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클라우드쇼 2017 
 
개요 
행사명 : 스마트클라우드쇼2017 (제7회 스마트클라우드쇼) 
기간 : 2017.9.14(목)-9.15(금) 
장소 :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오키드룸 
주제 :  로그인 투 메트릭스 : 인공지능·클라우드 혁명부터 가상화폐 신드롬까지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주관 : 조선비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대행사 
 - 9/14 공유경제 제도개선 컨퍼런스 (오키드룸) 
 - 9/15 클라우드 비즈니스 상담회 (오키드룸) 
 - 9/14-15 테크/클라우드 유망기업/스타트업 전시 약 10부스 (그랜드볼룸 로비) 
 
 

프로그램 (9/14) 
시 간 구 분 내 용 

08:30-09:00 Registration & Welcome Coffee 

09:00~09:30 개회식 

인공지능이 질주한다 

09:30~10:00 기조강연 
(30분)  

페드로 도밍고스(Pedro Domingos) 마스터 알고리즘 저자 

09:30~10:00 기조강연 
(30분)  

박일평(Park il pyeong) LG전자 소프트웨어센터장(부사장) 

10:00~10:10 Break 

10:10~10:40 기조강연 
(30분)  

줄리아 스테인(Julia Steyn) GM Urban Active 부사장 

10:40~11:10 기조강연 
(30분)  

구글의 인공신경망 기계번역의 미래 
마이크 슈스터(Mike Schuster) 구글 번역 최고담당자 

11:10~11:40 특별대담  
(30분) 

대담자 :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패널 :  
페드로 도밍고스 마스터 알고리즘 저자  
박일평 LG전자 소프트웨어센터장(부사장) 
마이크 슈스터 구글 번역 최고담당자 
줄리아 스테인 GM Urban Active 부사장 



11:40~13:15 Lunch 

AR·VR·MR을 넘어 : HMI 혁명  

13:15~13:45 기조강연  
(30분) 

앤드류 슈와츠(Andrew Schwartz) 피츠버그 대학교 교수  

13:45~14:15 기조강연  
(30분) 

새로운 현실: IOT기술이 만드는 진정한 몰입경험 
라지 탈룰리(Raj Talluri) 퀄컴 수석부사장  

14:15~14:45 기조강연  
(30분) 

마이클 러커(Michael Rucker) 옴니버트(Omnivirt) COO 겸 공동창립자 

14:45~14:55 Break 

14:55~15:25 기조강연  
(30분) 

더 똑똑한 빌딩의 조건 -  VR·AR·센싱 기술로 서로 연결된 건축물들의 이야기  
로버트 맨킨(Robert Mankin), NBBJ 파트너 

15:25~16:00   오픈 토크  
(30분) 

좌장:  조광수 연세대학교 교수  
패널 :  
앤드류 슈와츠(Andrew Schwartz) 피츠버그 대학교 교수 
라지 탈룰리(Raj Talluri) 퀄컴 수석부사장  
마이클 러커(Michael Rucker) 옴니버트(Omnivirt) COO 겸 공동창립자 

16:00~16:10 Break 

가상화폐 시대의 도래와 블록 체인 /김범수 심민관  

16:10~16:20 전문세션 발표  
(10분) 

아이템베이 대표 
-게임 아이템, 머니 등 사이버 머니 경제 시스템  

16:20~16:30 전문세션 발표  
(10분) 

윤석구 ICO 개발자  

16:30~16:40 전문세션 발표  
(10분) 

지역화폐를 가상화폐로 
-서울시 공무원 

16:40~17:20 오픈 토크  
(40분) 

좌장 :  위정현 중앙대학교 교수  
패널 : 기조강연자 3명  

18:30-20:30 갈라디너 

*상기 일정은 사정의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프로그램 (9/15) 
구 분 내 용 

Registration & Welcome Coffee 

개회식 

기조강연  아마존의 4차 산업혁명 전개 방향과 미래전략 

기조강연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진단서비스 

기조강연 클라우드를 활용한 글로벌네트워크 등 사업 소개  

기조강연 디지털 트레이드 시대 클라우드 주요 역할  

기조강연     클라우드 기능이 구현된 전력망 기반 플랫폼 구축 소개 

클라우드 공급 서비스(IaaS, SaaS, PaaS)별 트렌드 소개  

기조강연 클라우드를 활용한 글로벌네트워크 사업 소개  

기조강연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PaaS-TA 주도적 개발사례 공유  

기조강연 클라우드 기반 ERP 솔루션을 통한 공급사례 소개 

기조강연 고객 수요를 맞춘 클라우드 도입 서비스 제공 

오픈 토크 공급 서비스별 동향, 트렌드 등 발전방향 논의 

국내 클라우드 도입 후 혁신 사례 

기조강연 KT금융존을 도입하여 CMS 개시, 금융거래의 트렌드 변화 공유 

기조강연 의료관광 클라우드 플랫폼, 스마트병원 구축 등 의료혁신 사례 공유 

기조강연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를 통해 효율적 정보 서비스 제공 

기조강연 클라우드 도입사례 공유 

기조강연 빅데이터·딥러닝·클라우드를 통한 물류사업 효율화 

기조강연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메뉴팩처링을 통한 공장 운영 고도화 

오픈 토크 국내 클라우드 도입 혁신사례 세부내용(장점) 및 향후 도입 계획 등 논의 

*상기 일정은 사정의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확정 연사 프로필 

성 명 페드로 도밍고스 

소속/직위 마스터 알고리즘 저자 

주요경력 

저자 페드로 도밍고스는 시애틀 워싱턴대학의 컴퓨터과학 및 공학       
교수. 리스본의 IST(INSTITUTOSUPERIOR TECNICO)대학에서   
전기공학 및 컴퓨터과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캘리포니아대학       
어바인캠퍼스(UC IRVINE)에서 정보 및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머신러닝 분야의 선구적인 전문가로 데이터과학 분야의      
최고 영예인 SIGKDD 혁신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에도 풀브라이트 펠로우십, 슬론 펠로우십,     
미국국립과학재단의 CAREER상, IBM 교수상(FACULTY AWARD)을     
받으며 명성을 쌓아왔다. 

 

성 명 박일평 

소속/직위 LG전자 /부사장 

주요경력 

서울대 컴퓨터과학과 졸업하고, 뉴욕대 교수와 일본 파나소닉       
연구소 연구원을 거쳤으며, 미국 조지아공과대학에서 삼성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미국 전장 업체 하만의 CTO로 근무하였으며, 중국의 바이두,       
패러데이퓨처, 마이크로소프트, 인디고 등 여러 전략적      
파트너사들과의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주도하기도 함 

 

성 명 라즈 탈룰리 

소속/직위 퀄컴 / 수석 부사장 

주요경력 

라즈 탈루리는 제품관리 담당 부사장으로, QTI 인터넷 사업을        
현재 담당하고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는 모바일 업계 최초의 초음파 기반        
생체 지문 인식 기술인 퀄컴 스냅드래곤 센스 ID 3D의 모바일         
생산관리를 담당했다. 
타룰리는 20년 넘게 사업관리, 전략적 마케팅 및 엔지니어링       
관리 등 폭 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성 명 마이크 슈스터 

소속/직위 구글 /구글 번역 최고 담당자 

주요경력 

2006년 구글의 음성인식팀으로 입사해, 지난 8년동안 구글의       
한국어와 일본어 음성인식 개발에 기여하였으며, 최근에는      
머신러닝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텐서플로우’ 기술을 이끌고      
있다.  

 



성 명 앤드류 슈와르츠 (Andrew Schwartz) 

소속/직위 피츠버그 대학교 / 교수 

주요경력 

앤드류 슈와츠는 피츠버그 대학교의신경생물학교수이다. 앤드류       
교수는 신경과학 협회, 물리연구소 및 국제 심리 물리학협회        
회원이다. 앤드류 교수는 수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현대 과학자를        
위한 카네기 과학상(2010년)도 수상했다. 

 

성 명 마이클 러커 (Michael Rucker)  

소속/직위 Omnivirt / 공동창업자, COO 

주요경력 
마이클 러커는 360도 가상현실 비디오를 개발하는 Omnivirt의       

공동창업자이다 COO이다.  

 

성 명 로버트 맨킨 

소속/직위 NBBJ / 파트너 

주요경력 

로버트 맨킨은 NBBJ에서 사무공간설계(workplace design)    
부분을 책임지는 총괄자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북미에서       
수십년의 경험을 쌓은 맨킨은 NBBJ가 삼성과 텐센트,       
알리바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그리고 보잉과      
같은 거대기업들의 사무공간을 설계하는데기여했다. 맨킨은     
최근 삼성의북미본사와수원에있는삼성R5 연구소, 그리고         
분당에 위치한 NHN본사 건물을 설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