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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T 연차총회 및 글로벌 컨퍼런스 

참석 자격 요건 
   

Academy 회원 및 멘티 

MDRT Academy 현 회원 또는 MDRT 멘토링 프로그램에 등록된 멘티는 자격 요건을 갖춰 인생을 

변화시키는 커리어 개발 경험을 할 수 있는 MDRT 연차총회 또는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 등록을 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MDRT Academy 회원 또는 MDRT 멘토링 프로그램에 등록된 멘티는 1 년에 한 번, 최대 총 

두 번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경우는 두 번의 오프라인 

행사 참석 기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행사 연도의 3 월 31 일 기준 MDRT Academy 의 현 회원이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등록 및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 3.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전년도 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행사 연도 MDRT 멤버십 

실적 요건의 지급된 수수료 또는 보험료 기준의 50%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3 행사 참석 자격 요건의 50%(USD):   

전체 수수료: USD 34,500  

전체 보험료: USD 69,000  

 

여기에서 추가적인 MDRT 회원 실적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4. 두 번째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전년도 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해당 행사 연도 MDRT 

멤버십 실적 요건의 지급된 수수료 또는 보험료 기준의 75%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3 행사 자격 요건의 75%(USD):   

전체 수수료: USD 51,750  

전체 보험료: USD 103,500  

 

여기에서 추가적인 MDRT 회원 실적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회사에서 제출한 데이터 파일에 실적이 제시되어 있다면 증명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 관리자의 서명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mdrt.org/join/member-requirements/?countryCode=US&countryName=United%20States
https://www.mdrt.org/join/member-requirements/?countryCode=US&countryName=United%20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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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사본은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실적은 반드시 3 월 31 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을 업로드하려면 Academy 나 멘토링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프로필 수정을 선택한 후 

연간 실적 섹션에 업로드하십시오.   

☐ 5. 멘티로서 자격을 충족한 경우, 멘토도 같은 행사에 참석하려면 등록해야 합니다. 행사에 

등록하려면 담당 멘토가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6. 자격을 충족하면 프로그램 측에서 등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은 3 월 31 일 이후로 발송되며, 멘티의 경우 멘토가 등록한 후 등록할 수 있도록 일반 

등록 이후에 등록이 시작됩니다.   

☐ 7. MDRT 회원으로 MDRT 행사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적이 있다면 Academy 회원 또는 멘티 

자격으로 행사에 한 번만 참석할 수 있으며 실적 기준의 75%를 달성해야 합니다.   

☐ 8. 모든 MDRT Academy 회원과 멘티는 MDRT 회원과 동일한 등록비를 지불합니다. 결제는 

등록 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올해 행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문의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다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mentoring@mdrt.org  

academy@mdrt.org 

 

국가 

첫 번째 

행사/수수료 50% 

첫 번째 

행사/보험료 50% 

두 번째 행사/수수료 

75% 

두 번째 

행사/보험료 75% 

호주 50,800 101,600 76,200 152,400 

캐나다 41,350 82,700 62,025 124,050 

중국 홍콩 209,900 419,800 314,850 1,259,400 

인도 397,950 795,900 596,925 2,387,700 

인도네시아 130,983,450 261,966,900 196,475,175 392,950,350 

자메이카 1,753,400 3,506,800 2,630,100 5,260,200 

말레이시아 55,150 110,300 82,725 248,175 

뉴질랜드 49,200 98,400 73,800 147,600 

필리핀 575,150 1,150,300 862,725 1,725,450 

싱가포르 36,200 72,400 54,300 162,900 

영국 23,300 46,600 34,950 69,900 

베트남 164,006,050 328,012,100 246,009,075 492,018,150 

2022 년 환산율을 토대로 현지 통화로 환산한 2023 MDRT 행사 참석을 위한 Academy 회원 및 멘티 

실적 요건 

https://www.mdrt.org/join/member-requirements/
https://www.mdrt.org/attend/
mailto:mentoring@mdrt.org?subject=MDRT%20Meeting%20Question
mailto:academy@mdrt.org?subject=MDRT%20Meeting%20Ques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