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클라우드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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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스마트클라우드쇼 2018 (제 8회 스마트클라우드쇼)
기간 : 2018년 9월 19일(수)~20일(목)
장소 :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주관 : 조선비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통신학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벤처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사)한국IT전문가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미래예측포럼, KMA
한국능률협회, 한국HRD기업협회,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벤처기업협회
부대행사 : MIT 부트캠프, 유망 스타트업 전시

프로그램(안) # 9월 19일
시간

구분
오프닝

09:00-09:20
기조연설

09:20-10:50

연사

“커넥티드 월드: AI
시티”

스털링 앤더슨(Sterling Anderson) 전 테슬라 오토파일럿 책임자,
현 오로라 공동창업자 (30분)
랄프 헤르트비히(Ralf Herrtwich) HERE자율주행차 부문 부사장
(30분)
SK하이닉스 홍성주 부사장 (30분)

10:50-11:00
11:00-11:40

Coffee Break
세션1

11:40-12:40

좌장 : 서승우 서울대 교수
패널 : 기조강연자
Lunch

12:40-13:00

특별강연

13:00-14:00

세션2
“컴퓨팅 혁신과
데이터 매니지먼트”

토드 웨더비(Todd Weatherby) AWS프로페셔널 서비스
월드와이드 부사장 (20분)
히데오 와타나베(Hideo Watanabe) IBM도쿄 Q&AI센터장 (20분)
파리말 판디야(Parimal Pandya) 아카마이 아태 및 일본지역
미디어 총괄 부사장 (20분)
좌장 : 이준구 카이스트 교수
패널 : 강연자 (20분)

14:00-14:10

Break

세션3

14:10-15:30

“스마트 워크와
공간설계”

로버트 맨킨(Robert Mankin) NBBJ 파트너 (20분)
김대일 패스트파이브 대표 (15분)
노범준 어웨어 대표 (15분)
좌장 : TBD
패널 : 강연자
(30분)

15:30-15:40
15:40-16:45

Coffee Break
세션4

이원홍 블루웨일 창업자 (10분)

“공유경제 진화 :
블록체인을 만나다”

박건철 서울디지털재단 연구원 (10분)
리차드 빅스(Richard Biggs) 큐브인텔리전스 대표 (10분)
발제 및 좌장: 조산구 한국공유경제협회장
패널 : 강연자 (30분)

16:45-17:45

세션5
“클라우드 현재와
미래”
-클라우드컴퓨팅
트렌드와 전망
-클라우드 공급 및
도입사례

최윤석 가트너코리아 전무
신현석 SK C&C 본부장

*세션4와 세션5는 주최사와 공동기획하는 세션으로 무료 참석 (오픈세션)

# 9월 20일
시간

구분

연사
오프닝

09:20-09:30
09:30-11:00

기조연설
“블록체인의
미래-블록체인
기술·산업 전망”

이안 그릭(Ian Grigg) EOS advisor (30분)
김서준 해시드 CEO (30분)
사가 사바이(Sagar Sarbhai) 리플 아태지역 규제 총책임자 (30분)

11:00-11:10
11:10-12:00

Coffee Break
세션6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사업 기회
발굴”

좌장 겸 발표자 : 김서준 해시드 CEO
패널: 강연자

12:00-13:00
13:00-14:10

Lunch
세션7
“세계 블록체인 업계
동향”

데니스 알레이니코프(Denis Aleinikov), Aleinikov & Partners
대표변호사 (20분)
김성식 후오비 CTO (10분)
이준행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10분)
패널: 강연자 (30분)

14:10-14:20
14:20-15:30

Coffee Break
세션8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트렌드”

김유진 스파크랩(SparkLabs) 대표 (15분)
이호찬 KTB 네트워크 실리콘밸리 법인 대표 (15분)
좌장 : 노정석 리얼리티리플렉션 공동창업자
패널 : 강연자

15:30-15:40
15:40-16:50

Break
세션9
“실리콘밸리&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문 차트메트릭 대표 (15분)
김창원 타파스미디어 대표 (15분)
이승준 어메이즈 VR 대표 (15분)
좌장: 이재연 WeWork Labs 매니저
패널 : 강연자 (2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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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영/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