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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연차회의 스폰서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스폰서/전시관

후원

미디어 스폰서

독점금지정책 및 유의사항
본 행사의 참석자는 독점금지법의 제약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참석자 가운데는 직접 경쟁관계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본 행사의 목적은 지정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교환을 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일 뿐, 경쟁제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합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여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 인쇄되어 있는 어젠다에만 집중합니다.
• 제시할 예정이거나 또는 종료 예정인 프라이싱, 보험료 및 혜택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경쟁사는 해당
정보를 교환하거나 논의해서는 안됩니다. 이 정보와 관련하여 절대로 조사나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 회사를 대표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리를 가집니다.
LIMRA와 LOMA는 회원사들이 잠재되어 있는 경쟁력을 달성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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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컨퍼런스 세션은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7:45 a.m. – 5:00 p.m. — 등록

9:25 – 10:30 a.m.

AI-중심 회사가 되기 위한 방법
스티브 모나건
회장 겸 대표이사
젠라이프

그랜드 볼룸 로비 (Grand Ballroom Foyer)

8:45 – 9:10 a.m.

회의 환영
이안 왓츠
Senior Vice President & Managing Director,
International Operations
LIMRA and LOMA
한기정
원장
보험연구원

이수창
회장
생명보험협회

9:10 – 9:25 a.m. — OPENING ADDRESS
김용범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센서기술, 휴대전화, 디자인사고, 머신러닝의 발전은
과거에 보지 못한 헬스케어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젠 라이프의 스티브 모나건
회장이 보험회사에게 질 높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비용은 절약할 수 있는 인공지능 ( AI )과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는 R&D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발표에서 그는 그의 회사가 어떻게
기업들이 AI 중심 헬스케어를 제공하여 보험의
미래를 재 상상하도록 지원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10:30 – 11:00 a.m. — 친교 휴식
Sponsored by:

11:00 a.m. – 12:00 p.m.

코그니티브 ( 인지 ) 시대의 보험:
혁신, 붕괴, 재발명
마크 W. 카터
비즈니스 혁신 부장
IBM 글로벌 보험산업국

글로벌 보험 기술 트렌드 이니셔티브 (Global
Insurance Technology Trends with InsurTech initiatives)
는 보험사들의 사업모델 방향 설정, 고객경험 개선,
운영비용 절감을 지원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블록체인, 사물인터넷과 같은
기술들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전망과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12:00 – 1:00 p.m. —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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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미래 혁신
1:00 – 1:15 p.m.

3:15 – 3:45 p.m. — 친교 휴식
Sponsored by:

LIMRA Research 업데이트
래리 하트숀
해외 Research 책임 부사장
LIMRA LOMA

3:45 – 5:00 p.m.
래리 하트숀 LIMRA 해외 Research 책임 부사장이
LIMRA의 2017년 자료를 업데이트한 후에 2018년
어젠다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헬스 개혁
OLIN L. WETHINGTON
회장
Wethington International LLC

1:15 – 2:15 p.m.

보험 기술 규제
피터 카신
기업보험 국제부 담당 파트너
Kennedys (국제 로펌)

이 발표에서는 보험계약 발전방식과 보험판매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중요한 법적 측면을
검토합니다. 피터 카신은 규제당국이 신기술 홍보,
사이버 리스크 및 복원력 평가, 그리고 고객
보호에서 어떤 역할을 심사숙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15 – 3:15 p.m.

신규 데이터 활용과 생보 언더라이팅
및 프라이싱 혁신 리스크에 관한 견해

과거 삼 사십 년에 걸쳐서 중국의 헬스케어 개혁은
중국인을 위하여 의료혜택을 개선시키는데 공헌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도전이 아직 몇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헬스케어 개혁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개발
모델로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보험의 역할, 그리고
어떠한 정책이 중국과 그외 국가의 헬스 보험을
확장 시키는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하여 살펴
봅니다.

5:00 p.m. — 네트워킹 리셉션
마지막 세션 종료 후, 더 느긋한 분위기에서
참석자들과 컨퍼런스 내용을 토의할 수 있도록
칵테일 리셉션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존 카더스 (JOHN CARDUS)
지역 언더라이팅 및 비즈니스 솔루션 이사
RGA 재보험

본 세션에서는 고객 세분화, 언더라이팅 정확도,
클레임 관리에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가치사슬
전반의 최신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알아봅니다.
또한, 신용평가, 청구인 데이터를 이용한 업셀링,
사기방지 리스크 평가 및 라이프스타일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해외 사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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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a.m. — 등록 재개
그랜드 볼룸 로비 (Grand Ballroom Foyer)

9:00 – 9:05 a.m.

회의 환영
김용옥
한국대표
LIMRA LOMA

9:05 – 10:15 a.m.

오늘날을 변화시키는 기술
쟈넷 앤더슨
마케팅 최고 책임자
레이프투스 솔루션 (LSI)

웨어러블 데이터를 근거로 탄력적인 월 보험료를
책정하는 셀피기술을 이용한 즉각적인 보험료
산출기술은 보험산업에 엄청난 규모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그 기술의
힘을 바탕으로 내재되어 있는, 보험산업의 내부적인
면과 외부적인 면에서 몇가지 신기술을 집중 조명
할 것입니다.

10:15 – 10:45 a.m. — 친교 휴식

10:45 a.m. – 12:30 p.m.

패널토의: 금융산업의 지평을 변화시
키는 신기술
허 일 규 상무, Ph.D.
데이터 사업 본부장
SK 텔레콤

한준성
부행장
하나금융그룹

김 석 영, Ph.D.
연구위원
보험연구원

진행자: 정 유 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겸 기술경영대학원장)
서강대학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은 전 세계
보험산업의 지평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금융산업의 장단기 미래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패널토의에서는 기업들이 투자 가치가 있는 혁신과
도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성공적인
신상품, 트렌드, 판매채널에 대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공유합니다.

12:30 – 1:30 p.m. —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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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미래 혁신
1:30 – 2:30 p.m.

인공지능: 희망, 과대포장 혹은 공포
스티브 모나건
회장 겸 대표이사
젠라이프

당신의 스케줄에 표시하세요
그리고 2018년에 참석하세요!
2018 아시아 판매채널 컨퍼런스
5월 17일 2018 – 5월 18일 2018
방콕, 태국

스티브 모나건은 아시아의 모든 주요 마켓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비즈니스와 상품들을
소개하는 데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핀텍
부문에서 6개의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이제
스티브는 보험회사가 어떻게 인공지능,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클라우드 기술들이 영업
활성화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면서 가장 수준 높은
위험관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이와 같은
기술과 그 외 다른 기술들이 보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져 오는가를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기술들이 가져오는 기회, 도전, 영향 등에 관하여
요약을 할 것 입니다.

2:30 – 3:30 p.m.

경영전략 측면에서 바라본 AI 시대
김 대 원, MBA, Ph.D.
카카오 정책지원파트장
카카오

2018 전략 이슈 컨퍼런스
9월 16일 2018 – 9월 18일 2018
발리, 인도네시아

AI 시대에 대한 많은 분석과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논의는 기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회과학적, 그리고 경영학적
측면에서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간극에
집중하여, 경영전략 차원에서 AI와 AI 시대를
바라본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3:30 p.m. — 폐회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limra.com/events 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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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요약
t 2017년 11월 7일 화요일 u
8:00 a.m. — 등록
8:30 – 9:25 a.m. — 개회사 및 환영사
9:25 – 10:30 a.m. — AI-중심 회사가 되기 위한 방법
10:30 – 11:00 a.m. — 친교 휴식
교보생명보험(주) 후원
11:00 a.m. – 12:00 p.m. — 코그니티브 ( 인지 ) 시대의 보험: 혁신, 붕괴, 재발명
12:00 – 1:00 p.m. — 오찬
1:00 – 1:15 p.m. — LIMRA Research 업데이트
1:15 – 2:15 p.m. — 보험 기술 규제
2:15 – 3:15 p.m. — 신규 데이터 활용과 생보 언더라이팅 및 프라이싱 혁신 리스크에 관한 견해
3:15 – 3:45 p.m. — 친교 휴식
(주)코리안리재보험 제공
3:45 – 5:00 p.m. — 중국의 헬스 개혁
5:00 p.m. — 네트워킹 리셉션

t 2017년 11월 8일 수요일 u
8:15 a.m. — 등록 재개
9:00 – 9:05 a.m. — 재 개회선언
9:05 – 10:15 a.m. — 오늘날의 변화시키는 기술
10:15 –10:45 a.m. — 휴식시간
10:45 a.m. – 12:30 p.m. — 패널 토의: 금융산업의 지평을 변화시키는 신기술
12:30 – 1:30 p.m. — 오찬
1:30 – 2:30 p.m. — 인공지능: 희망, 과대포장 혹은 공포
2:30 – 3:30 p.m. — 경영전략 측면에서 바라본 AI 시대
3:30 p.m. — 폐회

0192-1117 (50700-10-509-36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