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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동아시아보험회의(EAIC)는 동아시아 12개국간의 보험관련 정보교환, 보험현안 논의 등을 목적으로
1962년 설립된 회의체이며, 각국을 대표하는 12개 회원도시에서 순번제로 2년마다 회의를 주관하
여 왔습니다.
* 12개 회원도시 : 서울(한국), 싱가포르, 타이페이(대만), 도쿄(일본), 반다르세리 베가완(브루나이),
방콕(태국), 홍콩, 자카르타(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마카오,
마닐라(필리핀), 프놈펜(캄보디아)

EAIC는 700여명에 달하는 아시아 보험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며, 보험현안 관련 세미나와 보험사
홍보 및 비즈니스 컨설팅, 미팅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보험이슈와 관련된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뿐만 아니라 참가 도시별 문화공연, 연회 등을 통한 네트워킹도 EAIC를 대표하는 특징입
니다.
서울은 지난 1994년에 이어 26년만에 동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30회차를 맞이한 EAIC를 보
험업계의 향후 10년간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고자 ‘2020년, 보험산업 새로운 10년의 과제’
를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행사명

제30차 동아시아보험회의

일 자

2020. 8. 30.(일) ~ 9. 2.(수)

장 소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주 제

2020, 보험산업 새로운 10년의 과제

주 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참가자

보험사, 재보험사, 감독기관, 학계, 언론, 보험유관기관, 19개 회원 도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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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체 프로그램

※상기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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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자별 세션소개
30회차를 맞이한 EAIC 컨퍼런스에서는 ‘2020년, 보험산업 새로운 10년의 과제’를 주제로 국내외
보험산업의 리더들이 모여 향후 10년, 보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미래비전을 논의하며 발전 방
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020. 8. 31.(월)]
1일차: ‘보험과 미래: 인슈테크’
컨퍼런스 1일차에는 보험업계가 2020년 그 이후를 위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부당국, 혁신기업 및 글로벌 컨설팅사 대표 등의 기조연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 계 대표
의 통찰력있는 조언과 제안을 통해 보험산업 내외부의 최근 트렌드와 이슈를 읽고, 새로운 10년의
목표와 과제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현재 보험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인슈테크를 중심으로 보험산업의 미래 변화를 예측해 보
고자 합니다. 인슈테크의 대표적 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블록체
인(Block Chain) 등은 보험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는 물론, 보험업 가치사슬 모든 단계에 거쳐 혁신
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에서는 향후 10년을 예측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측해보며, 한국과 해외의 혁신기업 사례를 통
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이한 보험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시간

주제(잠정)

09:20-09:45
(‘25)

[기조연설1]
새로운 10년, 새로운 패러다임과 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09:50-10:05
(‘15)

[기조연설2]
보험산업 환경변화 및 도전

10:05-10:20
(‘15)

[기조연설3]
한국기업 혁신전략

14:00-15:00

[전체세션1]

(‘60)
15:30-16:30
(‘60)

비고

인슈테크 열풍: 요긴함과 골칫거리 사이
[전체세션2]
고객중심의 헬스케어서비스 성공전략
※ 세션 순서와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제는 요청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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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화)]
2일차: ‘보험업 환경 및 제도변화’
현재 보험산업은 고령화, 저금리, 경기 불확실성의 지속 등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한 위기에 노출되
어 있습니다. 또 IFRS17 도입 및 건전성 규제강화 등 보험 감독 및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컨퍼런스의 2일차에는 보험산업 감독 및 규제환경과 보험의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험
산업의 중장기적 전략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CEO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보험산업을 이끌
어가는 리더들이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보험의 전통적인 역할 변화, 지속가능발전 및 금융포용
등 보험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아젠다에 대해 고민과 비전을 공유하려 합니다.
또한 포화된 국내 보험시장을 넘어 보험산업 경쟁력을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미래 재보험산업의 변화 예측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간

주제(잠정)

09:00-10:10
(‘70)

[전체세션3] 지속가능성장 - CEO 라운드테이블
보험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장

10:40-11:50
(‘70)

[전체세션4] 규제
전세계 보험감독 및 규제의 트렌드와 방향

13:00-13:20
(‘20)

[특별세션]
미 정

13:20-14:30
(‘70)

[전체세션5] 탈경계사회
KIA비지니스의 현재와 미래

15:00-16:10
(‘70)

[전체세션6] 위기 관리
미래의 재보험산업 변화예측

16:30-17:30
(‘60)

[Market Issue]
미 정

비고

※ 세션 순서와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제는 요청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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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수)]
3 일차: ‘보험의 지향점’
컨퍼런스의 3일차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분과별로 변화하는 미래에 대한 보험산업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보험의 지향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생명보험 분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진전됨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험판매 채널의 미래를
예상해보고 고령화 사회로 인한 장수 리스크 확대와 연계된 상품 개발 등 생명보험 산업의 미래 대
응 방향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손해보험 분과에서는 새로운 운송수단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안전대책과 보험제도 등에 대한 손
해보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불리는 빅데이터와 AI의 활용으로 보험요율
산출과 리스크 관리 등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림에 따라 이러한 혁신이 손해보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간

09:00-10:10
(‘70)

주제(잠정)

비고

[분과세션1 -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미래
[분과세션1 - 손해보험]
새로운 운송수단 이용 확대에 따른 손해보험의 역할
[분과세션2 - 생명보험]

10:40-11:50
(‘70)

고령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확대와 생보산업 대응
[분과세션2 - 손해보험]
빅데이터와 AI가 손해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세션 순서와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제: 요청 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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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세션별 연사인원수
카테고리
[기조연설1]
새로운 10년, 새로운 패러다임과 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
[기조연설2]
보험산업 환경변화 및 도전
2020. 8. 31.(월)
보험과 미래:
인슈테크

[기조연설3]
한국기업 혁신전략
[전체세션1]
인슈테크 열풍 : 요긴함과 골칫거리 사이
[전체세션2]
고객중심의 헬스케어서비스 성공전략
[전체세션3] 지속가능 성장 – CEO 라운드테이블
보험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장
[전체세션4] 규제
전세계 보험감독 및 규제의 트렌드와 방향

2020. 9. 1.(화)
보험업 환경 및
제도변화

[특별세션]
미 정
[전체세션5] 탈경계사회
KIA비지니스의 현재와 미래
[전체세션6] 위기 관리
미래의 재보험산업 변화예측

인원
발표자

좌장

패널

1

1

3~4

1

1

3~4

-

1

3~4

1

1

3~4

1

1

3~4

1

1

3~4

1

1

3~4

1

1

3~4

1

1

3~4

1

1

3~4

1
1
1

1

[Market Issue]
미 정
[분과세션1 - 생명보험]
판매채널의 미래

2020. 9. 2.(수)
보험의 지향점

[분과세션1 - 손해보험]
새로운 운송수단 이용에 따른 손해보험의 역할
[분과세션2 - 생명보험]
고령화에 따른 장수리스크 확대와 생보산업 대응
[분과세션2 - 손해보험]
빅데이터와 AI가 손해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Ⅴ. 이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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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제29차 동아시아보험회의



일 자

2018. 5. 6. ~ 5. 9.



장 소

Marriott Grand Ballroom, Newport Boulevard, Newport City, Pasay City, Manila, Philippines



주 제

Managing Disruptions, Driving Change



주 최

East Asia Insurance Congress (EAIC), Philippine Insurers and Reinsurers Association(PIRA),
Philippine Life Insurance Association, Inc.(P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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