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ure Everywhere
고객이 전하는 실감나는 Azure 활용 스토리

2021년 4월 20일(화) - 22일(목), 13:30 - 17:00

Azure Everywhere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컨퍼런스, Azure Everywhere 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기술, 그리고 성공 사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역량과 회복탄력성은 2021 우리가 마주한 가장 도전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지금, 기업은 경쟁력과 성장을 위해 어떠한 변화를 취해야 할까요?

SK텔레콤, 두산중공업, 매일유업, 삼성전자, 서울아산병원, 구루미 등 20개 이상의 기업이 직접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Azure를 선택한 이유와 어떻게 비즈니스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공유합니다.

지금 등록하기

Azure Everywhere,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Day 1.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데이터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를 잘 알고 활용하는 사례

Day 2. 안정적인 클라우드 모델 설계
비즈니스 효율성 혁신을 가져온 클라우드 구축 사례

Day 3. 개발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빠른 비즈니스 전환
선도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성장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주도하는 개발자 및 스타트업 사례

3일 동안, 3개의 주제로 진행되는 Azure Everywhere, 모든 세션을 확인하세요.
●

상황에 따라 세션 시간 및 아젠다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사 문의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 팀 krmktg@microsoft.com 으로 연락주세요.

Day 1 : 4월 20일(화), 13:30 - 17:00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데이터 혁신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를 잘 알고 활용하는 사례

Agenda
13:30 - 13:40

환영 인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지은 대표

13:40 - 13:45

Day 1 소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송승호 팀장

13:45 - 14:15

데이터 혁신으로 ESG 경영을 가속화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신용녀 NTO

#AI 기술혁신

14:15 - 14:35

#글로벌 환경 지속가능성 전략

Azure를 통한 삼성전자 반도체의 Magician, 디지털 전환 사례
삼성전자 황인환 시니어 아키텍트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승록 매니저

#Azure Kubernetes Service

14:35 - 15:00

#Azure Data Explorer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Kubernetes 위에서 다수 동접자 처리를 위한 AI Production 아키텍처 및 사례 소개
SK텔레콤 김훈동 팀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송승호 팀장

#Azure Kubernetes Service

#AI 상용화 최적화 방법

15:00 - 15:10

휴식

15:10 - 15:35

마이크로소프트 Digital Twins 솔루션 및 두산중공업 적용 사례
두산중공업 장세영 상무 │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 팀장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 연결

15:35 - 16:00

#두산중공업 풍력 사업

“T view”, Cloud 기반 지능형 영상보안 플랫폼의 AI/DT and Vision
SK텔레콤 신승호 팀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함성원 매니저

#영상보안 플랫폼

#Azure 인프라 활용 전략

16:00 - 16:05

휴식

16:05 - 16:20

모바일 MMORPG 트라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Azure를 선택한 이유
모아이게임즈 허언 실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상옥 매니저

#Azure SQL

16:20 - 16:35

#400만 사전 예약에 대응하기 위한 부하테스트

Microsoft Azure를 통한 JOYCITY의 게임 서비스 사례
JOYCITY 최지욱 팀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오경묵 매니저

#서버 아키텍처 설계 전략

16:35 - 17:00

맺음말 및 실시간 Q&A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송승호 팀장

#클라우드 게임 개발

#Xbox 콘솔 게임 사업

3일 동안, 3개의 주제로 진행되는 Azure Everywhere, 모든 세션을 확인하세요.
●

상황에 따라 세션 시간 및 아젠다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사 문의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 팀 krmktg@microsoft.com 으로 연락주세요.

Day 2 : 4월 21일(수), 13:30 - 17:00

[ 안정적인 클라우드 모델 설계 ]
비즈니스 효율성 혁신을 가져온 클라우드 구축 사례

Agenda
13:30 - 13:35

Day 2 소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함성원 매니저

13:35 - 13:55

Azure의 탄생, 한국으로의 진출과 앞으로의 미래
마이크로소프트 브렌던 번스 부사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한성 팀장

#Azure지금

13:55 - 14:15

#미래

RISE with SAP on Microsoft Azure
SAP Korea 이태용 본부장

#신규발표

14:15 - 14:35

#Rise with SAP on Microsoft Azure

웅진만의 SAP on Azure - Cloud OnePack
웅진 진상규 매니저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문성자 매니저

#SAP

#IT시스템관리

#ERP

14:35 - 14:45

휴식

14:45 - 15:15

Azure와 함께한 매일유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정, 지금도 진행형
매일유업 조병훈 그룹 CIO & 안찬홍 인프라 리더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종희 매니저

#IT 인프라 관리

15:15 - 15:45

#서비스구축

Remote first 를 위한 삼성전자의 언택트 사무환경 구축 사례 (부제 : 클라우드 VDI)
삼성전자 서청정 파트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홍진우 매니저

#언택트사무환경

#VDI

15:45 - 15:50

휴식

15:50 - 16:05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 EMR 클라우드에서 구현하기
유비케어 류세현 유닛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종호 매니저

#클라우드헬스케어

16:05 - 16:20

#EMR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을 통한 효율적 상품분석 솔루션 구축
NH투자증권 윤상원 과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기영 매니저

#HPC

16:20 - 16:30

#컴퓨팅

#상품분석솔루션

대용량 파일 전송 클라우드 Sendy
이스트몹 오윤식 대표이사

#공유 업무

16:30 - 16:35

#클라우드 허브 서비스

Microsoft Azure x Cloudbric WAF 웹보안 Case Study
클라우드브릭 정태준 대표이사

#애플리케이션

16:35 - 17:00

#웹보안

클로징 및 실시간 Q&A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함성원 매니저

#WAF

3일 동안, 3개의 주제로 진행되는 Azure Everywhere, 모든 세션을 확인하세요.
●

상황에 따라 세션 시간 및 아젠다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행사 문의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마케팅 팀 krmktg@microsoft.com 으로 연락주세요.

Day 3 : 4월 22일(목), 13:30 - 17:00

[ 개발자 및 스타트업을 위한 빠른 비즈니스 전환 ]
선도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성장하는 비즈니스 전략을 주도하는 개발자 및 스타트업 사례

Agenda
13:30 - 13:35

Day 3 소개
마이크로소프트 최영락 매니저

13:35 - 13:55

기업에서 사용하는 GitHub - 빠른 개발 속도와 생산성 향상
GitHub 샘 헌트 부사장

#개발자의 깃허브 사용법

13:55 - 14:15

#현업 팁

클라우드와 의료 데이터가 만났을 때 - Azure ML 기반으로 탄생한 EasyML 솔루션
서울아산병원 심우현 교수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석진 매니저

#AI + 머신 러닝

14:15 - 14:35

#의료영상이미지 학습

Azure를 활용한 프로젝트 교육 과정
엘리스 김재원 대표 │ 마이크로소프트 최영락 매니저

#코딩교육 플랫폼

14:35 - 14:50

#K-Digital Training

B2B, 실시간 화상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개발/구축한 Azure 사례
구루미 이랑혁 대표이사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송승호 팀장

#실시간 영상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기업 요구 수용

14:50 - 15:00

휴식

15:00 - 15:15

지니너스 (GENINUS) - 우리 안의 유전자
지니너스 이청 팀장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대익 매니저

#사람이 빅데이터

15:15 - 15:35

#유전체 분석 시스템의 보안 준수

디지털 온택트 시대, Azure 기반 AI 컨택 센터 솔루션 구축 사례
메타넷엠플랫폼 소정환 상무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이현 매니저

#Azure Cognitive Services

15:35 - 15:55

#AICC

인공지능 챔피언쉽, 쿠버네티스 기반 인프라로 Agile하게 관리하기
커먼컴퓨터 김민현 대표 │ 마이크로소프트 최영락 매니저

#커스텀 AI 개발환경

#쿠버네티스

15:55 - 16:00

휴식

16:00 - 16:10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엔진 기반 기업 분석 솔루션 및 활용 비즈니스
TDI 김홍섭 CTO & 김일신 CDO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최가은 매니저

#Analysis9 데이터 구축사례

16:10 - 16:25

#모바일 빅테이터

이벤트 트래픽부터 인프라까지, 모든 클라우드 리소스를 Azure로 활용
이벤터스 이정수 CTO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최가은 매니저

#온라인행사 넘버원 플랫폼

16:25 - 16:35

#트래픽 활용법

미디어 플랫폼이 Azure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
에듀캐스트 박성환 이사

#클라우드 네이티브

16:35 - 17:00

#e-Learning

맺음말 및 실시간 Q&A
마이크로소프트 최영락 매니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