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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am

임원진 기조연설
IoT를 가속화하고 수익과 이윤을 끌어올리는 기회를 최적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IoT의 성공에는 혁신,
비즈니스 모델, 파트너십을 위한 사고 방식이 요구됩니다. Microsoft의 IoT 세일즈 VP인 Rodney Clark은 IoT 밸류 체인의 모든
파트너들이 에지에서부터 클라우드까지 반복 가능한 IoT 솔루션을 설계, 구축, 확장할 수 있도록 Microsoft가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설명합니다.

Rodney Clark, Vice President IoT Sales, Microsoft

10:30-11:30am

인텔리전트 에지 그리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 IoT 보안의 도전과 Azure Sphere
전 세계 기업들이 차세대 엔드 투 엔드 IoT 솔루션을 어떻게 구축하고 관리하는지 알아보세요. 빠르게 진화하는 IoT 역량은
기업의 혁신을 위해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리 위험을 안겨줍니다. IoT 여정을 단순화하고 기기에서
클라우드까지 솔루션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엔터프라이즈급 IoT 및 에지 솔루션을 생성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과 기회를
활용하는 비결을 알아보세요.

인텔리전트 에지 그리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Jenna Lee 전무, Head of IoT Solution Architects – APAC+Japan, Microsoft
IoT 보안의 도전과 Azure Sphere
Danielle Damasius, Principal Program Manager, Microsoft

오전 휴식

11:45-12:30am

12:30am-1:00pm

Microsoft IoT 및 다양한 기술 프로그램으로 인텔리전트 에지 솔루션 구축하기
단순한 시나리오에서부터 복잡한 시나리오까지 다양한 IoT 솔루션을 개선하기 위해, IoT 에지 기술, 인지 서비스 및 인공
지능의 혁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Distributor, SI 및 OEM이 확장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솔루션을 설계,
구축, 구현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4단계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및 인텔리전트 에지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거치게 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4단계를
알려 드립니다. 다양한 파트너십과 판매 시나리오에서 수익성이 높고 지속 가능하며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고, 귀사와 귀사의 고객이 동시에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기회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결도 알아보세요.

점심 시간

이건복 상무, IoT Solution Architect, Microsoft
Daisuke Nakahara, Tech Solutions Prof, Microsoft
초청연사 : 이두순 대표, Doosan Mobility Innovation

Noam King, Senior , IoT Sales Strategy Lead, Microsoft
초청연사 : 이근우 상무, Senior Director, ,Innod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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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m King, IoT Sales Strategy Lead, Microsoft

귀사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
오전 키노트에서 다룬 다양한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접근한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4단계를
귀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대해 알아보세요. 업계 전문가 패널과 함께 관련 이슈 및 아이디어를 논의해 보세요.

박근호 부장, Principle Solution Spec, Microsoft
강학주 대표, CEO, ulalaLAB
이근우 상무, Senior Director, Innodep
김정열 대표, CEO, Thingscare

2:00-4:30pm

나만의 인텔리전트 에지 만들기
인텔리전트 에지에서부터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및 새로운 레퍼런스 아키텍처 기회를 창출하는 AI의 발달까지, 최근의
Microsoft IoT 제품 혁신 사례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버튼, 사운드 센서, 산업용 웨어러블 및 AI 카메라와 같은 에지 디바이스를
Azure IoT Central, Azure IoT Hub, 스트림 분석, 기계 학습 및 에지 AI 등 다양한 클라우드 기술에 연결해 보세요.

Azure IoT Central
Azure IoT Central은 IoT 진입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새로운 고객층을 창출합니다. IoT Central 랩을 통해 IoT
애플리케이션을 간편하게 구축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귀사의 IoT 비즈니스를 주도할 IoT ‘이벤트 인 박스(Event in a Box)’를
직접 만나보세요.

이창섭 이사, IoT Solution Architect, Microsoft
오일석 부장, IoT Solution Architect, Microsoft
Jean-Sébastien Brunner, Principle Program Manager Lead , Microsoft

Cameron Green, Senior Program Manager, Microsoft

오전 11시 부터

파트너-고객 매치메이킹
Microsoft 매치메이킹 툴을 통해 새로운 IoT 솔루션을 설계, 구축, 구현할 기회를 찾는 파트너와 고객을 만나보세요.

상시

파트너 스폰서 솔루션 쇼케이스
파트너 IoT 솔루션 쇼케이스에서는 Microsoft IoT 파트너 에코시스템이 Microsoft 파트너 에코시스템과의 협력으로 핵심 산업 분야에서 추진하는 혁신의 효과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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