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아시아 판매채널 컨퍼런스
호텔 정보

동료 여러분,

샹그리라호텔(Shangri-La Hotel)
22 Orange Grove Road
Singapore 258350
전화: + (65) 6213 4239
팩스: + (65) 6737 3257

조직위원회를 대표해 LIMRA와 LOMA에서 주최하는
2014 아시아 판매채널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어 기쁩니다.
보험 업계에서 판매채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에 따라 LIMRA와 LOMA에서는 국제 판매채널
컨퍼런스를 통해 CEO와 경영진이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지역별 선도업체 및 글로벌 리더들의 모범
사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2014 컨퍼런스에서는
(생명보험과 기타 보험 양쪽 모두의) 판매채널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디지털 경쟁력"이 고객과 모집인을 유치 및 유지하고
판매채널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예정 세션 주제는 기업이 기술을 활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줍니다.
다른 명성 높은 업계 중심 인물들과 함께, 경쟁이 치열한
아시아 시장에서 판매채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 및
유지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업계 리더들이 제시하는 관점은 귀하와
귀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 컨퍼런스는 매우
즐겁고 유익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한 특별 객실
요금은 1박에 S$340.00++(1인실)
또는 S$380.00++(2인실)입니다.*
이 가격은 2014년 10월 4일 이전
예약에 적용되며 컨퍼런스 전 4박,
컨퍼런스 후 2박까지 가능합니다.
조식 뷔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1인당 하루 S$43++가
추가됩니다.* 체크인 시간은 14시(오후 2시), 체크아웃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_____
*상기 요금에는 10%의 봉사료와 7%의 GST(세금)가 가산됩니다.

호텔 예약:
l

온라인: 샹그리라 싱가포르 예약 페이지
(www.shangri-la.com/singapore/shangrila/reservations/)
를 방문하여 그룹코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룹코드:
LOM051114

l

이메일 또는 팩스: 숙박 신청서를 작성하여 호텔로 직접
팩스(+65 6738-7583)를 발송하거나 이메일
(surhana.sayudi@shangri-la.com)로 전송하십시오.
호텔 예약 신청서는 행사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l

전화: 전화를 통해 예약하실 경우 전화번호는 +65 6213
4239이며, "LIMRA & LOMA Asia Distribution Conference"
또는 그룹코드(LOM051114)를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컨퍼런스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yan Smith
사장 겸 CEO
Allianz Ayudhya Assurance Pcl.
태국

언어
예정 세션 주제
l
l
l
l
l
l
l
l
l
l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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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및 분석 최대 활용
대중화권 내 디지털 동향 및 기회
디지털 마케팅 및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
서류 없는 작업 환경 추구
영업소 관리자 교육
신뢰에 기초한 판매
텔레마케터, 은행 및 모집인 교육
성공적 방카슈랑스 모델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은행 판매채널 개선
직접 고객 마케팅
이외에도 더 많은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회의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통역이 제공됩니다(16명 이상 요청 시).

단체 등록 할인!
LIMRA 또는 LOMA 회원사의 경우, 5명이 참가비를
결제하면 1명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담당자 Trish Sasso(psasso@limra.com)에게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발표자 및 주제가 확정되면
www.limra.com/asiadistribution 에 업데이트됩니다.
계속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IMRA
LOMA

아시아 판매채널 컨퍼런스

LOMA에서 기입
접수 일자 _____________________
CC/수표 번호 __________________
수취 금액 _____________________

2014년 11월 6일 ~ 7일
샹그리라호텔 n 싱가포르

성

이름

배지에 기입할 이름

직위

MI

회사명

전문 자격증

전화

회사 우편 주소
시

주/도

우편번호

국가(필수)

이메일 주소(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팩스

확인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 대체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컨퍼런스에 긴급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 주십시오.

어떤 경로로 이 컨퍼런스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까?
q 안내책자

q 이메일

q 인터넷

q LIMRA/LOMA 담당자

q 기타

참석자 사전 명단

등록
2014년 10월 10일 이전 등록 시
qLIMRA 또는 LOMA 회원
q비회원
2014년 10월 10일 이후 등록 시
qLIMRA 또는 LOMA 회원
q비회원

899달러
1,350달러
999달러
1,450달러

q 음식 섭취에
제약이 있는 경우
(채식, 이슬람교도
등) 여기에 체크
표시하십시오.

q예

q 아니요

전체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www.limra.com/privacypolicy.aspx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식

통역

$ _________________ 참가비 동봉
$ _________________ 신용카드

LIMRA와 LOMA는 본 컨퍼런스 전시 기업 및 후원사에 참석자 사전 명단을
제공합니다. 이들 업체는 보험 업계를 위한 특별한 솔루션과 특화된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들 업체는 본 행사와 관련하여 이 명단을 한 차례
사용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 참석자 사전 명단에 귀하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도 되겠습니까?

q VISA

q MasterCard

q AMEX

신용카드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 컨퍼런스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각 언어별로 16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통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통역
서비스 신청 마감일은 2014년 10월 10일입니다.
다음 목록에서 언어를 선택하여 통역 장비를
요청하십시오.

q 일본어
q 중국어
q 한국어
q 태국어
q 베트남어

단체 등록 할인
유효기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 날짜 ____________________
신용카드 청구지 주소 우편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 회사에서 여러 명이 참가할 경우, 5명이 참가비를 결제하면 1명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카드 소유자 성명(정자로 기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카드 소유자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온라인 송금 결제
온라인 송금 시 은행 고유 번호: 026009593
Bank of America 계좌 번호: 003284476761
로 달러화를
예금주: LL Global DBA LOMA
송금해 주십시오. 식별 코드: BOFAUS3N
수표 또는
신용카드
번호를
동봉하여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날짜:
온라인 송금 시 “AsiaDistConf2014”
와 공식 회사명을 기입하십시오.
은행 수수료로 15달러를 추가 송금해
주십시오.

LOMA Meetings
2300 Windy Ridge Pkwy., Suite 600
Atlanta, GA 30339-8443 USA
팩스: 1 (770) 984-6419 전화: 1 (770) 984-3764 이메일: meetings@loma.org

금액:

은행 이름
은행 주소
은행 팩스 번호

참가비를 결제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표의 수취인을 LOMA로 지정해 주십시오. 단체 등록
시에는 이 양식을 복사하여 참가자 한 명당 신청서 한 부씩을
제출하십시오.

환불 정책: 모든 취소 및 환불 요청은 서면으로 접수되어야 하며, 처리 수수료 100달러가 발생합니다. 컨퍼런스 날짜로부터 최소 10영업일 전까지 서면 요청이 접수된 경우, 처리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이 환불됩니다. 컨퍼런스 날짜 10영업일 전 이후에 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컨퍼런스가 취소된 경우에는 LIMRA/LOMA에서 참가비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그러나 교통비, 호텔 숙박비,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LIMRA/LOMA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취소 요청은 meetings@loma.org 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009127-0814 (50700-10-509-3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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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조직위원회

위원장
Bryan Smith, 사장 겸 CEO – Allianz Ayudhya Assurance Pcl.

위원
David Beynon, 사장 겸 CEO – PT Tokio Marine Life Insurance Indonesia

Eric Chang, 사장 겸 CEO – ICBC AXA Life Insurance Co.

Les Forrest, 아시아 지역 영업소 관리 책임자 – 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 of Hong Kong Ltd.

www.loma.org/asiadistribution

Ted Ridgway, 최고 판매채널 책임자 – ACE Life Insurance Company Ltd.

www.limra.com/asiadistrib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