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me Session Speaker

12:00 PM - 13:00 PM 행사 등록 / 부스 투어 

13:00 PM - 13:10 PM 오프닝
이지은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13:35 PM - 13:50 PM Microsoft Ignite 2022 주요 메시지 

13:10 PM - 13:35 PM
키노트 스피치

“Doing more with less with the Microsoft Cloud” 
사티아 나델라 
- 마이크로소프트 CEO 

16:35 PM - 17:00 PM 휴식 / 네트워킹 / 부스 투어 

14:40 PM - 15:10 PM 휴식 / 네트워킹 / 부스 투어 

15:10 PM - 15:50 PM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는 
메타버스와 로드맵

13:50 PM - 14:40 PM
키노트 스피치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를 통한 업무 혁신과 생산성 향상’ 
이건복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Developer Lead 

Speaker : 문종훈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r. Technical Specialist

메타버스 개요 및 이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세 가지 제안 : 
Presence 가치, 새로운 몰입 세상, 예측 및
자동화를 소개합니다. 최신 마이크로소프트 
사용 사례와 로드맵을 공유하고 메타버스가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어떻게 준비할지 
알 수 있습니다.

Azure 컨테이너 앱스로 구축하는 
마이크로서비스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쳐 

Speaker : 정승원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 Sr. Cloud Solution 
   Architect 

Azure 컨테이너 앱스는 복잡한 인프라 
보다 개발자가 앱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자원의 사용률 대신 이벤트 기반의 
스케일 전략을 지원하며, 오픈소스 기술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쳐를 
지원합니다. 자바/스프링 앱을 중심으로 
Azure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컨테이너 
운영환경의 특성을 비교 설명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DevOps를 하고 있나? : 협업의 
문화, ‘DevOps on Azure’
Speaker : 김태영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r. Cloud Solution 
    Architect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어떻게 

DevOps를 수행해 왔는지 공개합니다. 

DevOps를 잘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부분과 여러분의 팀에 더 잘 맞는 DevOps
솔루션은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 봅니다. 

17:40 PM - 17:50 PM Track 1 경품 추첨 Track 2경품 추첨 Track 3경품 추첨

Track 1 Track 2 Track 3

15:55 PM - 16:35 PM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업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리더의 전략 

Speaker : 신호철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ecurity Lead 

클라우드 환경 전반에 대한 보안 상태 

점검과 모든 워크로드에 대한 보호 

기능은 필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Multi & Hybrid 클라우드를 위한 

통합적인 보안 전략’을 소개합니다.  

Azure Databricks를 활용한 
데이터 및 AI 아키텍처 최적화

Speaker : 함광석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r. Cloud Solution 
Architect 

Azure Databrick를 통해 Data & AI 
아키텍쳐를 표준화 및 단순화시켜 
기존의 비효율적인 분석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Azure와 통합된 Azure Databricks의 
Data Lakehouse와  최신 클라우드향 
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최적 아키텍처 
소개합니다. 

Azure API Management로 비즈니스 
가치 높이기 : 퓨전 개발팀을 위한 
핵심 도구 

Speaker : 유저스틴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 Sr. Cloud Advocate 

전문 개발자만으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어떻게 전문 개발자가 

로우코드 개발자와 공생하며 Azure API 
Management를 이용해 협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17:00 PM - 17:40 PM 

개발자 백만시대 : 조직 간의 
시너지를 증폭하는 강력한 
로우코드+노코드 
Speaker : 어거스트 리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Cloud Solution 
   Architect 
Speaker : 박지윤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CSA-Engineering 

AI를 통해 더욱 강력해진 로우코드와 

노코드가 궁금하지 않나요?  

마이크로소프트 Power Platform을 전문 

개발자와 시티즌 개발자, IT 관리자가 

모두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합니다.  

내 옆 회사의 AI : 내 회사가 AI에 
뒤쳐진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 때
반드시 들어야 할 강연

Speaker : 박지호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Sr. MTC Technical 
Architect 

AI라는 단어는 너무 흔해졌지만, 실제로 

내 회사에서 AI 도입을 통해 'Do more 
with less'를 실현하고 있는가는 의심

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국내 환경에 맞는

AI 도입과 적용의 처음과 끝, 그 실체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에 이어 코딩까지 AI가 
프로그램 개발을 척척? : GitHub 
Copilot, 어디까지 알아보셨나요 

Speaker : 최영락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Territory Channel Mgr. 

Speaker : 변정훈 

- GitHub Star(aka., Outsideris)  

AI가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는 세상에서 

GitHub은 작년 AI 페어 프로그래머인 

GitHub Copilot을 발표하고 올해 유료 

모델로 공개했습니다. GitHub Copilot과 

함께 코딩할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유용한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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