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RT 회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연차총회를 바탕으로, MDRT 경험회와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전세계의 회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MDRT는 판매 및 
영업운영관리 기법을 공유하여 참가자들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회원들이 
MDRT 회원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본 행사를 통해 MDRT만의 독창적인 에너지와 
즐거움 느껴 보십시오!

데이비드 애브린(DAVID AVRIN) 
애브린은 비저빌러티 코치(The Visibility 
Coach)의 회장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강연자 입니다. 청중들에게 유쾌하고 
인상 깊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많은 
즐거움과 정보를 공유합니다.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애브린은 또한 “당신이 누굴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당신이 
아느냐가 중요합니다!(It’s Not Who You Know, It’s Who 
Knows You)”라는 책을 포함해 세 권의 책을 저술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애브린의 신작 “비저빌러티 마케팅
(Visibility Marketing — The No-Holds-Barred Truth About 
What it Takes to Grab Attention, Build Your Brand and Win 
New Business)”은 2016년 7월 전세계에 발매되었습니다.

빈 장(VINH GIANG) 사업가이자 기업가인 장은20대에 친구 두 명과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Encyclopedia of Magic은 현재 전세계 약 50,000명의 학생에게 마술을 가르칩니다. 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장은 올해의 젊은 기업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람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영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는 사업 성공의 비결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동안 장은 그의 마술을 선보이며 청중을 놀라게 합니다. 인간 심리, 사업과 놀라운 
마술의 세계로 여행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만나 보세요!

존 F. 니콜라스(JOHN F. NICHOLS, MSM, 
CLU) COT 2회, TOT 9회를 달성한 16

년차 MDRT 회원인 니콜라스는 인정 
받는 장애급여 컨설턴트입니다. 그의 
강연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가 제안하는 여섯 단계를 

실행하면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정신적, 
물리적, 영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이 프레젠테이션은 꿈과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영감을 주는 동시에 여러분의 심장과 
정신, 영혼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니콜라스는 2013-2014년 미국보험상담가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and Financial Advisors)의 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7-2011년까지 내이파(NAIFA) 이사회의 
이사로 활동하였습니다. 2007년 내이파-시카고의 리더십 
인 라이프(Leadership in Life)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7년 
MDRT 연차 총회 주 강연에서 니콜라스가 공유하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패리쉬 듀델(MICHAEL 
PARRISH DUDELL) 기조 연설자이자 

기업가인 듀델은 ABC 리얼리티 
쇼의 공식 비즈니스 북인  “샤크 
탱크: 창업하기(Shark Tank Jump 
Start Your Business)”, “샤크 탱크: 

성공의 비밀(Shark Tank Secrets to 
Success)”의 저자입니다. 아마존이 

선정한 비즈니스 분야 Top 3 작가이자, 
IBM이 선정한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를 대변하는 리더”기도 
합니다. MIT, 컬럼비아 등 유명한 대학에서 강연하였으며, 
크래프트(Kraft), 비자(Visa), 로레알(L’Oreal),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등의 세계적인 브랜드들과 
함께 작업하였습니다. 

그는 사업가와 리더들이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새로운 세대와 교류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데이비드 호사저(DAVID HORSAGER, MA, 
CSP) 호사저는 트러스트 에지 리더십 

기관(Trust Edge Leadership Institute)의 
CEO이자, “트러스티드 에지(The Trusted 
Edge)”의 저자입니다. 기업신뢰지수를 
창시했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 

사례 연구 기관인 The Trust Outlook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호사저의 연구 

결과는 패스트 컴퍼니(Fast Company), 포브스
(Forbes),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등 저명한 간행물에 특집으로 
실렸으며, 6개의 대륙에서 페덱스(FedEx), 토요타(Toyota), 
국제기구(global governments), 뉴욕 양키스(New York 
Yankees),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를 
포함한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강연을 선보였습니다.

특별 강연자

and Glob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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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 495 
2017년 6월 29일 – 2017년10월 31일

USD 695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월 31일

USD 795 
2018년 2월 1일 – 2018년2월 10일

2018년 2월 8일 목요일

0900 – 1730 시 등록

1300 – 1600 시 주 강연

1630 – 1730 시 MDRT 회원 전용 강연

1730 – 1830 시 MDRT 회원 전용 리셉션

2018년 2월 9일 금요일

0800 – 1630 hrs 등록

0900 – 1200 시 주 강연

1400 – 1630 시 개별 강연 | 커넥션 존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0700 – 1400 hrs 등록

0900 – 1200 시 주 강연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은 mdrt.org/2018Experience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전화: +65 6411 6684
전자우편: mdrt-experience@mci-group.com

등록 수 추가 무료 등록

100–199 5

200-299 10

300-399 15

400-499 20

500 이상 25

2018 MDRT 경험회 및 글로벌 컨퍼런스는 본 행사를 후원해 주시는 기업에 감사 인사를드립니다. 

강연 소개
프로그램 요약

등록비 및 등록 마감일

DIAMOND SPONSORS PLATINUM SPONSOR SUPPORTED BY

주 강연
주 강연은 모든 참석자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로, 비
회원 및 회원들의 강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
감 및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동시에 많은 아이디어
를 배울 수 있는 강연들을 놓치지 마세요!

개별 강연

개별 강연은 사무실로 복귀하는 즉시 다양하게 활
용 할 수 있는 교육 및 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경력에 상관없이 많은 도
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넥션 존

강연자와 교류하는 강연을 통해 여러분의 기술을 
개선시켜 보세요. 다국어로 제공되며, 짧은 시간 대
비 많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MDRT 회원 전용 특별 프로그램

MDRT회원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프레젠테이션
을 즐겨보세요. 여러분들을 한 차원 높은 성공으로 
이끌어 줍니다.

기업 등록 인센티브

단체로 등록하시는 기업에 한해서 다음
과 같이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드

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