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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8일-1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2014 MDRT
연차총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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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백만불 원탁회의 
연차총회,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토론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훌륭한 회의가 준비되어 
있는 이곳에 참석하기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가 
참석했던 35번의 연차총회가 매번 끝날 
때마다, 활력이 충전된 느낌과 실전에 적용 
가능한 획기적인 생각들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총회의 시작은, 세계적인 MDRT 멤버십과 한 
주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감을 경축하는  
‘색깔과 빛의 세계(A World of Color and 
Lights)’라는 리셉션으로 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 북은 총회의 강연 및 행사들에 
관한 가이드입니다. 매일의 일정과 강연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커넥션 
존에는 상호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가득한 
세션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꼭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전시참가자와 
후원자들을 만나, 커리어를 향상시키는 
데에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3일 간에 걸친 주 강연, 개별강연, 아이디어 
교환회, 특별 강연 및 행사가 끝나고 나면, 
직업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에 유용한 지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MDRT 연차총회는 동료애와 협력의 장입니다. 
세계 일류가 자신의 통찰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곳입니다. 매 순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올해 MDRT 
연차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쉘 L. 호슬리 
(Michelle L. Hoesly, CLU, ChFC)
2014년도 회장 
백만불 원탁회의

MDRT 회원 및 내빈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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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 노포크의 미쉘L.호슬리(Michelle L. Hoesly, CLU, 
ChFC)는 MDRT 회장이자 35년차 회원으로, COT 3회, TOT 11회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MDRT 활동은 1983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6 연차총회 프로그램개발위원회, 2003 커뮤니케이션, 그리고2009 TOT 
체어에서 디비전 부회장을 세 번 맡으며 보여준 리더십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34회의 연차총회에 참가하였으며, MDRT 재단의 리전 오브 아너 
엑스칼리버 기사(Legion of Honor Excalibur Knight)로서 2005-2007년도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호슬리는 또한 2013 이너 서클 소사이어티
(Inner Circle Society)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강연자이기도 
한 그녀는, 수 차례의 MDRT 연차총회와 MDRT의 2007부머리타이어먼트 
업계 정상회의에서도 강연하였으며, CNN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융 
문제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키플링어(Kiplinger's)
와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를 포함한 유력 언론에 자주 인용되는 
인물입니다. 1985년에는 세 명의 MDRT 회원과 함께 메이크어위시 재단
(Make-A-Wish Foundation)의 버지니아 동부 지부를 설립하여, 설립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의 D. 스콧 브렌넌(D. Scott Brennan)은 
MDRT의 직전 회장이며 31년차MDRT 회원으로, TOT 1회, COT 9회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브렌넌은10회 이상의 MDRT 총회에서 강연자로 활동하였고, 4
반세기클럽(Quarter Century Club)의 회원이며MDRT재단의 리전 오브 아너 
엑스칼리버 기사 (Legion of Honor Excalibur Knight)입니다. 인디애나 대학교
(Indiana University)를 졸업한 그는, 1994년에 ‘사우스벤드 올해의 생명보험사
(South Bend Life Underwriter of the Year)’, 1998년에는 ‘올해의 후지어 
생명보험사(Hoosier Life Underwriter of the Year)’, 그리고2002년과
2003년에는 ‘올해의 인디애나 매스뮤추얼 에이전트(Indiana Mass Mutual 
Agent of the Year)’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는 ‘포럼 400(Forum 400)’의 전 
회장,’Association of Advanced Life Underwriting’의 회원이며, LIFE 재단의 
전 위원입니다. 2011년에 포럼400은 첫 인도주의 상(Humanitarian Award)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다운타운 사우스벤드 로터리클럽(The Downtown 
South Bend Rotary Club), 세인트조셉카운티 장학재단(The Scholarship 
Foundation of St. Joseph County), 세인트조셉카운티 인디애나 대학교동문회
(Indiana University Alumni Club of St. Joseph County), 모리스파크 
컨트리클럽(Morris Park Country Club) 및 세인트앤서니 교구 협의회(St. 
Anthony Parish Council)의 전회장으로서 커뮤니티에 기여하였습니다.

MDRT의 제1부회장 캐롤라인A. 뱅크스(Caroline A. Banks, 
APFS)는 런던 웨스트엔드의 MDRT 25년차 회원이며, TOT를 20회 
달성하였습니다. 영국 최초로 일류 공인 재무 설계(CFP)회사로 지정 받은 회사들 
중 하나인 캐롤라인 뱅크스 앤 어소시에츠(Caroline Banks and Associates)의 
이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뱅크스는 영국 내 ‘새로운 모범 재무설계사(New Model 
Adviser)’ 운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2013년 그녀의 회사는 시티와이어
(Citywire)가 뽑은 100대 어드바이저에 포함되어 영국 재정 상담 커뮤니티에서 
뛰어난 성취를 인정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뱅크스의 목표는 MDRT의 혜택을 
세계의 상담가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녀는 각지를 돌아다니며 윤리적인 재무 
영업과 업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뱅크스는 MDRT 재단의 활동적인 
자원봉사자로서, 다이아몬드 기사(Diamond Knight status) 위치에 올랐으며, 
진행성핵상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PSP)와 싸우는PSP 협회
(PSP Association)를 도운 공로를 인정 받아 ‘퀄리티 오브 라이프 어워드(Quality 
of Life Award)’를 수상하였습니다.

MDRT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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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내쉬빌의 브라이언 D. 헥컷(Brian D. Heckert, CLU, 
ChFC)은MDRT집행위원회의 제2부회장입니다. COT 7회, TOT 7회를 달성한
MDRT 26년차 회원입니다. 그는MDRT 재단의 리전 오브 아너 엑스칼리버 기사
(Legion of Honor Excalibur Knight)이며 이너 서클 소사이어티(Inner Circle 
Society)의 일원입니다. 원탁회의에서 그는 다수의 MDRT 위원회와 태스크포스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3년간 MDRT 재단이사회에서 일하고 디비전 부회장을 
3회 역임하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헥컷은 일리노이주 남부의 
재무설계회사 ‘파이낸셜 솔루션 미드웨스트(Financial Solutions Midwest, 
LLC)’의 설립자이며 임원으로서 독창적인 은퇴설계와 수입분배설계에 주력해 
왔습니다. 1985년 이래로 독창적인 은퇴설계와 수입분배설계에 주력해 온 그는, 
업계 연사로도 자주 등장하며 수많은 비즈니스, 업계, 협회 출판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콩코드의 마크 J. 한나(Mark J. Hanna, CLU, 
ChFC)는 MDRT의 사무국장입니다. 26년차 MDRT 회원인 그는 COT 3
회와TOT 15회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MDRT재단의 로열 오더 엑스칼리버 
기사(Royal Order Excalibur Knight)이며, 이너 서클 소사이어티(Inner Circle 
Society)의 일원입니다. 그는 세계 인적자원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직원 
복리후생 자문 및 관리 회사인 한나 글로벌솔루션(Hanna Global Solutions)
의CEO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위원회와 태스크포스에서 일하고, 두 번의 
MDRT 연차총회, 경험회와 TOT 연차총회에서 강연을 맡는 등 MDRT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2007 TOT 디비전 부회장, 2013 Big Life
를 위한 태스크포스 의장, 커넥션 존을 만들었던 2012 이그지비트 태스크포스
(Exhibits Task Force) 의장을 역임하며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정 
서비스 업계의 35년차 노장 한나가 업계에서 이룬 직업적 성취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ociety of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s의 골든게이트
(Golden Gate) 지부와 이스트베이(East Bay) 지부 양쪽의 회장, 전미 보험 및 
재정 상담가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and Financial Advisors; 
NAIFA)—샌프란시스코 회장, Society of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s과
NAIFA—캘리포니아의 전미 이사 등 다수의 지역, 주 및 전국 이사회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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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개요
6월 7일 토요일

오전11시 – 오후5시 MDRT 스토어 오픈

오전11시 – 오후 6시          등록 시작

오전11시 – 오후 1시 사전 워크숍: 광고를 넘어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관계 맺고,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기 
강연자: 그레엄 코드링턴(Graeme Codrington, DBA) (사전지불 티켓 행사)   

오후1시 30분 – 3시 30분 사전 워크숍: 트러스트 엣지 90일 퀵플랜 (The Trust Edge 90 Day Quick Plan) 
강연자: 데이비드 호사저(David Horsager)(사전지불 티켓 행사)  

오후4시 30분 – 5시 30분 PGA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오후6시 – 7시 30분 엑스칼리버 리셉션 (MDRT 재단 엑스칼리버 소사이어티 회원 및 2014 이너 서클 
소사이어티 기부자. 초청자에 한함) 

6월8일 일요일

오전7시30분 – 오후 7시 등록 시작

오전7시45분 – 10시           커넥션 존의 TOT커넥트 세션(모든 등록 참가자 참석 가능)

오전10시 – 오후5시  커넥션 존 오픈

오전10시 – 오후 5시 MDRT 스토어 오픈

오전11시 – 오후1시30분 COT와TOT프로그램 및 리셉션(2014 COT와TOT회원에 한함)

오후4시30분 – 6시 최초의 경험(최초참가자에 한함)

오후7시30분 – 9시30분 환영 리셉션

6월9일 월요일

오전6시– 6시45분 특별 이벤트: 줌바

오전7시 – 오후4시 등록 시작

오전8시 – 11시 30분        주 강연

오전11시30분 – 오후 5시30분 커넥션 존 오픈

오전11시30분 – 오후 5시30분 MDRT 스토어 오픈

오후 12시 – 오후 1시30분 특별 강연: 세대별 판매 및 마케팅 
강연자: 세스매티슨(Seth Mattison) (사전지불 티켓 행사)  

오후2시–5시 개별강연

오후4시30분 – 5시30분 4반세기 클럽(초청자에 한함)

오후5시15분 특별 행사: 도시 투어 (티켓 행사)  

오후5시30분 – 6시30분 TOT리셉션 (초청자에 한함)

오후6시45분 특별 행사: 블루제이 야구 경기 (티켓 행사)   

오후7시 – 9시 MDRT뒷풀이 리셉션(초청자에 한함)

Prepaid tick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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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화요일

오전6시– 6시45분 특별 이벤트: 필라테스

오전6시– 7시15분 특별 강연: 브레인 워크: 최대 실적을 위한 두뇌 기반 접근 
강연자: 하이디 한나(Heidi Hanna, Ph.D.) (사전지불 티켓 행사)  

오전7시 – 오후 4시 등록 시작

오전8시 – 11시30분         주 강연

오전11시30분 – 오후 5시30분 커넥션 존 오픈

오전11시30분 – 오후 5시30분 MDRT 스토어 오픈

오후 12시 – 오후 1시30분 특별 강연: 위대한 이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강연자: 돈 예거(Don Yaeger) (사전지불 티켓 행사)  

오후2시– 5시 개별강연

오후4시30분 – 5시30분 4반세기 클럽(초청자에 한함)

오후5시15분 특별 행사: 도시 투어 (티켓 행사)  

오후5시30분 – 6시30분 TOT리셉션 (초청자에 한함)

오후5시30분 – 7시30분 특별 행사: 맥주 시음회 (티켓 행사)   

6월11일 수요일

오전6시– 6시45분 특별 이벤트: 요가

오전7시 – 오후 2시 등록 시작

오전7시 – 오후 6시              통역 헤드셋 부스 오픈

오전9시– 11시30분 개별강연

오전9시30분 – 10시30분 4반세기 클럽 (초청자에 한함)

오전9시30분 – 오후 1시30분 MDRT 스토어 오픈

오후1시30분 – 5시 주 강연

오후3시 – 5시30분 MDRT 스토어 오픈

오후8시– 10시30분 MDRT 갓 탤런트(MDRT’s Got Talent!) 행사와 함께 하는 폐회 축하 파티 (티켓 행사)

주 강연, 환영리셉션, ‘MDRT갓 탤런트!(MDRT’s Got Talent!)’ 행사와 함께 하는 폐회 축하 파티 
등 모든 세션과 행사 입장 시 회원님들의 공식 이름 배지가 필요합니다. 티켓이 필요한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책자의 정보는 출판 시 정확합니다. 프로그램이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현장에서 배포되는 등록키트에서 수정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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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행사
다음의 특별 행사에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 후 질문이 있다면,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200레벨의 등록장소에 
있는 ‘트래블 비전 솔루션(Travel Vision Solutions)’ 부스를 찾아 주십시오.

6월 9일 월요일

토론토 블루제이 대 미네소타 트윈스  
오후 6시 45분 – 10시 | 경기 시작 시간: 오후 7시 07분

토론토 블루제이와 미네소타 트윈스 간의 경기를 즐기십시오. 로저스 센터(Rogers Centre)의 야외 레스토랑  
‘사이트라인즈 카버리(Sightlines Carvery)’에서의 저녁 식사가 포함됩니다. 

6월 10일 화요일

비어 Academy (Beer Academy)에서 맥주 시음회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 

이 행사에서는 고품격 식사와 함께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양조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6월 9일 월요일, 6월 10일 화요일

물, 공중, 대지와 함께 느끼는 토론토     
오후 5시 15분 – 11시 30분 

토론토 아일랜드(Toronto Islands) 크루즈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CN타워에서의 만찬을 즐기고, 생기 넘치는 도심 
관광으로 저녁 시간을 마무리하여, 토론토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밤이 오는 나이아가라

Niagara de Noche   
오후 5시 15분 – 12시(자정)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떠나 보십시오. 쉐라톤 온 더 폴스(Sheraton on The Falls) 호텔에서의 만찬으로 시작해, 
나이아가라 혼블로워 크루즈 (Niagara Hornblower Cruises)의 쌍동선에 올라 폭포의 야경을 감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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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 오후 5시

MDRT 스토어

MTCC – 홀 C
오전 11시 – 오후 6시 

등록 및 통역 헤드셋

MTCC – 200레벨 등록 장소 
오전 11시 – 오후 1시

사전 워크숍: 광고를 넘어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관계 맺고, 비즈

니스를 변화시키기 *     

그레엄 코드링턴(Graeme Codrington, DBA) / MTCC – 컨스티튜션 홀 
105(Constitution Hall 105)
그래엄 코드링턴은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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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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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션에는 동시 통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사전 워크숍: 트러스트 엣지 90일 퀵플랜(The Trust Edge 90 Day Quick 
Plan*)
데이비드 호사저(David Horsager)/ MTCC – 컨스티튜션 홀 105(Constitution 
Hall 105)     
호사저는 신뢰의 결정적인 영향력(– 참된 성공의 기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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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션에는 동시 통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PGA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MTCC – 컨스티튜션 홀 107(Constitution Hall 107)
PGA 자원봉사자는 모두 이 유익한 행사에 꼭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회장 미쉘 L. 호슬리(Michelle L. Hoesly, CLU, 
ChFC)와 PGA 디비전 부회장 데이비드 윌슨(David Wilson, CLU)이 전체 자원봉사자들 앞에서 간략한 연설 시간을 
가진 후, 각자의 태스크포스와 함께 팀별 세션이 있습니다. 팀별 세션에서는, 디렉터와 부 디렉터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배치와 평가에 사용될 자원봉사자 양식을 작성할 것입니다. 

오후 6시– 7시 30분 

엑스칼리버 리셉션 (MDRT 재단 엑스칼리버 소사이어티 회원 및 2014 이너 서클 
소사이어티 기부자 초청자에 한함)
페어몬트 로열 요크(Fairmont Royal York) – Library & York Rooms 

6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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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등록 및 통역 헤드셋

MTCC – 200레벨 등록 장소 

오전 7시 45분 – 10시

커넥션 존의 TOT 커넥트 
MTCC – 홀 C

오전 10시 – 오후 5시

MDRT 스토어 
MTCC – 홀 C  

회의 기간 동안의 ConneXion Zone 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커넥션 존   
MTCC – 홀 C 
커넥션 존 책자에서 세션 일정과 강연자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오전 11시  – 오후 1시 30분 

COT와 TOT 프로그램 및 리셉션

이번 행사는 2014년 COT(Court of the Table) 및 TOT(Top of the Table) 회원에 한합니다.

11 a.m. – 12:30 p.m.

오전 11시 – 오후 12시 30분 
케빈 개스켈(Kevin Gaskell) / 로이톰슨 홀(Roy Thomson Hall) - 극장
동시대 최고의 유능한 리더로 손꼽히는 개스켈은, 세계적인 톱 브랜드 세 개를 성공의 새로운 레벨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비즈니스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방법과 기술을 공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경험을 활용합니다. 

6월 8일 일요일

 Name Pod # Date  Session Time  Title

Jeong Hoon Choi Technology Zone 6/8/2014 3:00 pm ‐ 3:45 pm 엑셀시뮬레이션을활용한상품소개

Seung Chul Jeon 2 6/8/2014 1:20 pm ‐ 1:35 pm 단10분 안에 설득하는 비결

Doo Hyun Kim 3 6/8/2014 2:20 pm ‐ 2:35 pm 10통의 전화와 일간 활동 관리

Jong Soo Lee 2 6/9/2014 4:10 pm ‐ 4:25 pm 기업의 이해

Dong Ho Park 1 6/9/2014 12:50 pm ‐ 1:05 pm 롱런으로 가는 고객 관리 
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솔루션 조사에 집중하기

Sung Man Park Great Conversations 6/9/2014 2:30 pm ‐ 3:15 pm 평범에서탁월함으로

Seok Youn Chung 3 6/10/2014 2:10 pm ‐ 2:25 pm 지역 세일즈

Sim Soon Yang 3 6/10/2014 12:50 pm ‐ 1:05 pm 모든 일에 열정을 가져라! 고난을 즐겨라! 보험을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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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2시30분 – 1시 30분

리셉션/ 로이톰슨 홀 – 로비

오후 4시 30분 – 6시

최초의 경험 
패싱 존/ 로이톰슨 홀 – 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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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라, 가장 색다르고 재미난 물건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함께 일하는 방법을 시범 보입니다.
이번 무료 행사는 2014년 연차총회에 처음 참석하는 분들에게 개방됩니다.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MTCC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 남측 건물 전시 홀 G
연차총회의 개회 환영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컬러와 조명의 세상"은 올해 여러분이 전 세계 친구, 동료들과 함께 하는 파
티의 테마입니다. 2014년 연차총회가 시작되면 MDRT 회원 밴드가 음악을 들려주고 박자를 맞추는 진풍경이 또 다시 펼
쳐집니다.

명찰끈에 달린 무료 음료 티켓을 잊지 말고 챙겨 오십시오. 스낵이 제공됩니다.

참고: 브렘너 거리에서 사우스 빌딩으로 들어가거나, 다리 건너 노스 빌딩부터 사우스 빌딩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십시오.

MDRT는 책임 있는 음주 정책을 지지하므로 모든 MDRT 후원 환영회에는 다양한 무알코올
음료가 제공됩니다. 21세 미만에게는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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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 6시 45분

특별 행사: 줌바 

페어몬트 로열 요크(Fairmont Royal York) – 튜더(Tudor) 7/8
연차총회 기간 동안 운동 강습에 빠져야 하나요? 참가자들을 위하여, 매일 아침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MDRT 회원 전용 
운동 강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리는 선착순입니다.

오전 7 시 – 오후 4시

등록 및 통역 헤드셋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 200레벨 등록 장소 

오전 8시 – 11시 30분

주 강연

MTCC – 홀 AB/ 출입문 개방: 오전 7시 15분/행사 시작: 오전 7시 30분
주재자: 미쉘 L. 호슬리(Michelle L. Hoesly, CLU, ChFC),  

D. 스콧 브렌넌( D. Scott Brennan)

개회식

기 게양식 

회고의 시간 마이클 호슬리(Michael Hoesly)

당신의 총명함을 놓아주라 사이먼 베일리(Simon Bailey)

나를 기억해요 멜리나 아마푸르(Melina Ahmadpour)

놀랍고 즐거운 캐린 벅스먼(KarynBuxman, RN, MSN)

휴식 (20분) 제 시간에 자리로 돌아와 소중한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갈을 보석으로 미쉘 L. 호슬리(Michelle L. Hoesly, CLU, ChFC)

짤막한 메시지로 큰 영향력을 테리 조딘(Terri Sjodin)

중국으로, 그리고 복귀 도널드 F. 화이트 주니어(Donald F. White Jr., CLU, ChFC)

막대 사탕의 시간 드루 더들리(Drew Dudley)

6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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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커넥션 존 및 MDRT 스토어 
MTCC – 홀 C

오후 12시 – 오후 1시 30분

특별 강연:  세대별 판매 및 마케팅*      

세스 매티슨(Seth Mattison) / 인터컨티넨탈 호텔(InterContinental Hotel) –  
볼룸
시장은 점차 더 분할되고 있으며, 한 가지 사이즈로는 모든 고객에게 적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전통주의자, 베이비붐 세대, X 세대, 밀레니얼 세대의 선호도와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소통하기 위해 마케터와 
세일즈맨들이 알아야 할 주요 쟁점을 다룹니다. 새로운 판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적인 당신의 
접근법에 세대를 보는 렌즈를 더함으로써, 더욱 임팩트 있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가 포함되며, 정오에 시작되어 오후 12시 30분에 신속히 종료됩니다.

    개별강연: 오후 2시 – 3시

천 마디 말 (A Thousand Words) 
앤서니 매튜스 존스(Anthony Matthews Jones) / 행사 장소: 메트로 토론토 컨벤
션 센터 – 극장 102(Theatre 102)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잠재고객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능력입니다. 우리 직업의 가장 
어려운 면은, 고객 스스로 그것을 깨닫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스는 더 효과적이며 창조적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장의 사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각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연필을 들고 
오십시오. 경험이 많든 적든 모든 상담가들에게 알맞은 특색 있는 세션을 맛보십시오.

    세일즈 아이디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유일한 한계는 시야의 한계 (The Only Limits Are Those of Vision) 
앨런 챔버스(Alan Chambers, MBE) / 행사 장소: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  
컨스티튜션 홀 107
영하로 뚝 떨어지는 추위와 싸우며100 킬로그램에 이르는 짐을 끌면서,  극지 탐험가 챔버스와 그의 팀원들은 캐나다에서 
북극까지 얼어붙은 바다를 가로질러 1,000  킬로미터 이상 걸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수년의 계획과 훈련, 그리고 11 번이나 되돌아 온 끝에 그들은 성공하였습니다. 자기 신뢰, 그리고 
성공하는 데에는 ‘오래 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라는 믿음의 위력에 대해 그와 이야기 나눠 보십시오. 그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가 직장과 일상 생활, 그리고 미래의 모든 면에서 새겨 볼 만 합니다. 

    전인격적 인간    광동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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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 3시 30분

휴식

오후 3시  – 3시 30분 

기분전환 휴식

Fairmont Royal York–Tudor 7/8 / MTCC – 201D
총회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볼까요?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개별강연들 사이에 마련된 기분전환 휴식 시간을 이용해 
보십시오. 전문 요가 강사가 지도하는 기분전환 휴식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의자를 이용한 운동으로 스스로를 
재충전하여, 남은 시간 동안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페어몬트 로열 요크(Fairmont Royal York) – 튜더 
7/8(Tudor 7/8)과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201D호실 두 곳에 행사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의: 특별한 복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오십시오.  자리는 선착순입니다..

    개별강연: 오후 3시 30분 – 5시 

남들은 안 하는, 최고 실적의 상담가만 하는 10 가지 행동  
(10 Things Top-Performing Advisors Do That Others Don’t)
조지 하트먼(George Hartman, MBA) / 행사 장소: MTCC – 컨스티튜션 홀 107
오늘날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담가들은 – 때로는 아주 힘들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정말 뛰어난 영업을 
구축하는 데에는 세일즈 기술이나 마케팅 솜씨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략에서 전술까지, 하트먼은 
성공적인 상담 영업 구축에 필요한 것을 규정하고, 최고와 나머지를 차별화하는 10 가지 활동의 실행 방법을 알려 줍니다. 

    영업 관리    광동어    한국어

현명한 충고: 토니 고든과의 대화  
(Sage Advice: A Conversation with Tony Gordon)
토니 고든(Tony Gordon) / 행사 장소: MTCC – 컨스티튜션 홀 106
37년차 업계의 전설인 고든이 오늘날의 기술을 이용하여, 이메일로 오는 질문과 세션 진행자 제니퍼 A. 보리슬로우
(Jennifer A. Borislow, CLU)가 던지는 질문에 대답하며 전세계 MDRT 회원들과 대화합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진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토론과 유머를 즐기고, 소중한 메시지를 많이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 아이디어    일본어   한국어    스페인어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4반세기 클럽 (4반세기 클럽 회원 전용)  
인터컨티넨탈 호텔– 볼룸

오후 5시 30분 – 6시 30분

TOT 리셉션(TOT 회원 전용)
페어몬트 로열 요크(Fairmont Royal York)  – Upper Canada Room, 19th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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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 6시 45분

특별 행사: 필라테스 

페어몬트 로열 요크(Fairmont Royal York) – 튜더(Tudor)  7/8

오전 6시 – 7시 15분

특별 강연: 브레인 워크: 최대 실적을 위한 두뇌 기반 접근  
(BrainWorks: A Brain-Based Approach for Optimal Performance)     

강연자: 하이디 한나(Heidi Hanna, Ph.D.) /인터컨티넨탈 호텔 – 볼룸
시간과 에너지 요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우리는 멀티태스킹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창의력과 전반적인 업무 능력도 저하시킵니다. 현재에 알맞게 에너지와 실적을 최대화하고, 나이가 
들수록 두뇌가 건강해지는 전략들을 간단히 배워 보십시오. 

아침 식사가 포함되며, 오전 6시에 시작되어 오전 6시 30분에 신속히 종료됩니다.

오전 7 시 – 오후 4시

등록 및 통역 헤드셋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 200레벨 등록 장소 

오전 8시 – 11시 30분

주 강연

MTCC – 홀 AB / 출입문 개방: 오전 7시 15분/행사 시작: 오전 7시 30분
주재자 브라이언 D. 헥컷(Brian D. Heckert, CLU, ChFC),  

마크 J. 한나(Mark J. Hanna, CLU, ChFC)
1미래의 상담가  마이클 월쉬(Michael Walsh)
2행동하는 동정심 아만다 린다우트(Amanda Lindhout)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 대런 W. 울머(Darren W. Ulmer, CHS)
3열정, 인내 그리고 푸치니 대릴 러브그로브(Darryl Lovegrove)

휴식 (20분) 제 시간에 자리로 돌아와 소중한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십시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휴식 시간 종료 시까지 자리에 없는 참가자는 발표가 끝날 때까지 
(약 4분간) 주 강연장 밖에 있어야 합니다. 

비행사 (The Pilot) 캐롤라인 A. 뱅크스(Caroline A. Banks, APFS)

떠들기 론 루카스(Ronn Lucas)

탁월함의 정수 존 스펜스(John Spence)

떨림을 끌어안으며 필 핸슨(Phil Hansen)

1프레젠테이션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2015년 6월 10일까지 MDRT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프레젠테이션 녹화/녹음물의 판매는 프레젠테이션 당일에 한함. 
3저작권의 이유로 본 강연의 음악 부분은 구매 가능하게 녹음되지 않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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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커넥션 존 및 MDRT 스토어 
MTCC – 홀 C

오후 12시 – 오후 1시30분 

특별 강연: 위대한 이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What Makes the 
Great Ones Great)     

강연자: 돈 예거(Don Yaeger) /:인터컨티넨탈 호텔 – 볼룸
오랜 기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ports Illustrated)의 부 에디터로 있으면서 돈 예거(Don Yaeger)는 우리 세대 
최고의 승리자들과 함께 맨 앞 자리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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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직업적으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점심 식사가 포함되며, 정오에 시작되어 오후 12시 30분에 신속히 종료됩니다.

    개별강연 오후 2시 – 3시

10년 안에 10배 성장하기 (Grow 10x in 10 Years)
존 마이클 어거스틴(John Michael Augustine, CLU, ChFC) /  
행사 장소: MTCC – 극장 102(Theatre 102)
만약 당신만의 독특한 브랜드를 인식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를 구축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놓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과 목표를 확실히 함으로써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워, 가치관을 공유하는 이들과 연결을 
가져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와 일할 때 가장 ‘즐겁습니까’? 내게도 만족스럽게 비즈니스를 구축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더 많은 가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의 단계를 따르면, 고객과 더 심도 있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업상 동료, 가족,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케팅    한국어    북경어    스페인어  

판매 이전의 판매 (The Sale Before the Sale)
필 에반스(Phil Evans) / 행사 장소: 페어몬트 로열 요크(Fairmont Royal York) – 
캐나디언룸(Canadian Room)
매력적이고 활기차며 유머 넘치게! 검증되고 다양한 에반스의 방법을 이용하여, 고객 신뢰를 쌓고,  수익성 높은 직업적 
관계를 구축하며, 가치 높은 인상을 만들어 냅니다. 전세계 다양한 경력을 가진 금융 전문가들이 이 기술을 씀으로써, 
꾸준하고 튼튼한 리퍼럴을 이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 아이디어    광동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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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 3시 30분

휴식

오후 3시  – 3시 30분

기분전환 휴식  
Fairmont Royal York–Tudor 7/8 / MTCC – 201D
총회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볼까요?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개별강연들 사이에 마련된 기분전환 휴식 시간을 이용해 
보십시오. 전문 요가 강사가 지도하는 기분전환 휴식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의자를 이용한 운동으로 스스로를 
재충전하여, 남은 시간 동안 활기차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페어몬트 로열 요크(Fairmont Royal York) –  
튜더 7/8(Tudor 7/8)과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201D호실 두 곳에 행사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의: 특별한 복장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오십시오.  자리는 선착순입니다.

    개별강연: 오후 3시 30분 – 4시 30분

한국어 세션: 의사에게 마케팅하기 (Marketing to Doctors)
김유성(You Sung Kim) / 행사 장소: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 104   
호(Room 104 ) 
상담가들이 고소득 직업군 시장에 들어설 때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집단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Kim)이 권하는 바에 따르면, 특히 의사들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의사들의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
다는 먼저 자신이 마음을 여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가는 의사들을 사업상의 목표로 보기 이전에, 알아 가고 존중해야 할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시작점을 발판 삼아, 김(Kim)과 함께 수익성 좋은 고소득자 시장에 뚫고 들어갈 계획을 잡아 
나가십시오. 

글로벌, 마케팅   광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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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강연: 오후 3시 30분 – 5시 

지연 행동 극복하고 생산성 최대화하기 (Conquer Procrastination and 
Optimize Your Productivity)
닐 A. 피오레(Neil A. Fiore, Ph.D.) / 행사 장소: 페어몬트 로열 요크 
(Fairmont Royal York) – 캐나디언룸(Canadian Room) 
지연 행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실체를 바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이나 완성 단계에 
있는 부담스럽거나 지루한 일에 대처하려 시도한 자기 나름의 해결책을 말입니다. 이 틀을 이용하여 피오레는, 모든 지연 
행동에 대해 네 가지 요점으로 정리한 종합적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입니다. 네 가지 요점은, 그 뿌리를 밝혀내기, 생산성으
로 가는 블록 규정하기, 프로듀서들의 언어와 습관, 최대 생산성 성취 방법입니다. 피오레와 함께 지금 시작한다면, 지연 
행동의 습관을 영원히 뒤로 할 수 있습니다. 

전인격적 인간    일본어    한국어    북경어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4반세기 클럽 (4반세기 클럽 회원 전용)   
인터컨티넨탈 호텔– 볼룸

오후 5시 30분 – 6시 30분.

TOT 리셉션(TOT 회원 전용)  
페어몬트 로열 요크(Fairmont Royal York)  – Upper Canada Room, 19th Fl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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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 6시 45분

특별 행사: 요가  
페어몬트 로열 요크(Fairmont Royal York) – 튜더(Tudor) 7/8

오전 7 시 – 오후 2시

등록   
MTCC – 200레벨 등록 장소 

오전 7 시 – 오후 6시

동시 통역 헤드셋 부스  
MTCC – 200레벨 등록 장소 

아이디어 교환회  
본 인터랙티브 세션의 참가자들은 실적 향상을 돕고 직업적, 개인적 향상을 가능하
게 한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특정 언어로 여섯 개의 동시 세션이 진행됩니다.

김광익(Kwang-Ik (John)Kim)
아이디어 교환회 - 한국어
행사 장소:  페어몬트 로열 요크 – 콘서트 홀

     개별강연: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과거보다 큽니까?   
Is Your Future Bigger Than Your Past?
짐 S. 포비스(Jim S. Forbis, CLU, ChFC) / 행사 장소: MTCC – 컨스티튜션 홀 107
포비스가 말하는 ‘재정 안전성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쌓기 블록’들을 이용해, 강점, 약점, 두려움, 기회를 규명하면서 당신의 
영업을 평가하고, 강점에 집중하고 다른 능숙한 이들에게 ‘약점 분야는 넘겨주면서’ 더 큰 미래를 위한 계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서비스 관계로부터 고객 흐름을 유지하는 충실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극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무리들과 당신을 차별화하고, 당신이 서비스하는 모든 이가 맨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업 관리    일본어    한국어   

6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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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의 12가지 P: 36,37년차 TOT 만들기- 그리고 다른 해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The 12 P’s of Performance: Making Top of the Table 36/37 Years — and 
What Happened to the Other Year)
브루스 W. 에더링턴(Bruce W. Etherington, CLU, ChFC) / 행사 장소: MTCC – 
극장 102(Theatre 102)
TOT 장기 회원 에더링턴을 만나 보십시오. MDRT에 속했던 37년 중 36번 TOT를 달성한 12가지 성공 비결, 그리고 딱 한 해 
TOT를 놓친 이유를 소개합니다. 

판매 아이디어    광동어    한국어     북경어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4반세기 클럽 (4반세기 클럽 회원 전용) 
인터컨티넨탈 호텔– 볼룸

오전 9시 30분 – 오후 1시 30분

MDRT 스토어

MTCC – 홀 C

오후 1시 30분 – 5시

주 강연

MTCC – 홀 AB/ 출입문 개방: 오후 12시 45분/행사 시작: 오후 1시 

주재자 캐롤라인 A. 뱅크스(Caroline A. Banks, APFS),  
미쉘 L. 호슬리(Michelle L. Hoesly, CLU, ChFC) 

챔피언의 강령 로스 번스타인(Ross Bernstein) 

앞으로 넘어지기 맥 드라이든(Mack Dryden)

사랑이 담긴 행동 브렌트 R. 킴벌(Brent R. Kimball, CFP, ChFC)

플러그 인 (Plug In) 제임스 D. 피트먼(James D. Pittman, CLU, CFP)

시프트 (The Shift) 데이비드 애브린(David Avrin)

휴식 (20분) 제 시간에 자리로 돌아와 소중한 프로그램을 놓치지 마십시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휴식 시간 종료 시까지 자리에 없는 참가자는 발표가 끝날 때까지 
(약 4분간) 주 강연장 밖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라 (Keep It Simple) 조지 시거슨(George Sigurdson)

더 많이 알자! 관계 샘 릭터(Sam Richter)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알렉스 쉰(Alex Sh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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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5시 30분

MDRT 스토어
MTCC  – 홀 C

오후 8시– 10시 30분

MDRT 갓 탤런트(MDRT’s Got Talent!) 행사와 함께 하는 폐회 축하 파티 
MTCC – 홀 AB

2014 MDRT연차총회의 끝이 다가옵니다. 친구들과 즐거운 축하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MDRT 동료들을 응원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경연 참가자가 ‘2014 MDRT갓 탤런트(MDRT’s Got Talent)’의 우승자가 되도록 투표하십시오!

오후 8시 입장

오후 8시 30분~9시 15분 MDRT 장기 자랑!

오후 9시 15분~10시 30분 라이브 음악과 댄스 파티 시작

MDRT는 책임 있는 음주 정책을 지지하므로 모든 MDRT 후원 환영회에는 다양한 무알코올 음료가 제공됩니다. 21세 
미만에게는 알코올 음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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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를잃어버리지마세요!
배지 재발급에는 미화 995달러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배지는 행사 등록을 증명하는 소중한 자산이므로 여권과 
같이 소중히 다루기 바랍니다. 배지가 잘못되었거나 
분실하신 경우,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200레벨에 
위치한 현장 등록 카운터를 방문해 주십시오.

오디오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2014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2014 MDRT 회원은 2014 
연차총회의 개별강연 및 특별 강연 녹음자료를 온라인으로 
듣거나 MP3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기기
오디오 녹음, 비디오 녹화, 사진 촬영은 주 강연을 포함한 
모든 세션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연자와 다른 
참석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강연 중 소리를 내는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세션 
도중 핸드폰을 받는 것은 무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처치/긴급상황지원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호텔 직원을 부르거나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203C호실 옆, 204호실 뒤쪽 구역에 
위치한 응급 처치실로 가십시오.

최초참가자(FTA) 부스
MDRT 연차총회에 처음 참석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200레벨의 등록장소에 있는 최초 
참가자 부스를 꼭 방문해 보십시오. 놓치지 말아야 할 행사 
정보를 비롯하여 연차총회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동료 회원들이 직접 가르쳐 드립니다. 본 부스는 
토요일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개방됩니다.

단체 사진 서비스
단체 사진 촬영을 원하시면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203B호실에 위치한 MDRT 프레스룸의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연차총회 공식 사진사들도 본 양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개요에 맞게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사진에 대한 특별 요청은 사진사와 여러분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MDRT는 참석 회원들이 단체사진을 지역홍보에 
활용하기를 장려합니다. 단체 사진 촬영장은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에스컬레이터 하단부 100레벨에있습니다.

일반 정보

입장: 배지 및 티켓
이름 배지: 주 강연, 환영 리셉션, 수요일의 폐회 축하 파티 
등 모든 세션과 행사 입장 시 배지가 필요합니다(티켓이 
함께 필요한 행사도 있음). 최초 참석자는 녹색 배지를 
부착하게 됩니다. 따뜻하게 환영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티켓: COT와 TOT프로그램 및 조찬과 오찬이 포함된 
특별 강연에 참가하려면 티켓이 필요합니다. 미리 등록한 
회원들은 배지에 부착하는 이 티켓을 등록 정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티켓을 분실하면 재발급되지 않으며, 세션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티켓을 현장 구매 할 수 없습니다. 
개별강연에는 티켓이 필요하지 않으나, 선착순으로 
착석하므로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토 정보 및 레스토랑 예약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Metro Toronto Convention 
Centre) 200레벨의 등록 장소에 위치한 토론토 게스트 
서비스 데스크(Toronto Guest Services Desk)에서 
토론토에 관한 정보, 도시 지도, 레스토랑 예약 안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어 / 특별행사
MDRT에서는 저녁은 자유시간으로 남겨 두어, 동료들과 
좀더 교류하고, 친구들과 외부로 나가 투어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MDRT는 ‘비전 트래블 솔루션(Vision Travel 
Solutions)’과 계약을 맺어, 토론토의 면면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투어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200레벨의 등록장소에 위치한 부스는 
등록 시간 동안 열려 있습니다. 

ConneXionZone® 
커넥션 존
MDRT커넥션 존은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홀C에 
위치합니다. 3일 간의 코스에서 후원자 및 전시참가자들과 
교류하고, 신기술을 시도해보며, 200개 이상의 세션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커넥션 존 책자에서 다음의 정보를 
얻으십시오.
• 의제
• 층별 배치
• 주제와 강연자를 포함한 강연 일정
• 후원자와 전시참가자 목록

사진 이미지 사용에 대한 동의
MDRT 연차총회 및 기타 활동에 등록하고 참석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MDRT가 행사 및 활동의 사진, 비디오테이프, 
전자복제, 녹음기록에 등록자 또는 참석자의 이미지나 
음성을 (현재와 미래에) 사용, 배포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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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선택사항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는 한정된 메뉴를 갖춘 
구내매점이 있습니다.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는 시설 
내부에서 푸드 서비스에 관한 독점권을 갖습니다. 외부 
음식이나 음료 반입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걸어갈 만한 
거리에 식당가가 많이 있으며, 가판대 역시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컨티넨탈(InterContinental)에서도 특정 시간대에 
현금판매(cash and carry) 옵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강연
주 강연은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홀 AB에서 월요일 
아침에 시작됩니다. 입장을 위해서는 2014 MDRT 연차총회 
공식 배지가 필요하며, 좌석은 선착순입니다. 출입문은 
강연 시작 45분 전에 열립니다. 동료 참석자들을 배려하여 
자리를 맡지 마십시오. 주 강연에는 음식 및 음료 반입, 흡연, 
핸드폰 사용, 사진 촬영,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거나 무음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연사의 프레젠테이션 도중 핸드폰을 사용하는 
무례한 행위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 강연 일정:

6월9일(월요일) 오전 8시 – 11시 30분

6월 10일(화요일) 오전 8시 – 11시 30분

6월 11일(수요일) 오후 1시 30분 – 5시

인쇄물
MDRT는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행사에서 사용하는 종이의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www.mdrt.org/2014am에서 
온라인으로 인쇄물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숙박
숙소 예약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200레벨에 위치한 등록장소의 숙박 부스에서 해 주십시오.

숙박 부스 운영 시간:

6월7일(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6월8일(일요일) 오전7시 30분 – 오후 7시.

6월9일(월요일) 오전 7시 – 오후 4시.

6월 10일(화요일) 오전 7시 – 오후 4시.

투숙 호텔의 체크아웃 시간과 조기 체크아웃 요금을 꼭 
확인하십시오.

중요한 조세 및 법률 정보
일부 프레젠테이션에는 세금, 법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MDRT는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류,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주 국가, 지역의 세금 및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고객에 대한 새로운 판매 
자료의 이용과 관련하여 거주지역의 보험, 보안 규제 및 
회사의 준수 부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보관소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200레벨에 위치한 
현장등록카운터에 분실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MDRT2014

트위터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연자들과 인맥을 맺고 질문을 할 기회를 가집니다.

음식점에 관한 조언을 구합니다.

트위터로 연계된 오프라인 만남과 그 밖의 특별 
행사를 찾습니다.

관심사가 같은 회원들을 만납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립니다.

#MDRT2014를 검색하여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알아보고 특별 행사와 증정품 정보를 
찾습니다.

MDRT는 트위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희망합니다. 연차총회에 관하
여 트위터를 할 때에는  @MDRTweet
에서 MDRT를 팔로(follow)하거나  
#MDRT2014을 이용해 주십시오. 

트위터 계정을 만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면 
‘MDRTweet Team’ 배지를 부착한 회원을 
찾으십시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도우며 
검색, 시작, 팔로우 방법 등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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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T 재단부스
MDRT 재단은 세계 전역의 MDRT 회원 모두에게 뜻 깊은 
혜택입니다. MDRT 재단을 통하여 돕고자 하는 자선 단체를 
지원하고, 커뮤니티에서 자선 활동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MDRT 연차총회 기간 동안 2014 프로미스 어필(Promise 
Appeal )에 기부하면, 의료적인 도움이 필요한 중국 
어린이들을 돕는 자선 단체‘Love Without Boundaries’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화200달러기부로, 전세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돕는MDRT 재단의 
세계적 후원 프로그램의 후원금에 일조하게 됩니다.www.
mdrtfoundation.org

MDRT 멘토링 프로그램
• 실적을 향상시킵니다.
• 사업 승계자를 양성합니다.
•  신입 프로듀서들이 MDRT 수준의 실적을 달성하도록 
돕습니다.

• 신규시장을 발견합니다.
• 사업에 대한 열정을 새로이 합니다.
• 새로워진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MDRT 스토어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홀C에 위치한 MDRT 
스토어에는 업계 최고의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료들은 
대부분 MDRT 회원이 만든 것으로 커리어에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스토어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재무 서비스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시킬 활용 도구입니다. 고객창출, 판매아이디어, 
거절극복, 계약체결 등 목록별 상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행사안내데스크
모든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200레벨에 위치한 등록 장소에 행사 중앙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차총회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한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MDRT 회원으로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오늘 PGA에 함께해 보십시오!  PGA 
자원봉사자가 되면 행사 경험을 더하고 동료들과 
인맥을 형성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PGA 
자원봉사자는 동료 회원을 환영하고 배지를 확인하며 
참석자들을 통솔하고 그 외 연차총회 기간 중 다른 중요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특별한 MDRT 연차총회의 중요한 
일부가 되십시오. PGA 행사 참여 부스는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의 등록장소에 있습니다.

4반세기 클럽(Quarter Century Club)
25년 이상 된 MDRT 회원들을 위해 특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4반세기 클럽은 인터컨티넨탈호텔 볼룸에 
있습니다(초청자에 한함).

직원 채용
연차총회 기간 및 이와 관련하여 다른 회사의 직원이나 
에이전트를 스카우트하거나 빼내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위반한 개인이나 회사에게는 
연차총회에서 퇴장 조치가 내려집니다.

등록시간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 200레벨의 등록장소에 위치한 
등록데스크는 다음 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6월7일(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6월8일(일요일) 오전7시 30분 – 오후 7시

6월9일(월요일) 오전 7시 – 오후 4시

6월 10일(화요일) 오전 7시 – 오후 4시

6월 11일(수요일) 오전 7시 – 오후 2시

절제된 음주 방침
MDRT의 모든 행사는 만 21세 이상만 참석 가능합니다. 
MDRT는 절제된 음주 방침을 지지함에 따라, MDRT 후원의 
모든 리셉션에서 무알콜성 음료를 메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1세 미만에게는 술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좌석
주 강연의 예약석을 제외하고 모든 강연의 좌석은 
선착순입니다. 동료 참석자들을 배려하여, 자리를 맡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모든 강연 
장소에 개인 소지품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소방규칙에 따라 
개별강연 장소의 수용 인원이 모두 찬 경우 더 이상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강연 입장에 너무 늦게 도착한 경우, MDRT 
및 PGA 자원봉사자들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MDRT 연차총회 참석자는 회의 및 특별 활동에 대한 참여가 자발적이고 선택적이라는 점과 어떤 신체 활동이든 
참여할 경우 부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MDRT 연차총회 참석자는 참여 결과 부상을 당해 클레임, 
비용 또는 경비가 발생해도 MDRT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강연 장소에 남겨진 개인 물품은 안전 요원에게 모두 압수됩니다. 또한, 모든 강연 장소에 
짐은 반입되지 않습니다. 양해와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주의: 외부 단체가 자체 행사를 MDRT 연차총회와 
동시에 후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MDRT는 이러한 
행사를 후원하지 않습니다.MDRT는 프로그램 북에 
나와 있는 행사만을 후원하며,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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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석
주 강연 세션에서 홀 AB의 한 구획은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 중 등록 시 이를 표기한 참석자를 위해 예약된 
공간입니다.

연차총회 행동규범
1. 참석자의 배우자, 가족, 친구는 연차총회 기간 중 
공식적인 MDRT 강연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단, 가족/
배우자 행사 또는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한 행사는 
예외로 한다.

2. 연차총회 자료를 받으려면 모든 회원과 특별 게스트가 
반드시 MDRT 연차총회 등록 카운터에서 등록해야 한다.

3. 연차총회 강연의 참석 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연차총회 이름 배지를 줄 수 없다. 

4. 서명된 참가 계약서의 규정에 의거한 전시참가자 및 기타 
MDRT 집행위원회의 서면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회원과 비회원을 불문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판촉 
행위를 할 수 없다. 

5. MDRT 회원 목록을 제공하는 회원은 멤버십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MDRT의 회원 명부는 어떠한 
상업적 목적이나 기타 이유로 사용 또는 차용되어서는 안 
되며, 일부라도 MDRT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복사되어서는 
안 된다.

6. 연차총회 기간 및 이와 관련하여 다른 회사의 직원 또는 
에이전트를 스카우트하거나 빼내려는 시도를 할 수 없다. 

7. 주 강연을 포함한 연차총회 프레젠테이션을 오디오 녹음, 
비디오 녹화, 사진 촬영 할 수 없다. 

8. MDRT 공식 숙소에서 신용 혜택을 활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호텔에 직접 상의한다.  신용 혜택이 인정 및 
적용된 경우, 연차총회 후 첫 달 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해야 한다.

9. MDRT 스토어에서 물품 대금을 먼저 지불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한 경우에는 배지를 반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이후의 남은 미팅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한 해당 개인과 
사건은 후속 조치를 위해 MDRT 윤리 위원회에 보고되며, 
멤버십이 취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회원들은 집행위원회가 미팅 참석자들의 행동 규정을 위해 
결정하고 발표한 본 행동규범과 윤리강령을 수락하고 따를 
것입니다. 회원들은 공식적인 MDRT 행사 기간 및 이와 
관련하여 공식, 비공식의 모든 강연을 포함한 전 행사에서 
이러한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 통역
2014 MDRT 연차총회의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주 강연 
프레젠테이션과 선별된 개별강연에서 최소 50명 등록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12개 언어에 대하여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바하사 인도네시아어, 중국광동어, 
그리스어, 힌디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표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태국어, 베트남어. 언어별 개별강연은 
광동어, 일본어, 한국어, 북경어,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상세 사항은 일자별 개별강연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상기 요건을 충족한 모든 등록 회원들에게 통역 헤드셋과 
수신기가 제공됩니다. 사전 등록시 동시 통역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차총회 현장에서 등록한 회원들의 경우, 
헤드셋과 수신기의 지급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헤드셋과 수신기를 받으려면 개인 신용카드(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카드)로 미화 400달러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연차총회가 끝나고 장비를 손상 없이 반납하면 
신용카드 전표를 되돌려 받게 되며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통역 서비스는 CSI(Conference Systems Inc.)가 
제공하며, 다음 시간 동안 등록장소 내 서비스 카운터를 
운영합니다.

6월 7일(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6월 8일(일요일) 오전7시 30분 – 오후 7시

6월 9일(월요일) 오전 7시 – 오후 4시

6월 10일(화요일) 오전 7시 – 오후 4시

6월 11일(수요일) 오전 7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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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MDRT 회원들은 항상 MDRT 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협회 위상과 회원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데 
기여할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짐해야 합니다. 이 윤리강령은 
공공의 이익과 더불어 보험 및 재정 서비스 업계에 유익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자신의 직접 또는 간접 이익에 앞서 고객의 이익을 항상 
우선시한다.

2.  전문적 지식,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유지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최고 수준의 전문가적 능력을 유지하며 
고객에게 최고의 자문을 제공한다.

3. 고객과 관련된 모든 사업 및 개인 정보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4. 고객이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제공한다.

5.  보험∙재정 서비스 업계와 MDRT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품위를 유지한다.

6.  보험이나 재정 상품의 계약 대체 시 반드시 고객의 이익을 
고려한다.

7.  영업 중인 해당 국가의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공정 거래 및 법률준수
영리 회사나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 또는 다수의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해 시장이나 
고객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하는 법률, 자료, 장비, 서비스,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계약서나 
합의서를 따르기 위한 논의나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연구 
개발을 제한하거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논의나 활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MDRT는 본 
연차총회 참석 시와 평상시 업무에 있어서 회원들이 항상 
이러한 지침을 생각하고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괴롭힘 방지
MDRT는 모든 면에서 직원, 회원 및 다른 게스트들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든 직원, 회원 
및 게스트가 존중 받고, 성,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 
혈통, 신체 및 정신적 장애, 나이, 성적 지향, 결혼 여부, 
참전 여부, 군복무 여부, 유전 정보와 기타 적용법의 
보호를 받는 특징들에 기초하거나 관련된 모든 형태의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MDRT의 
일관된 정책입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특징을 이유로 적대적,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동이 포함됩니다. 
직원, 회원 또는 게스트의 괴롭힘은 엄격히 금지되며,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이러한 요건을 어기는 개인은 
누구든, 행사장 퇴장, 고용 종료, 멤버십 종료를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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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행사 일정

MDRT 연차총회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2015년 6월 15일-17일 

TOT연차총회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2014년 9월 17일-20일 

MDRT 경험회

홍콩, 

2016년 1월28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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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T®, Million Dollar Round Table®, Top of the Table®, Court of the Table®, MDRT Foundation®, The Premier Association 
of Financial Professionals®, Global Gift Fund®는 모두Million Dollar Round Table®의 등록 상표입니다.

Million Dollar Round Table
325 West Touhy Avenue
Park Ridge, IL 60068 USA
전화: +1 847-692-6378
팩스: +1 847-518-8921
웹사이트: www.mdrt.org
이메일: info@md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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