡연실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흡연 가능 객실이 부족한 경우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객실 업그레이드나 스위트 사용가능 여부에 관해서는 Experient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  비자 거부시 환불 기한에 관하여는 10쪽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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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 변경과 취소

예약 변경은 온라인으로 해야 하나, Experient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호텔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면: 

 

2014년 4월 30일 - 2014년 5월 13일   

예약 변경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하거나 mdrt@experient-inc.

com 으로 이메일, 또는 +1 847.996.5401로 팩스를 보내어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변경은 모두 가용 객실상황을 토대로 하여, 객실이 부족할 경우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4년 5월 14일 - 2014년 5월 19일 

호텔 예약 사항이 모두 처리중이거나 호텔로 전송중입니다.  

이 시기에는 취소나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2014년 5월 20일 

객실 예약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려면 반드시 호텔에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취소나 확정한 도착 날짜에 체크인하지 

못하는 경우, 각 호텔 정책에 따라 예약이 무효화되고 보증금을 

어느 정도 잃게 됩니다. 일단 객실을 취소하면 예약 내역은 

복구되지 않으며,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행 비자 및 여권

캐나다에 입국하고 다시 돌아가는 방문자들은 반드시 유효한 

여행 구비서류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를 출발해 

들어오느냐에 따라, 필요 서류는 달라집니다.

캐나다 입국을 위한 비자를 획득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 

회원은 2014연차총회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승인된 2014 

MDRT 회원 ID 넘버와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해당 연차총회 

초대 서신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거부

캐나다 비자가 거부된 회원은 2014년 6월 11일까지 MDRT 

at mdrt@experient-inc.com 에 비자 거부에 관한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총회 등록 요금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MDRT는 2014년 6월 11일 후에는 비자 거부에 의한 

환불 사항을 처리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여권

시간 여유를 두고 여권 발급 또는 갱신 절차를 밟으십시오. 

2014 연차총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캐나다 국경관리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서반구 여행법(Western Hemisphere 

Travel Initiative)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자료 링크를 확인 

하십시오.

동시통역 및 통역 헤드셋/수신기

2014 MDRT 연차총회의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MDRT는 

주 강연 및 일부 개별 강연(적어도 50명의 등록 회원이 공통된 

언어의 통역을 요청한 경우)에 동시통역을 제공합니다. MDRT

는 최대 12개의 언어로 동시통역을 제공합니다. 12개를 초과한 

언어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소인원 50인을 충족하는 

언어 중 선착순 12개의 동시통역을 제공할 것입니다.

동시통역은 반드시 등록 시에 미리 요청하셔야 합니다. 모든  

통역 요청은 2014년 4월 30일 이전에 수령되어야 합니다.

MDRT는 위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등록 회원 모두에게 

통역 헤드셋과 수신기를 제공합니다. 등록 시 미리 동시통역을 

요청하지 않은 회원이나 총회 등록을 현장에서 하신 분에게는, 

통역 헤드셋과 수신기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헤드셋과 수신기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헤드셋 임대에 대하여 

미화 400달러의 임대 보증금을 개인 신용카드(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비자(Visa), 마스터 카드

(MasterCard))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총회 마지막에 손상 없이 

장비를 반납하시면, 신용카드 전표는 비용 부과 없이 반환됩니다.

 
 
 
 
 
 
 
 

청취 보조 기기

청취 보조가 필요한 참가자를 위한 헤드셋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전 등록신청서에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헤드셋과 수신기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헤드셋 임대에 대하여 

미화 400달러의 임대 보증금을 개인 신용카드(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비자(Visa), 마스터 카드

(MasterCard))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총회 마지막에 손상 

없이 장비를 반납하시면, 신용카드 전표는 비용 부과 없이 

반환됩니다.

 

PGA 자원봉사자로서 연차총회 체험하기

PGA 자원봉사자가 되어, 당신의 총회 경험을 증진하고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새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PGA 

자원봉사자는 회원들을 맞아, 뱃지를 점검하고, 참가자들을 

안내하는 등 연차총회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들을 보조합니다.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MDRT 연차총회 - 그 핵심이 

되십시오!

www.mdrt.org/pga 에 방문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등록 

하십시오. 팩스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1 847.518.8921로 팩스를 보내거나  +1 847.692.6378로 

전화하여 MDRT에 PGA 자원봉사자 팩스 신청서 양식(PGA 

Volunteer Fax Form)을 요청하십시오.

모든 자원봉사자는 6월 7일 토요일 4:30 p.m. 에 PGA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여러분이 맡을 업무에 관한 중요한 세부사항들을 전달받습니다. 

토론토에 제때에 도착하여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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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및 교통

접근성이 좋은 토론토는 편리한 위치에 있어, 주요한 국제 관문 역할을 합니다. 2014 연차총회 웹사이트에서 추가적인 교통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갠트 여행사(Gant Travel Office) 

MDRT는 당신의 여행 필요사항을 위하여 갠트 여행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부담 전화:   +1 877.883.4865 (미국 및 캐나다)

직통 전화:              +1 224.803.2601 (미국과 캐나다 외)

이메일:                mdrt@ganttravel.com 

영업 시간:               오전7시30분 - 오후6시 중부 표준시,    

                                월요일-금요일 

항공

토론토에는 두 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Toronto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토론토 시내까지 평균 소요시간은 

25 - 40분입니다.

>  공항 리무진 평균 요금:  

58.00 캐나다 달러 (편도)

>  공항 환승 버스:  

편도 27.95 캐나다 달러 또는 왕복 42.00 캐나다 달러 

빌리 비숍 토론토 도심공항 

(Billy Bishop Toronto City Centre Airport)   

(또는 아일랜드 공항;Island Airport)은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도심 공항 중 하나입니다. 토론토 아일랜드 서쪽 끝, ‘도시로 

들어가는 문턱’에 위치하고 있어, 시내 중심가까지 페리나 

셔틀로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포터항공(Porter Airlines)

과 에어캐나다(Air Canada)가 취항합니다. 캐나다와 미국 내 

15개 이상의 도시에서 항공편이 들어옵니다.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

2014 MDRT 연차총회 참석차 항공권을 예약할 때 항공료를 

절약하십시오! 

MDRT는 유나이티드항공과 협력하여, MDRT 참가자와 

게스트들만을 위한 특별 총회 할인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파트너 항공사를 이용하셔서 2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 

절약하십시오. 할인은 유나이티드항공과, 유나이티드 또는 

유나이티드익스프레스(United Express), 루프트한자

(Lufthansa)와 ANA(All Nippon Airways) 브랜드로 운영되는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해당되는 제재가 적용됩니다. 

>  UNITED.COM에서 예약하고 다음의 할인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 ZQT2427441.

 

헤르츠 렌터카(Hertz Car Rental)

헤르츠(Hertz)는 MDRT 회원에게 평일, 주말, 및 주간 특별 

요금을 제공하여, 토론토 지역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총회 특별 요금은 온라인 예약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2014 

연차총회 웹사이트에서 총회 특별 요금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예약 시 아래의 CV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  헤르츠 전화:    

+1 800.654.2240 or +1 405.749.4434

>  CV 코드:    

02RA0027

MDRT와 함께 하는 소셜 미디어

총회 전에 MDRT의 근황을 실시간으로 알고 싶다면, 

페이스북에서 Million Dollar Round Table의 팬이 되십시오. 

최신 총회 업데이트와 정보를 받게 됩니다.  

MDRT는 2014 연차총회에서 실시간 트윗을 할 것이며, 

여러분도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MDRT 트위터 커뮤니티에 

동참하려면 @MDRTweet에서 우리를 팔로우한 후, 대화를 

검색하고 시작하려면 #MDRT2014 를 사용하십시오

#MDRT2014

토론토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맛보십시오.
MDRT를 위하여 특별히 디자인된 

공식 토론토 관광 사이트(www.

mytorontomeeting.com/mdrt2014.aspx)

를 통하여 토론토를 둘러보시기를 권합니다. 

‘Deals’ 섹션 아래에 있는 관광지, 식사,  

쇼핑, 오락 할인 제공 사항을 꼭 확인 

하십시오.



MDRT®, Million Dollar Round Table®, Top of the Table®, Court of the Table®, MDRT Foundation®,  

The Premier Association of Financial Professionals®, ConneXion Zone® and Global Gift Fund®는  

모두 백만달러 원탁회의(Million Dollar Round Table)의 등록상표입니다.

향후 MDRT   
총회
2014 TOT 연차총회
9월 17일-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California, USA)

2015 연차총회
6월 14일-17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즈(New Orleans, Louisiana, U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