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LY BIRD ENDS 14 SEPTEMBER 2018

4차 산업혁명과 보험 컨퍼런스

4차 산업혁명에
앞서 가는 시장인 한국에
초점을 맞춰 진행합니다.
곧 5G로 갑니다.

롯데호텔 서울, 2018년 10월 16-17일
Theme: “Insurers Need to Step up Their Game”
A Brave New Disrupted Tech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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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과 활용가능한 기술들을
이해하고, 인슈어테크와 친숙해지며, 올바른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이 이끌 새로운 세상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본 컨퍼런스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20/20 비전, 비즈니스 모델 및 인재 영입에 필요한 솔루션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석 대상
보험 업계:
CEOs / CIOs / CTOs / CDOs / CISOs / CFOs / COOs & CMOs
보험 및 재보험사 최고 인사 책임자
보험 및 재보험사 임원
규제당국 인사
기업 내 기술 관련 전문가
운영 리스크 책임자
인공지능 솔루션 제공 업체
혁신 솔루션 제공 업체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기술 전문가
사이버 시장 전문가
보험 평가 기관
법률 컨설팅 기관

2018. 10. 16 (화)

프로그램
오전 8:00

등록 & 커피 브레이크

오전 9:30

개회사

Sivam Subramaniam
AIR 편집장

오전 9:35

환영사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 CEO

오전 9:50

기조연설
이상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오전 10:20

국제 기조연설

Michael Morrissey

IIS (국제보험협회), 회장 & CEO

오전 10:50

국제연사연설

Antoine Baronnet

제네바협회, 사무처장

오전 11:20

인슈어테크 전시관 개장 및 Tea Break

오전 11:40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생태계 조성과 직업의 미래

Pritam Dutta

유니레버, 글로벌 데이터전략 부장

오후 12:10

특별 대담: 완벽함을 향한 열정
김호성
영화 제작자

광해 (2012), 곡성 (2016), 신과 함께 (2017) 흥행으로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
영화 제작자 및 콘텐츠 제작자이자, 스마트 기술 컨퍼런스 연사로 활동 중입니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완벽함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2018. 10. 16 (화)

프로그램
오후 12:40
오후 2:00

오찬 & 전시회 관람
기술혁명 패널토론: 블록체인
보험 분야 블록체인 표준 마련
Christopher Grant McDaniel
RiskBlock Alliance, 회장

오후 2:20

기술 활용 - 블록체인과 거래가능한 보험 상품
Alvin Ang

FidentiaX, CEO

오후 2:40

제작되고 있는 블록체인
David Piesse

IIS (국제보험협회), IIS 홍보대사 국제 의장

오후 3:00

보험 업계의 새 흐름: 암호화폐
Adrian Guttridge

Blockchain Warehouse, CEO

오후 3:20

Q&A

오후 3:40

Tea Break

오후 4:00

특별 한국 CEO 패널 토론

패널 토론에서는 기술 혁신, 이로 인한 변화, 인구 변화,보험사의 미래 방향의 측면에서 한국
보험 시장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를 살펴 봅니다.

패널리스트:

Ben Hong

LINA 생명보험 한국 지사 CEO

William Choi

Posture360, 설립자 & CEO

장원경

ABL 생명, 최고 디지털 책임자

오후 5:00

종료

2018. 10. 17 (수)

프로그램
오전 9:30

기조 연설: 보험의 미래
Nick van der Nest

Munich Re, 상품혁신 부장

오전 10:15

특별연설
인슈어테크: 보험사의 영업확장
George Kesselman

아시아 인슈어테크 협회, 회장

오전 10:45

Tea Break & 전시회

인슈어테크/의료기술/스타트업 및 스마트 CEO 관련 특별 세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스마트 CEO 관련 패널 토론

패널 토론에서는 환경, 젠더, 다양성, 직장 내 건강, 사이버 보안, 디지털 네이티브, 스마트 고객, 소셜 미디어 등
오늘날 CEO와 보험사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살펴 봅니다.

오전 11:00

완벽함을 가능케 하는 보험 기술
Ingo Weber

디지털 보험그룹, CEO

오전 11:20

생명 건강보험 내 관련 의료기술에서 배운 교훈
Peter Ohnemus

Dacadoo APAC 아태지역 부사장

오전 11:40

헬스케어의 디지털 혁신

오후 12:00

스타트업과의 협업에 대한 전략적 조언
William Choi

Posture360, 설립자 & CEO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프로그램

오후 12:20

Q&A

오후 12:40

오찬

오후 2:00

기술혁명이 보험사의 신용평가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Jose Ribeiro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고객과 직원을 위한 인간 중심 기술에 관한 세션
오후 2:30

소비자 만족의 신세계 인류를 위한 기술혁명

오후 2:55

RPA를 활용한 고객참여의 디지털 자동화 - 소비자 경험
개선
Tomer Schwarts

APA Solutions, NICE APAC, 솔루션 부장

오후 3:20

Tea Break

2018. 10. 17 (수)

프로그램
오후 3:35

보험의 비전에 관한 패널토론

패널 토론에서는 컨설턴트와 학자가 은행, 보험사, 글로벌 대기업 디지털 리더들의 성공
사례에서 전략적 교훈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 시대 보험의 미래를 살펴봅니다.

패널리스트:

Roger Steel

Willis Towers Watson 홍콩, 마카오 지역 임원

Michele Gaffo

DWS, 보험 커버리지 국제부장

Ryan Rugg

R3, 보험 국제부장

오후 4:35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