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gram

오전  |  Keynote Session

10:00 - 10:05 Opening
AWS  |  김준성 ENT-MFG Sales Leader

10:05 - 10:20

Keynote 1 - 제조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여정과 ISV솔루션
클라우드 여정에 익숙하지 않은 제조기업에게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클라우드 여정을 소개 드리고 이와 함께 클라우드에서 활용 가능한 ISV솔루션의 예를 설명드립니다. 

메가존클라우드  |  김종찬 Cloud Strategy Group Leader

10:35 - 10:50

Keynote 3 - 제조업 디지털 전환 글로벌 트렌드와 클라우드
제조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최신 트렌드를 공유드립니다.핵심은 기업 내부 시스템 간,
그리고 Value Chain 상의 각 기업 간 데이터 사일로를 극복하는 노력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ISV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AWS  |  강명구 Executive Technology Partner

10:20 - 10:35

Keynote 2 -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과 ISV 역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하는 시장과 고객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ISV솔루션 활용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디지털 전환 방법론과 ISV 솔루션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Deloitte  |  정대원 이사 Tech Strategy & Transformation Senior Manager

10:50 - 11:10

o9 고객사례 - 디지털 공급망 혁신의 완성을 위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여정
powered by o9 Digital Brain Platform on AWS
현대 두산인프라코어가 o9 Solutions와 함께  AWS Cloud 기반으로 추진한 Global S&OP 프로세스 및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의 배경 및 과정, 결과, 교훈 그리고 향후 확장 로드맵을 공유합니다.

o9 Solutions  |  백영석 전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  노재헌 부장

11:10 - 11:30

Datadog 고객사례 - Datadog UX 모니터링으로
LGE.COM End-to-End Observability의 마지막 퍼즐 완성하기 
지금까지의 모니터링은 인프라 환경, 애플리케이션 성능 등 Backend 영역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떠난 응답이 최종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모니터링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LG전자의 대표 B2C 서비스인 LGE.COM 사례를 통해 고객의 손끝에서 Backend 영역까지의
진정한 End-to-End Observability를 확보하고 Datadog의 강력한 Correlation을 경험해보세요 .

Datadog  |  이노훈  Partner Solutions ArchitectDatadog  |  이노훈  Partner Solutions Architect
 LG CNS  |  이은 한국마케팅플랫폼팀 Software Engineer 

11:30 - 11:50

Siemens 고객사례 - Cloud SaaS PLM (Siemens, Teamcenter X)
도입을 통한 효율적인 엔지니어링 Data 관리 사례
Untact 환경 극복, IT Infra 의 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입한 최신 AWS Cloud Platform 기반의
PLM solution인 Teamcenter X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개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Cure In  |  박병준 박사



TRACK A

오후  |  Data / Analytics

14:00 - 14:30

MongoDB - Time Series Data in MongoDB
제조업 뿐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Time Series Data를 MongoDB를 이용해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 및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밸류에 대한 발표입니다.
* 김준 전무는 20년 이상 경력의 DB 전문가로서, 오라클에서 세일즈 컨설턴트를 역임하였고,
현재 MongoDB에서 시니어 솔루션 아키텍처로 코리아팀 기술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ongoDB  |  김준 전무

13:30 - 14:00

Databricks고객 사례 - Databricks의 글로벌 제조사례로 알아보는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의 진화와 혁신
데이터와 AI의 잠재력은 너무 크고,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들은 어렵다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모든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데이터 및 AI 기업 데이터브릭스는 전 세계 7,00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 고객사에게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AI를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브릭스 레이크하우스 소개 세션을 통하여
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대표 글로벌 제조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대표 글로벌 제조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링크드인, 페이스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Databricks  |  장경운 솔루션즈 아키텍트 팀장

14:30 - 15:00

armiq - AWS에서 SAP 데이터 활용, $50 로 가능하다고? 
디지털 전환의 목적은 비즈니스 혁신입니다. 이는 데이터의 통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업 데이터의 핵심인 SAP 데이터를 AWS datalake와 신속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 Data silo 현상을 해결합니다. 
단절된 데이터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데이터 통합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통해 혁신 인사이트를 발굴하세요.

armiq  |  정세훈 이사

Break Time

15:10 - 15:40

Snowflake - Snowflake for Manufacturing 데이터 연결, 공유, 분석을 통한
제조기업 운영 및 공급망 효율 극대화 사례
고객 및 시장 상황, 공급망 상황이 급변하는 시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발 빠른 의사결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조기업에서는 민첩한 대응 및 자동화를 통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최적화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및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최강의 성능 기반
실시간 데이터 이동, 안전한 데이터 공유 및 운영을 통한 제조기업을 위한 혁신 전략과 글로벌 사례를 소개합니다.

Snowflake  |  김황곤 Senior Partner Sales EngineerSnowflake  |  김황곤 Senior Partner Sales Engineer

15:40 - 16:10

Datastax(Cassandra) - 카산드라 데이터베이스의 클라우드
Data-First Strategy : Let’s go to DFS
빠르게 변화하는 실시간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만을 이야기하는 재래식(Old School)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각의 Data-First Strategy를 제안합니다.

Datastax  |  이규현 전무

16:10 - 16:40

SQream - GPU 기반을 통한 전사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빠르게 커져만 가는 대용량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효율적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현재 비즈니스의 큰 과제입니다.
수 백 PB급의 데이터를 담고,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많은 투자를 요구하지만, 
최저 인프라 투자로 GPU 기술을 활용한 획기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SQream Korea  |  박찬호 전무



TRACK B

오후  |  Security

13:30 - 14:00

Horangi - CSPM으로 시작하는 클라우드 보안
(AWS ASEAN 보안 컨피더시를 획득한 유일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 10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많은 보안 사고의 발생 원인
-  HORANGI 제조사 소개
-  강력한 클라우드 보안솔루션 Warden 소개
-  시연 (10분)

Roltech  |  강호식 클라우드 사업 본부장Roltech  |  강호식 클라우드 사업 본부장

14:00 - 14:30

Palo Alto Networks -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CNAPP 적용방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보안 위협 5가지를 분석하고 기업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빌드, 배포,
런타임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CNAPP(Cloud Native Application Protection Platform) 적용 방법을 살펴봅니다.

Palo Alto Networks  |  장성민 상무

14:30 - 15:00

Trendmicro - AWS 클라우드의 사용자 서비스 및 자산 보호를 위한
 유연한 구성과 필수적 보안 적용 가이드
트렌드마이크로는 AWS의 가장 오래된 글로벌 보안 파트너로서 AWS 사용자들의 안전한 환경 구성과
서비스 운영을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한 보안 적용 방법과 필요한 보안 구성 요소들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의 피드백과 발전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빠르게 반영하여 클라우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보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확장된 트렌드마이크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Trendmicro  |  김석주 이사Trendmicro  |  김석주 이사

Break Time

15:40 - 16:10

Okta - Zero Trust 구현을 위한 단단한 기초, 통합 아이덴티티 관리를 Okta와 함께
클라우드 시대의 보안 패러다임 Zero Trust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이 조합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의 통합과 연동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Identity Provider 구성이 필요합니다.
Okta를 통해 이러한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구성을 보다 쉽고 빠르게,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구현하실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합니다.

Okta Korea  |  장희재 기술총괄 상무

15:10 - 15:40

스파이스웨어 - 제조업체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제로트러스트 클라우드 보안과 인공지능의 활용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기의 도래에 따라 제조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상의 기밀정보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제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방해하고 있습니다. 
보안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데이터 유출 방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소개합니다.

스파이스웨어  |  이미르 과장

16:10 - 16:40

INKA Entworks - 자칫 놓치기 쉽지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모바일 앱 보안 위협과 방어 방법
제조 혁신을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받는 스마트팩토리는 개방된 네트워크상에서 OT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OT 환경에서의 보안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OT 보안 관점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모바일 앱 보안 위협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INKA Entworks  |  홍진선 이사



TRACK C

오후  |  Observability

14:00 - 14:30
Dynatrace - Cloud 최적의 Observability 달성을 위한 Dynatrace 소개

Dynatrace  |  김중완 이사 Lead Solution Architect

13:30 - 14:00

OpsNow - OpsNow와 함께하는 제조업계 클라우드 관리와 최적화
국내 제조 분야에서도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효율성 개선 등을 이유로 클라우드 도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에서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비용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psNow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관리와 최적화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과 제조 업계의 클라우드 적용 및 최적화 사례에 대해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베스핀글로벌  |  김민지 OpsNow Product Manager

14:30 - 15:00

HashiCorp - 인프라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시크릿 관리 방법
많은 기업이 데이터센터 운영에서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인프라에 흩어져있는
수많은 시크릿(비밀번호, 인증서, 토큰, SSH키, API키)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시코프는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민감한 시크릿을 어디서나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볼트(Vault)를 제공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인프라 환경에 종속 없이 중요한 시크릿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HashiCorp  |  김정훈 전무 Solutions Engineering

Break Time

15:10 - 15:40

WhaTap - WhaTap Observability, 그리고 Log Monitoring
유연하고 변화 가능성이 높은 모던 아키텍처에서는 기존 모니터링 관점으로는 IT 성능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Observability에 Log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탭랩스는 모니터링에서 Observability를
제공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haTap  |  김성조 CTO

15:40 - 16:10

SpaceONE - Cloud Management Platform(CMP)를 통한
클라우드 통합 운영전략 수립
클라우드 비용, 자산, 장애관리 등 클라우드 운영 요소에 대한 통합 방안을 고민 중이신가요? SpaceONE을 통해
자산과 비용의 통합 관리, 비용 절감, 업무 효율화 등 클라우드 운영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례별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노하우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메가존클라우드  |  강광일 매니저 Cloud Platform Lab메가존클라우드  |  강광일 매니저 Cloud Platform Lab



TRACK D

오후  |  HPC / Smart Factory / Storage

13:30 - 14:00

Hexagon - 제조기업 디지털 변혁을 위한 AWS SaaS 기반 설비관리 전략과 사례
본 세션에서는 AWS SaaS으로 제공되는 헥사곤의 설비관리솔루션
EAM (Enterprise Asset Management)과 이를 통한 제조기업의 설비관리 전략적 방향성을 다룹니다.
Smart Digital Reality를 추구하는 헥사곤의 비젼을 설비관리 관점에서 실현해 나아가는 고객 사례를 공유합니다.

Hexagon  |  유기성 전무 EAM 담당 컨설턴트
Hexagon  |  온정호 상무 EAM 사업담당

14:00 - 14:30
Veeam - 클라우드 환경의 제조 기업을 위한 완벽한 데이터 보호 구현

Veeam Software Korea  |  신동운 이사

14:30 - 15:00

Rescale - HPC 클라우드가 가속화하는 시뮬레이션
리스케일은 CAE, AI/ML 등 R&D 및 엔지니어링을 지원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가용성/고성능의 컴퓨팅 클라우드들 위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어떻게 리스케일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Rescale  |  민경호 매니저

Break Time

15:10 - 15:40

Clunix - 국내 제조기업 R&D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R&D 솔루션 제안
국내 기업 클루닉스는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R&D 환경의 요구사항과 이슈를 분석하여
이에 맞는 R&D 통합 환경을 개발/제안해 왔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 클루닉스는 국내 R&D 환경에 최적화된
퍼블릭클라우드 기반의 R&D 클라우드 - ‘아렌티어 클라우드’를 소개하고, 그동안의 노하우가 집약된 ‘아렌티어 클라우드’를 통해
국내 제조기업 R&D 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제안합니다.

Clunix  |  서진우 대표이사

15:40 - 16:10

NetApp - 국내 제조업들의 클라우드 전환 및 비용 절감을 위한 넷앱 솔루션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를 선도하는 넷앱의 ONTAP을 AWS 네이티브 서비스인 AWS FSx for NetApp ONTAP을 통하여
제조업의 기존 워크로드를 손쉽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 및 CloudOps 솔루션을 통해 클라우드 운영 조직의 주요 과제인
클라우드 비용을 손쉽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NetApp  |  강현석 과장

16:10 - 16:40

UlalaLAB - ESG솔루션 전문기업 울랄라랩이 제안하는
제조현장을 위한 데이터레이크 기반의 SaaS 서비스 3가지
최근 제조 산업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더욱 고도화된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서비스를 도입하기까지
제조 고객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울랄라랩의 데이터 레이크 기반
ESG SaaS 솔루션이 고객들의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를 대표적인 서비스 3가지와 함께 소개 드립니다.

UlalaLAB  |  정환일 팀장 Product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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