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회원 신청 프로세스
(2019, 2020회원)



1. 2019 회원이었거나, 2020 회원이었던등록자한해 2021 멤버십실적요건면제

2. 2019 / 2020년도에달성한수준중가장높은수준의멤버십을신청가능

예) 2019 / 2020 COT/TOT회원은 실적 제출 없이 2021 COT/TOT회원 신청 가능

3. 2019 / 2020년도에달성한멤버십수준보다높은멤버십을신청한다면

2021년실적요건에맞는성적자격실적제출이요구됨. 

예) 2019 / 2020 COT회원이 2021년에 TOT회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TOT에 해당하는 2021년도성적 자격 실적제출이 요구됨

※ 2021 MDRT 등록 특별 규정



1)  로그인

https://my.mdrt.org

- MDRT 본부 홈페이지 접속 후, MDRT ID와 생년월일년도로 로그인
(예: 생일이 1980년 3월 1일 일 경우= 03011980 입력)

- 본인이 설정해둔 비밀번호가 있다면, 해당 비밀번호 입력

MDRT ID

생년월일 8자리 (월/일/년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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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 주의사항

과거에 한국MDRT협회 회원으로 등록하신 이력이 있다면
MDRT ID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협회 홈페이지에서 이름
을 검색하여 ID를 확인하세요.

보통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8자리 입니다.
(예: 1980년 3월 1일 생 이라면 03011980)
생년월일로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면, 비밀번호 찾기
(Forgot Password)를 통해 찾으세요.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면 계정이 자동으로 잠기며, 관리자
에 연락하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 경우, 미국에 계정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하므로 처리되
기까지 최소 하루, 최대 4영업일까지 소요됩니다.
계정이 잠김으로 인해 조기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추가 200달러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https://my.mdr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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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뜰 경우 변경하지 마시고 ‘취소’를 클릭하세요.

1)  로그인

클릭



로그인 후, 백만불 원탁회의 멤버십 > 가입 신청 클릭.
영어의 경우 MEMBERSHIP > Apply Now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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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DRT 회원 등록 진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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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DRT 회원 등록 진행

회원 등록 완료 후 로그인하실 때 사용될 MDRT ID입니다.



체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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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DRT 회원 등록 진행

클릭

체크



체크

6

2) MDRT 회원 등록 진행

클릭

COT / TOT로 등록하실 경우,
반드시 초록색으로 활성화된 버튼을 모두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MDRT로 등록됩니다.



카
드
결
제

급여공제를 신청하시고
회사 담당자가 등록비를 송금했다면
다음페이지를 확인하세요

3) 확인 및 결제

회원 신청 등급에 따른
최종 결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카드 소유자 이름

카드번호 (띄어쓰기 없이 숫자만 기재)

CSV   비자/마스터/JCB : 카드 뒷면에 기재된 숫자 3자리
아맥스 : 카드 앞면에 기재된 숫자 4자리유효기간

클릭 7

※ 결제 완료 후에는
환불 및 회원신청 취소가 불가합니다.

최종 결제 전

1. “멤버십 선택 변경”에서
MDRT/COT/TOT 등급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성적 자료 수정” 에서
성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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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공
제
&
등
록
비
송
금

회사 담당자가 미리 등록비를 송금했다면
개인이 결제해야 하는 금액이 $0으로 표기됩니다.

클릭

3) 확인 및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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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완료 확인

결제 완료 후
신청서 사본과 영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세요.

신청서 & 영수증 출력



신청서 & 영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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