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아젠다 및 발표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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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9:00 AM 등록 및 전시 관람
9:00 - 9:10 AM 환영사 (한국 오라클 김형래 사장)

9:10 - 9:50 AM KEYNOTE 1 :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시대, 미래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정재승 KAIST 교수,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9:50 - 10:30 AM KEYNOTE 2 : The Future is Autonomous (Andrew Sutherland 수석 부사장, Oracle Systems & Technology)

10:30 - 10:50 AM 휴식
10:50 - 11:30 AM KEYNOTE 3 : Be Future Ready with Digital Transformation (한국오라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부문 이영수 대표)

11:30 - 12:10 PM
KEYNOTE 4 : 2세대 클라우드의 흐름 속에 진정한 비즈니스 혁신을 리딩하는 고객과의 대담

(진행: TalkIT 고우성 대표 / 고객사: 현대상선, SK하이닉스, 삼성서울병원, 큰사람)

12:10 - 1:20 PM 점심 식사 및 전시 관람

트랙명

트랙 1 트랙 2 트랙 3 트랙 4 트랙 5 트랙 6 트랙 7

자율운영 데이터 관리
(Autonomous Data 

Management)

2세대 클라우드
(Generation 2 Cloud)

클라우드 인프라 현대화
(Cloud Infrastructure 

Modernization)

최신클라우드개발
(Modern Cloud 
Development)

ERP, 새로운변혁의중심
(ERP, The New Core of 

Business)

CX, 고객의진화에따른
마케팅뉴패러다임

(CX, Your Evolving 
Customer)

HCM, 밀레니얼시대의인사
관리 혁신

(HCM, The Changing 
Workforce)

1:20 - 2:00 PM
오라클의 자율운영
데이터 관리 전략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오라클 2세대
클라우드 소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 통합 지원을 위한
오라클 인프라스트럭쳐

전략 소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

(Cloud Native AppDev)

Tomorrow's ERP, 
Today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고객 경험 혁신 전략

Create Tomorrow's HR, 
Today

2:00 - 2:10 PM 휴식

2:10 - 2:50 PM
AI/ML 기반의 자율운영

데이터 웨어하우스
오라클 클라우드

심층 보안 전략 A to Z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위한

강건한 DB 플랫폼
고도화 전략 및 국내/외

구축 사례 소개

Cloud Application 
개발을 위한 API 설계

방안

AI, RPA, Chatbot을
적용한 ERP 혁신과 사례

경험의 경제
(Experience 

Economy)시대의
디지털 마케팅의 글로벌

트랜드 및 사례

Adaptive 
Intelligence를 활용한
HR 혁신 전략 및 사례

2:50 - 3:10 PM 휴식

3:10 - 3:50 PM
AI/ML 기반의 자율운영

트랜잭션 프로세싱
서비스

기업 애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전환 방안

기업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아키텍쳐 구현방안

Enterprise-Ready 
BlockChain : 오라클
블록체인 서비스 소개

IoT, AI, BlockChain을
이용한 SCM 혁신 방안

[고객 패널 토의]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디지털 마케팅 및 캠페인
성과 극대화 사례 공유

HR Analytics의 진화: 
Data Driven HR

3:50 - 4:00 PM 휴식

4:00 - 4:40 PM 
자율운영

데이터웨어하우스
적용 사례

고객 사례로 알아보는
2세대 클라우드

관리 전략

오라클 솔루션 기반 기업
업무 성능 극대화를 위한
오라클 컴퓨팅 인프라

소개

Digital Assistant 를
활용한 보다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구축

ERP Cloud 구축 사례로 본
Lesson-Learned

Adaptive Intelligence를
활용한 고객 경험 혁신

전략 및 사례

풀무원 그룹의 인사 관리
혁신 사례 소개

4:40 - 5:00 PM 맺음말 및 설문 기념품 교환
5:00 PM 행사 종료

Oracle CloudWorld Seoul 2019 아젠다
* 일정 정보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