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행사 개요 

● 행사명 : 2020스마트클라우드쇼 
● 일    정 : 2020년 9월 23일(수)-24(목) 
● 장    소 : 드래곤시티 백두홀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 주    관 : 조선비즈 

 

(2) 프로그램 
9월 23일(수) 

시간 구분 연사 

오전 세션 

09:00-09:15 개회사 및 축사  

09:15-09:45  기조연설1 
디지털뉴딜의 성공조건 

세바스찬 스런 구글 전 부사장 

09:45-10:15 톰 데이븐포트 뱁슨대 정보기술·경영학과 대통령 
석좌교수 

10:15-10:35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10:35-11:15 대담 좌장: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패널: 세바스찬 스런 구글 전 부사장 
톰 데이븐포트 뱁슨대 정보기술·경영학과 대통령 
석좌교수 

11:15-11:45 특별강연1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혁신 

에이브 스미스 Zoom 인터내셔널 총괄 

 오후세션 

13:30-13:50 특별강연2 휴고 스와트 퀄컴 XR비즈니스 그룹 헤드 

13:50-14:10 특별강연3 TBD 

14:10-15:10 세션1 박기은 NBP CTO 
남양원 알서포트 글로벌마케팅부문 대표 본부장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상무 

15:10-15:40 세션2 
데이터 공유가 가져올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변화 

시빅해커(빠띠)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 

15:40-16:10 대담 좌장: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패널: 세션2 발표자 

*연사/프로그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9월 24일 (목)  

시간 구분 연사 

오전 세션 

09:10-09:20 오프닝  

09:20-10:00 기조연설1 
신흥 인프라, 5G 

토미 우이토 노키아 모바일네트워크그룹 총괄 사장 
이영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고문 

10:00-11:20 세션1 
클라우드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AWS아키텍트 총괄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오후 세션 

13:30-14:50 세션2 
AI 

제프 쉬 센스타임 아시아태평양 사업 그룹 사장 겸 전략 
부사장 
이철배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 선행디자인연구소장 
박명순 SK텔레콤 AI사업본부장 
가이 커크우드(Guy Kirkwood) 유아피스 Chief Evagelist 

14:50-15:20 대담 TBD 

*연사/프로그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기조 연사 정보 

사진 

 
 

이름 세바스찬 스런(Sebastian Thrun)  톰 데이븐포트(Tom Davenport) 

소속 및 
직급 유다시티 공동창립자 뱁슨대 정보기술·경영학과 대통령 

석좌교수 

프로필 
(국문) 

* 現 유다시티 공동창립자 
* 現 키티호크 CEO 
* 現 구글X 설립자 
* 現 스탠포드대 컴퓨터과학·전자공학과 
겸임교수 
* 前 구글 상무 

* 現 뱁슨대 정보기술·경영학과 석좌교수 
* 現 국제 데이터 분석 기구 공동창립자 
* 現 딜로이트 수석 자문위원 
* 前 보스턴대 경영학과 교수 

강연주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해야하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데이터 댐, 규제에 대한 통찰” 



 

 
 

사진 

 

 

이름 토미 우이토(Tommi Uitto)  

소속 및 
직급 노키아 모바일 네트워크 총괄 사장  

프로필 
(국문) 

* 現 노키아 모바일 네트워크 총괄 사장 
* 前 노키아 글로벌 모바일 브로드밴드 
판매·고객 관리 부문 부사장 
* 前 노키아지멘스 글로벌 무선 LTE 
사업부 모바일 브로드밴드 총괄 사장 
* 前 노키아지멘스 네트워크 시스템 제품 
운영 총괄 사장 
* 前 노키아지멘스 WCDMA/HSPA 제품 
운영 총괄 사장 

 

강연주제 “포스트코로나 시대, 네트워크가 바꿀    
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