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마존닷컴�최고기술책임자(CTO) Werner Vogels와 
AWS 인공지능(AI) 총괄�부사장 Swami Sivasubramanian가
클라우드�컴퓨팅의�미래를�직접�전해드립니다.

아마존 CTO가�말하는 
최신�클라우드�동향01

“ 한국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은 AWS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한국 고객들이 보다 빠르게 혁신 할
수 있도록 AWS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4월 AWS Summit Seoul에서
만나길 고대하겠습니다.”

Werner Vogels

아마존닷컴
최고기술책임자(CTO)

Swami
Sivasubramanian

AWS 인공지능(AI)
총괄 부사장 

Event Highlight!

“AWS Summit Seoul 세션 정보 전체 공개”
지금 스케줄링 하세요! 

수준별, 산업별 

총 107개�세션
DAY1. AWS 서비스의 기본 개념부터 배울 수 있는 기초 트랙부터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및 분석,  보안  등 전문 트랙까지 다양한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DAY2. 본사 인공지능 팀이 직접 발표하는 인공지능 (AI) 트랙과
엔터프라이즈, 유통, 금융, 미디어, 게임 등 다양한 산업별 전문 트랙이
고객 사례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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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클라우드�기초부터�심화까지

AWSome Day
[전일 무료]  AWS의 테크니컬 트레이너들이 AWS 비즈니스 & 
테크니컬 과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초 개념과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비용 절감 및 보안 등의 이점에 대해 단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무료 교육 기회를 만나보세요! EC2, VPC, EBS, S3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전체 강연을 이수할 시 수료증이 제공됩니다.

인공지능(AI) 총 책임자 Swami Sivasubramanian과
아마존 웹서비스 본사 인공지능팀이 한국을 방문하여 직접 소개하는
AI 특집 세션입니다.  AI/ML 미래를 준비하는 AWS의 AI를 현장에서
만나보 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웹서비스 본사

어벤져스 AI팀04

기조�연설�스피커�한마디

AWS Summit 세션 전체 공개!
아젠다를 확인하고 나만의 세션 스케줄을 만들어보세요.

AWS Summit 2018만의 “인공지능(AI) 이벤트” 놓치지 마세요!
아마존 인공지능(AI) 등록 데스크를 지금 경험하세요.

이벤트 체험하기 

S U M M I T
S E O U L

AWS Summit Seoul 2018
Event Highlight

 Scan Me!

미리�사전�준비하세요! 

“한국은 지금까지 새로운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포용하는 데  항상
앞장서왔습니다. 기계학습(ML)의 강력한 혁신 기능을 기반으로, 
한국의 개발자 및 고객사들이 새로운 혁신 기술을 창조하는 데 있어
AWS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AWS Summit Seoul 2018

기조연설 기회를 통해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2018년 4월 18일 - 19일 │ 코엑스 컨벤션 센터

티저 영상보기 

https://guidebook.com/app/aws/guide/seoul2018/
https://www.eventservice.kr/2017/aws/2018_summit/index.html
https://youtu.be/HBgGYVxJ9Vc
https://aws.amazon.com/ko/summits/seo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