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항
등록관련

2018년 2월 8-10일

태국 방콕

& Global Conference

방콕 국제 무역 센터



2018 년,
MDRT 경험회 및  
글로벌 컨퍼런스 ,

MDRT 소개

1927년 설립된 MDRT협회는 전세계 69여 개국, 500여개 회사에 소속된 회원  
(62,000여명)이 모인 전 세계적인 재정전문가협회®입니다. 보험 및 재정서비스의 

전문가인MDRT 회원들은 뛰어난 전문지식과 직업윤리, 고객서비스를 자랑하며  

전세계 생명보험과 재정서비스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방콕 소개

천사의 도시로 알려진 태국의 수도 방콕은 매력적인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가진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불교 사원들과 이국적인 야생 생태계를 자랑하는 방콕은  

“미소의 나라”라는 명성에 걸맞게 친절한 사람들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 

문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방콕을 배경으로 2018년 MDRT 경험회와 글로벌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참가 자격

MDRT 경험회와 글로벌 컨퍼런스는 2018년 2월 8일자 기준 18세 이상의 모든 MDRT 
회원, 비회원에게 열려 있습니다. MDRT 회원 전용 행사는 2017년 회원 및 2018년 2
월 8일자에 승인된 2018년 MDRT 회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참석시, 함께 

동반한 관계자, 경영자, 배우자, 가족들도 미리 등록하셔야 행사에 함께 참석 하실 수 

있습니다. MDRT 경험회와 글로벌 컨퍼런스 행사 모두 등록 배지를 착용한 경우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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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매우 좋음   l 좋음  
l 평균적임   l 평균 이하임

홍콩에서 개최된  2 016 
M D RT  경험회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

참가 혜택,
전세계 MDRT 회원들이 만들어온 콘텐츠를 

활용하여 MDRT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사업을 성장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기회의 

장입니다. 주 강연의 프레젠테이션에서 

아이디어와 영감을, 개별 강연에서 모범 

사례를 배움과 동시에 MDRT의 혁신적인 

커넥션 존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통찰력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최고 재무 전문가들의 포럼입니다.

0900 –1730  등록

1300 –1600  주 강연

1630 –1730  MDRT 회원 전용 강연

1730 –1830  MDRT 회원 전용 리셉션 

0800 –1630  등록

0900 –1200  주 강연

1400 –1630  개별 강연 | 커넥션 존 

0700 –1400  등록

0900 –1200  주 강연

좋 음

매우  좋 음

평균적임

2 018년  2월  8일 
목요일

2 018년  2월  9일 
금요일 
 
 
  
2 018년  2월  10일 
토요일

평균  
이하임

프로그램 요약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은 mdrt.org/2018experience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mdrt.org/2018experience/2018/index.html


강연자 ,

데 이 비 드  애 브 린 ( D A V I D  A V R I N ,  C S P )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사업 브랜딩 강연자이자 작가인 애브린은 유쾌하고 활기찬 프레젠테이션을 

전세계와 공유해 왔습니다. 비저빌러티 코치(Visibility Coach) 사의 

사장이기도 한 애브린이 경쟁 우위를 인식하는 방법, 브랜딩 메시지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마 이 클  패 리 쉬  듀 델 ( M I C H A E L  P A R R I S H  D U D E L L  )  듀델은 

기업가이자 ABC 리얼리티 쇼의 공식 비즈니스 북이자 베스트셀러인 “샤크 

탱크”의 저자입니다. IBM이 선정, “미국의 밀레니엄 세대를 대변하는 리더”

이기도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새로운 세대와 교류하는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크 리 쉬  다 남 ( K R I S H  D H A N A M )  판매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가이자 경영 관리 코치인 다남이 삶과 일에서 어떻게 최고의 실적을 

내는지 설명합니다. 오랜 경력에 기반한 강연이 젊은 전문가들과  

사업가들에게 성공으로 가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스 콧  버 로 우 ( S C O T T  B U R R O W S )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버로우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동기 부여 강연자인 버로우는 걸림돌을 가능성으로 바꿔 가능성의 

한계를 넓히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메시지가 업계의 도전 과제, 오르내리는 

증시와 판매 목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줄 것입니다.

빙  장 ( V I N H  G I A N G )  사업가이자 기업가인 장은 프레젠테이션 동안 

그의 마술을 선보이며 청중을 놀라게 합니다. 장과 함께 인간 심리, 사업과 

놀라운 마술의 세계로 여행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만나 보세요!

탐  헤 그 나 ( T O M  H E G N A ,  C L U ,  C h F C )  작가/강연자이자 

경제학자는 헤그나는 MDRT 연차 총회의 주 강연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설계사로 시작해 포츈 100 기업의 임원까지 오른 경험을 바탕으로 수명  

증가가 은퇴 설계에 미치는 영향, 생명 보험의 역할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합니다.



제 임 스  메 스  박사 ( D R .  J A M E S  M A A S )  수면과 성과 부문의 

권위자인 메스는 수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면 패턴과 식습관을 

변화시켜 임원들과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성과를 개선시킨 메스 박사로부터 

수명을 늘리고 실적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배워 보세요.

다른 강연자들의 강연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강연자에 관한 최신 

정보는 mdrt.org/2018experience를 참고하십시오.

데 이 비 드  호 사저 ( D A V I D  H O R S A G E R ,  M A  ,  C S P )  신뢰는 

영향력과 효과, 사업 성취를 높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미국의 중요한 신뢰 사례 연구기관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호사저가 신뢰의 

문화를 구축해 핵심을 강화하고 팀의 헌신도를 높이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존  F .  니 콜 라 스 ( J O H N  F .  N I C H O L S  ,  M S M ,  C L U )  COT 2
회, TOT 9회를 달성한 16년차 MDRT 회원인 니콜라스는 인정 받는 장애급여 

컨설턴트입니다. 그의 강연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달성할 영감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세션 수 
주 강연

주 강연은 모든 참석자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로, 비회원 및 회원들의 강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감 및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동시에 많은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는 강연들을 놓치지 마세요!

개별 강연

개별 강연은 사무실로 복귀하는 즉시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교육 및 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 경력에 상관없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커넥션 존

강연자와 교류하는 강연을 통해 여러분의 기술을 개선시켜 보세요. 다국어로 제공되며, 짧은 시간 대비 

많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연자 ,

MDRT 회원 전용 혜택

MDRT 회원 전용 특별 프로그램

MDRT회원들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프레젠테이션을 즐겨보세요.여러분들을 한 차원 높은 성공으로 

이끌어 줍니다.

MDRT 회원 리셉션

MDRT 회원 전용 프로그램이 끝난 후 리셉션이 있습니다. 준비된 식사와 음식을 드시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 보십시오. 

http://www.imdrt.org/2018experience/2018/index.html


USD 495     
2017년 6월 29일 – 2017년 10월 31일

USD 695     
2017년 11월 1일 – 2018년 1월31일

USD 795     
2018년 2월 1일 – 2018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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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등록 인센티브

단체로 등록하시는 기업에 한해서 

다음과 같이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mdrt.org/2018experience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통역 서비스 사전 등록 
Advanced registration required
2018년 MDRT 경험회 및 글로벌 컨퍼런스의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언어 당100명 이상의 회원이 
동시 통역을 요청하는 경우 주 강연, 워크숍과 회원 
전용 프로그램에서 해당 언어에 대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동시통역 대상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광둥어, 일본어, 한국어, 북경어, 태국어, 
베트남어입니다.

통역 신청
등록 시점 혹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통역을 
신청하고 통역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역 서비스 
비용은 USD 25입니다. 2017년 10월 31일까지 
동시통역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통역 장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역 등록 마감일 이후의 요청 
건은 통역 장비가 있을 때만 제공 가능합니다.

숙소
mdrt.org/2018experience에서 호텔 추천 목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환불 및 양도
등록 접수비는 환 불되지 않 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2017년 12월  
5일 이전까지 다른 참가자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참가자의 이름을 변경 해야 하는 경우 2017년 12월  
5월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참석하지 않은 
참가자들의 등록 접수비는 다른 MDRT 행사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단체 등록
2018년도 MDRT 경험회 및 글로벌 컨퍼런스의 단체 
등록(20인 이상)은 아래 기재된 연락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등록비는 2017년 10월 31일 
이전까지 그룹 내 모든 참가자의 비용을 지불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된 접수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참가자의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2017년 12월  
5일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참석하지 않은 참가자의 
등록 접수비는 다른 MDRT행사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2018년 MDRT 경험회 및 글로벌 컨퍼런스

c/o MCI Group Asia Pacific Pte Ltd 
20 Bendemeer Road 
#04–02 BS Bendemeer Centre 
Singapore 339914 
팩스: +65 6496 5599 
온라인: mdrt.org/2018experience 
전화: +65 6411 6684 전자 
우편: mdrt-experience@mci-group.com

비자 거절
태국 비자가 거절된 회원이 2018년 2월 8일까지 비자 
거절을 입증하는 공문서를 MDRT로 제출하는 경우
(mdrt-experience@mci-group.com) 등록비 전체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8일 이후 자료를 
제출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등록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개최되기 전 2018MDRT 경험회와 

글로벌 컨퍼런스의 정원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등록하십시오.

접수비 및 접수 마감일

mailto:mdrt-experience@mci-group.com
http://http://www.imdrt.org/2018experience/2018/index.html
http://www.imdrt.org/2018experience/2018/index.html
http://www.imdrt.org/2018experience/2018/index.html
http://mdrt.org/2018experience
http://www.imdrt.org/2018experience/2018/index.html
mailto:mdrt-experience@mci-group.com


복장 
강연과 이벤트에 참석할 때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권장합니다. 넥타이 등은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권리행사 포기

본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총회 및 모든 관련 활동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참가이며 모든 행사들에 

참여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은 스스로 감수함을 

인지합니다. 경험회에 참석하면서 발생된 상해 

혹은 그로 인한 청구, 비용, 지출에 대하여도 

MDRT는 잘못이 없음에 동의합니다.

등록 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

2018년 MDRT 경험회 및 글로벌 컨퍼런스에 

등록한 개인들은 숙소 확보 및 등록 완료와 

관련하여 MDRT와 숙소 에이전시, 기타 지정된 

업체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게 됩니다. 개인이 

공식 호텔 또는 예비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경우 호텔과 MDRT, 숙소 에이전시, 기타 지정된 

업체들은 총회 등록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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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RT 재단

MDRT 재단은 백만불 원탁회의의 자선 기구입니다. 
1959년부터 MDRT 재단은 MDRT 회원과 업계 

파트너들의 후원으로 3천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아 아시아 및 전세계의 자선 단체/NGO에 

기부를 해왔습니다. 본 행사의 참석을 통해 MDRT 
재단 부스에 방문하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 보십시오. 

MDRT 스토어

MDRT 스토어의 기반은MDRT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입니다. 컨퍼런스에서 강연한 강연자의 

책을 포함해 MDRT 자료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drtstore.org 를 참고하십시오. 

PGA자원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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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회 기간 중 다른 중요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특별한 MDRT 경험회와 글로벌 컨퍼런스의 

중요한 일부가 되십시오. 연차총회 등록 시 PGA 
자원봉사자에 지원하십시오. (2018 MDRT 경험회와 

글로벌 컨퍼런스에 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PGA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자는 2월 8일 PGA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동안 담당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방콕 도착 

시간을 계획해 주십시오. 

다이아몬드 스폰서 플래티늄 스폰서 후원자:

안내

2017년 5월 1일 기준 후원 기업

2018 MDRT 경험회 및 글로벌 컨퍼런스는 본 행사를 후원해 주시는 기업에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http://mdrtsto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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