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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nnov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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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경 순  Kyung Soon Um

IBM 전무
Director/CTO of IBM

주요 경력

2017- 현재 한국 IBM CTO, 전무

2015-2016 한국 IBM 기술영업총괄 & 삼성 기술자문 , 전무  

2013-2014 한국 IBM 소프트웨어그룹 CTO, 상무 

2011-2012 한국 IBM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그룹  리더, 상무 

2007-2010 한국 IBM 소프트웨어 System z 기술팀 리더, 상무 

2002-2006 한국 IBM 소프트웨어 System z IM 기술팀 

1995-2001 한국 IBM 교육센터 DB2 강사

1990-1994 한국 IBM 전산실 시스템 프로그래머 

1990  한국 IBM 입사

주요활동

IBM Academy of Technology 멤버

IBM Korea Industry Community 리더

Korea WIN (Women In Innovation) 멤버

Career History

2017- current IBM Korea CTO, Director

2015-2016 S&D TSE & Samsung Tech Advisor, Director  

2013-2014 SWG CTO & Tech Sales Executive 

2011-2012 SW Architect Group Mgr, Executive 

2007-2010 System z SW Tech Sales Mgr, Executive

2002-2006 SWG System z IM Tech Sales  

1995-2001 Learning Center - DB2 Instructor

1990-1994 Computing Center - DB2 DBA & z/OS SP 

1990  Join IBM Korea 

Major Activity

IBM Academy of Technology member

IBM Korea Industry Community leader

Korea WIN (Women In Innovation)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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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nnovation with Amazon Web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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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정 욱  Jeong Wook Choi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솔루션즈 아키텍트
Soulutions Architect of Amazon WebServices Korea

최정욱 솔루션즈 아키텍트는 LG-EDS 시스템을 시작으로 UNISYS, HP, VMware 및 NHN 

등의 기업에서 20여년간 대규모 미션 크리티컬 IT 인프라에 대한 컨설팅, 구축 및 최적화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고객분들이 아마존 웹서비스 상에서 비즈니스 인프라를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Jeong-wook Choi, a solutions architect, has carried out consulting on and 

construction and optimization of large-scale mission-critical IT infrastructure, first 

at LG-EDS System and then with companies including UNISYS, HP, VMware and 

NHN, for over 20 years. Currently he is providing support for customers to operate 

business infrastructure more stably and efficiently on Amazon Web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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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맀존웹서비스와 함께하는  
디지털 혁신 사례 

1 

최정욱 / 솔루션즈 아키텍트 

아마존 소개 – 글로벌 온라인 전자상거래 e-Commerce 1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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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마존 소개 – 전세계에서 제일 혁신적인 회사 

https://www.fastcompany.com/most-
innovative-companies 

아마존 소개  - 전세계에서 제일 스마트한 회사 

https://www.technologyrevie
w.com/lists/companies/2016
/?sort=rank 



92    세션 Ⅱ

서울 디지털 서밋 2017

5 

아마존 소개  - 전세계에서 제일 연구 개발비를 많이 집행하는 회사 

 

https://www.bloomberg.com/view/articles/2016-04-29/amazon-and-facebook-are-big-spenders-on-r-d 

6 

아마존의 디지털 비즈니스 정의 

Digital Businesses differentiate them
selves purely through: 

ideas, data and customer 
relationships 

디지털 비즈니스는 아이디어, 데이터, 고객 관계를 
통해 순수히 그들 자신을 차별화 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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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마존의 디바이스 및 서비스 

8 

아마존 에코 – 인공지능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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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마존 알렉사 – 인공지능 엔진 

 

https://www.wired.com/2017/01/ces-alexa-in-everything  

10 

아마존 알랙사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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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VA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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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고객  기술 
지원 

영업 지원  

고객지원 

프로페셔
널 컨설팅  

교육 및 
인증 

보안 및 빌릿 
시스텐  

파트너 
생태계  

 솔루션 
아키텍트 

엔터프라이즈 

가상 테스크톱  

기업용 공유 
도구  

기업용 이메일 

백업 및 복구  

글로벌 리젂 (Region)  가용 영역 (AZ) 콘텎츠 배포 지점(Edges)  

인프라  

기본 서비스 
컴퓨팅 
VMs, Auto-scaling, Load 
Balancing, Containers, Cloud 
functions 

스토리지 
Object, Blocks, File, Archival, 
Import/Export 

데이터베이스 
Relational, NoSQL, 
Caching, Migration 

네트워킹 
VPC, DX, 
DNS 

콘텎츠 배포 (CDN) 

하이브리드  
환경 

데이터 
백업  

통합 앱 개
발 홖경  

젂용 회선 
연결  

통합 인증  

통합 리소스 
관리  

네트워크 
통합 

서비스 
접귺 제어 

사용자 
인증 관리 

암호 키 관
리 및 저장 

모니터릿 
로그 

기업 자원  
설정 및 보고 

리소스 사용
량 및 감사  

보안 및 규정 준수  

기업 내 
규정 준수 

웹 방화벽 

비지니스  
애플리케이션 

비지니스 
인텏리젂스  

데이터베이스  DevOps  
도구 

네트워킹  보안  스토리지  

IoT 

규칙 엔짂  

디바이스 
쉐도우  

디바이스 
SDK 

디바이스 
레지스트리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개발 및 운영 도구 모바일 서비스  앱 서비스  데이터 분석 

데이터웨어 
하우스 

Hadoop/
Spark 

실시간 데이터 
저장  

머신 러닝  

Elastic Search 
서비스 

알람 및 큐 
서비스  

워크 플로우  

풀텍스트 
검색  

Email 젂송 

동영상 변홖 

원 클릭 앱 개발  

모바일 인증  

기기 동기화  

모바일 앱 
테스트 

푸시 알림  

DevOps 리소스 
관리 

앱 라이프사이클  
관리 도구 

콘테이너 서비스  

클라우드 함수  

리소스 텐플릾  

API Gateway 

실시간 데이터 
분석 

비지니스 인
텏리젂스  

모바일 분석 

모바일 허브  

마켓 플레이스 

고객  요구에 따른  폭넓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AWS 클라우드의 폭넓은 IT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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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Machine Learning 

Amazon Rekognition Amazon Polly Amazon Lex 

Amazon AI 빌딩 블록 

일반 개발자 

데이터 개발자 

P2 Instance 
Deep Learning 

AMI and template 
Investment in 

MXNet 

연구 및 고급 개발자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데이터  
웨어하우스 

하둡 및  
빅데이터 분석 머신 러닝 

데이터 저장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NoSQL 
데이터베이스 

Elasticsearch  
분석 

AWS 빅데이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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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SDK 
연결, 인증, 메시지 통신을 
위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세트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MQTT 및 HTTP를 
통해 디바이스와 통신 

 

룰 엔진 
룰 기반으로 
메시지를 

변형하고 AWS 
서비스로 라우팅 

AWS 서비스 
모든 AWS서비스에 
메시지 젂달 가능  

디바이스 섀도 
간혈적 통신에서도 
사물의 상태 확보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은 제공된 
api를 통해서 언제든지 
쉐도우에 연결 가능 

레지스트리 
사물에 대한 ID관리 

인증 및 인가 
상호 인증 및 

암호화로 보안 강화 

AWS IOT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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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통국 – 교통 및 안전 정보 제공 

Moovit – 지도 기반 대중 교통 정보 제공 

• 대중교통 탑승자들이 Moovit 앱을 설치하
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도시에 제공 
 

• 도시에 구축되어 있는 백엔드 시스텐 및 
Moovit앱을 통해 수집된 실시간 교통 정
보의 통합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대
중 교통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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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탑승자들에 대해 
버스, 지하철 및 기차 도착 
정보 제공 
 

• 공유자젂거를 제공하는 경우 
대여 가능 자젂거 정보 제공 
 

• 우버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Transit Screen - 대중 교통 정보 제공 

 

워싱턴 BuildSmart DC – 에너지 효율성 향상 

워싱턴 DC에 있는 400여개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소비 
비용, 배출량을 추적하며, 이를 통해 하루 50,000개 
이상의 데이터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외부 APIs에 대한 접귺 및 처리를 위한 내부 APIs 
제공 

 1600개 이상의 파일과 사용 정보가 매일 업데이트 
되며 외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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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IoT – 도시 설비 예측 보전 

• 도시 설비들에 대한 젂반적인 
욲영 상황 모니터릿, 시스텐 성
능 제공 

• 개별 장비들에 대한 장애 발생 
가능 여부에 대한 데이터 제공 

 

• Los Angeles, Toronto, London, 
Buenos Aires, Markham 등 많은 
도시에서 필립스와 AWS가 
제공하는 CityTouch 스맀트 
가로등 솔루션을 사용 

• CityTouch 솔루션은 주위 홖경에 
맞는 수준의 조도를 제공하며 
스맀트 가로등에 대한 상태 
모니터릿 및 제어 홖경을 제공 

 

CityTouch – 스마트 가로등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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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주 – DNS 서비스 운영 비용 절감 

 

애리조나 주는 미국 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aron Sandeen 
애리조나 주정부 부국장 & CIO 

” 

“ • IT 고도화의 첫번째 단계로 
DNS(Domain Name System)서버를 
Amazon Route 53으로 이젂 

• 130개 이상의 제휴기관, 32,000명의 
직원 및 600만 명의 거주자로부터 
웹사이트 트래픽을 지원하도록 설계 

• DNS 시스텐을 직접 설치했을 때와 
비교해 연간 욲영 비용이 75% 이상 
젃약된 비용으로 욲영 

AWS는 애리조나 주정부가 
젂자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려는 
변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킹 카운티 – 백업 비용 및 가용성 향상 

 

킹 카욲티는 워싱턴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굮으로 
190만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굮청은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WS가 다른 모든 서비스보다 
훨씬 수준 높은 서비스 범위와 가격 
경쟁력을 가졌으며, 사용하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Bob Micielli 
킹 카욲티 수석 엔터프라이즈 기술 관리자 

” 

“ • 비효욳적이고 값비싼 테이프 저장 
시스텐의 교체를 위해 Amazon Glacier 
도입 

• 하드웨어 구매 및 유지비용을 최소화해 
도입 첫 해에만 1백만 달러 예산 젃감 

• 욲영으로 소모되는 비용 중 20만 
달러를 매년 젃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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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구할 때 꼭 봐야만 하는 정보들을 지도상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공개된 다양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보 접귺성 및 
홗용성을 극대화 하여 시민들에게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을 구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AWS에서 제공하는 완젂 관리형 서비스인 Machine 

Learning, RDS, ElastiCache, S3, CloudFront,  Lambda와 
SNS등의 사용을 통해 높은 안정성 및 확장성 확보 

호갱노노 - 전국 부동산 관련 정보 서비스 

“The future is here,  
it’s just not evenly distributed yet” 

William Gib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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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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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le City Administration; Block Chain as a Tool for Soci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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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세 현  Sehyeon Oh

SK(주) C&C 전무 
Senior Vice President of SK Holdings C&C

학 력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 
함부르크대학교 대학원 컴퓨터 공학 석사 
함부르크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 박사과정 수료 

경 력

2016.07 ~ SK주식회사 DT사업개발부문 전무 
2012.12 ~ 2014.02 KT 신사업본부 본부장 전무 
2012.01 ~ 2012.12 KT 코퍼레이션센터 신사업전략담당 전무 
2011.01 ~ 2012.01 KT 코퍼레이션센터 신사업전략담당 상무
2009 ~ 2010 IBM 신성장전략담당 상무
2008 IBM 유비쿼터스컴퓨팅연구소 상무
2006.02 동부정보기술 컨설팅 사업부문 부문장,                              
 최고 기술임원(CTO) 상무
2001 ~ 2005 인젠 부사장1999 ~ 2000             
1999 ~ 2000 LG CNS 컨설팅 사업본부 컨설턴트  

Education

Master of Computer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 of Computer Science, Graduate School, Hamburg University  
Complete the doctoral course of  Computer Science, Graduate School, Hamburg 
University 

Experience

2016.07 ~ Senior Vice President
 DT Business Development Group, SK Holdings 
2012.12 ~ 2014.02 Senior Vice President / New Business Division, KT 
2012.01 ~ 2012.12   Senior Vice President / New Business Strategic Division, 

Corporate Center, KT 
2011.01 ~ 2012.01   Vice President / New Business Strategic Division, 

Corporate Center, KT
2009 ~ 2010 Vice President / New Growth Strategic Division , IBM
2008 Vice President / Ubiquitous Computing Lab, IBM 
2006.02   Department Head(CTO)  / Consulting Business Division, 

Dongbu Inc. ,
2001 ~ 2005 Vice President / INZEN 
1999 ~ 2000 Consultant / Consulting Business Division, LG 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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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시정, 

사회 변혁의 도구로서 블록체인 

1 

SK㈜ C&C 오세현 전무 

목차 

2 

1 신뢰의 중요성  

3 공공정부의 블록체인 활용  

5 디지털 사회의 도구로서 블록체인 

6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델 

2 신뢰의 진화 

4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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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의 중요성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부의 활동] 

 신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 큰 가치는 

“예측 가능한 시정” 
 

-  합리적인 정책 개발 

- 적용되는 규칙의 공개  

- 보편 타당한 원칙에 맞게 운영  

확실성 

신뢰 

소통 

개방성 합리적 
규제 

공정성 
포용적 
정책 

참고: OECD “Trust in Government” (2016) 

4 

2. 신뢰의 진화 

참고: Organic Media Lab (2015) 

[제도 (Institutional) Vs. 네트워크 (Networked)] 

원천 (Source) 

과정 (Process) 

결과 (Result) 

 디지털 시대에 있어 신뢰는 

분산 네트워크 기반으로 진화  

 서울시는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 

- 신뢰성과 투명성 담보 

- 시민과 기관이 상호 소통 

- 평판의 네트워크를 구축 

 블록체인은 신뢰의 네트워크 

구현하는 핵심 기술 

“DIGITA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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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정부의 블록체인 활용  

항저우 

조지아 

두바이 

온두라스 가나 

영국 

6 

4. 신뢰의 기술, 블록체인 

참고: Deloitte,  Tech Trends 2017(2015) 

[Blockchain 기술의 특징] 

- 신뢰할 수 있는 주요 공공 데이터를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쉽게 접근하여 활용  

- 블록체인 상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위변조 불가능  

- 블록체인의 분산 보관 프로토콜에 따라 복잡한 절차 
없이 원본의 보증 가능  

- 각종 원본 서류(Paper)를 통한 증빙과 중개자 불필요   

- 정보를 허용하는 규칙과 알고리즘의 사전 정의 
(정책 기준의 공유)  

- 규칙에 기반한 공공서비스간의 연결을 통해 정보가 
일관되게 공유되고 관리됨  

Digital 

시정의  

“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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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사회의 도구로서 블록체인 

•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의 안전한 관리과 실시간 공유로 행정 서비스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블록체인 상에서 실행되는 업무는 시민이 과정을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함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 복지 정책 제공 

•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 있는 정보의 실시간 상호 교류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 
• 블록체인 기반의 시와 민간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서비스 발굴   

시민의 참여 확대를 통한 디지털 정책 수립  

•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한 각종 재화의 안전한 거래는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 디지털 재화는 중앙의 통제가 아닌 참여자(시민/기업/단체)들이 소유하고 직접 공유 

다양한 디지털 재화의 안전한 거래를 통한 공유 경제의 확대 

• 타 공공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손쉬워 짐에 따라 각종 증빙의 Off-line 업무 개선   
•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른 업무 자동화로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및 서비스 신뢰 향상  

공공기관의 글로벌 수준의 협업 네트워크 강화  

[GLOBAL DIGITAL SEOUL 2020 전략 추진에 있어 블록체인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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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델 

[블록체인 기반 학교 급식 관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은 

안전한지? 

 원산지나 유통기한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 블록체인 상에 급식 관련 업체와 위탁 기관 선정 기준을 공개하여 투명성 보장  

• 변조 불가능한 분산 원장에 식자재 원산지와 구매이력을 추적 관리하여 급식의 안전과 질 향상 

• 급식서비스에 대한 평가(익명성 보장)를 서울시가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업체 관리 강화   

<Key Question> 

 친환경 급식 지원금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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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델 

[블록체인 기반 보육 포털 서비스] 

 우리 아이의 보유시설 

신청은 언제 해야 

하는지? 

 언제쯤 보육시설 

입소가 가능한지?  

 보육시설은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고 

있는지?  

<Key Question> 

• 보육 시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연계하여 편리하게 이용  

• 보육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   

10 

6.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델 

[블록체인 기반 공공 주택 관리] 

 입주자 선정 규칙과 

나의 당첨 가능성은? 

 실제 거주하는 가구가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주택수요자 
(서울시민)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학교 서울시 

자치구 

블록체인 기반  
공공 주택 관리  

 내가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은 어떤 게 

있는지? • 입주 자격 심사 기준을 Smart Contract으로 관리하여, 선정 과정의 제 3자 개입을 방지 

• 입주요건 충족 정보를 기관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대상 선정 및 관리의 투명성 보장  

<Key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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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개스퍼  Paul M. Gaspar 

AIG 일본홀딩스 Science (Asia Pacific) 수석 부사장
SVP, Science (Asia Pacific) of AIG

폴 개스퍼는 아태지역에서 AIG의 과학사무실 (Science Office)을 이끌고 있다. 그의 역할은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링을 이용하여 AIG 가 이 지역 사업에 관하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AIG의 과학 부서에 합류하기 전 그는 전략 컨설턴트 및 국제 
기술업체의 경영직에서 일했다. 그는 또 1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펀드인 아발론 캐피털 그룹 
(Avalon Capital Group)에서 벤처투자업체들의 성장을 주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 그는 보험업계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업무를 같이 했다. 브라마 
홀딩스(Brahma Holdings)의 전략계획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상청구 과정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하는 기술기반 상품들의 개발과 출시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생산회사들의 규정준수 및 
라이선스 솔루션 관련 SaaS 제공업체인 시르콘(Sircon Incorporated)의 임원으로 일할 때에는 
회사의 수입이 두 배로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베타포어(Vertafore, Inc.)에 의한 인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와튼 경영대학원에서 재무관리 MBA를 취득했고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국제지역학 
석사를 받았으며, 윌리엄스 컬리지에서 경제학과 아시아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또한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에서 데이터 마이닝 및 예측분석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는 현재 일본에 있는 AIG 손해보험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의 임원이다.  

Paul heads AIG’s Science Office for Asia Pacific.  In this role he is responsible for 
driving the use of data analytics and predictive modeling to help drive data-based 
decision making for AIG’s operations in the region.  Prior to joining AIG’s Science 
organization, he worked as a strategy consultant and in operating roles for global 
technology firms.  He also has significant experience in spearheading the growth 
of venture funded entities through his work at Avalon Capital Group, a $1B private 
investment fund.

In his most recent operating roles, Paul worked with enterprise software firms which 
provide solutions to the insurance industry.  As Vice President of Strategy and 
Planning at Brahma Holdings, he helped develop and bring to market technology-
based products which streamline and automate claims processes. As a board member 
of Sircon Incorporated, a SaaS provider of compliance and licensing solutions for 
producers, he helped double the company’s revenues and successfully engineered 
the sale of the company to Vertafore, Inc.

Paul holds an MBA in Financial Management from the Wharton School of Business, 
an MA in International Studies from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a Bachelor of 
Arts degree in Economics and Asian Studies from Williams College.  He also holds a 
certification in Data Mining and Predictive Analytics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aul currently serves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Limited and is based in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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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Care In Japan 
Leveraging Data/Analytics to Prevent Loss and Improve Response 
May 2017 

FOR INTERNAL  PURPOSES ONLY  2 

AIG- making the world safer place 

#TackleTheRisk 



Session Ⅱ     119

FOR INTERNAL  PURPOSES ONLY  

What is “Active Care”? 
Redesigning the insurance experience from customer's perspective 

 Customer education program on risk prevention in 
every day life: bike helmets, road safety,  
anti-bullying, disaster preparation 

 

Support 

Restore 

 Services and programs that provide 
policyholders with advice and counseling on 
welfare 
 

 Collaboration with innovators continues AIG’s 
industry-disrupting approach of embracing 
technology to help our clients 

 Industry leading response times and 
customer-centric adjusting to enhance 
customer loyalty  
and competitiveness 
 

 Effective use of drones for damage 
assessment and response 

Prevent 

3 

FOR INTERNAL  PURPOSES ONLY  4 

Earthquakes in Japan 
Over 1,000 M4+ earthquakes every year 

Count of Japanese Earthquakes, by Magn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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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Active Care” through analytics and technology 

Sensor Data 

Research Data Internal Data 

• Collecting real-time data of 4200+ 
intensity sensors from Japan’s 
Meteorological Agency 

• Leveraging data on ground 
composition/surface amplification 
factors from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Earth Science and Disaster Resilience 

• Using customer information on address, 
building characteristics to understand 
risk by event 

• Leveraging data on location and 
availability of resources 
(agents/employees) to plan response 

Drones 

• Utilizing information to simulate impact 
to individual policy holders 

• Aggregating information to optimize 
resource deployment for response 
 
 

• Developing new methods of information 
collection that dramatically drive speed 
and efficiency of response 

Modeling 

Earthquake Example 

FOR INTERNAL  PURPOSES ONLY  6 

Tools for activating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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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ols do 

1) Collect sensor data  2) Model impact by geography 

3) Understand impact on customers 3) Use information to prioritize response 

FOR INTERNAL  PURPOSES ONLY  8 

Improving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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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Restore 

Preve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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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주 열  JUN CHOI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이사
Open Source Lead of MICROSOFT

오픈 소스 진영에서 다년간의 솔루션 컨설팅과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해 왔다.

현재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소스 기술을 Azure에 융합하는 전략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하둡 및 빅데이터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다.

Jun Choi has been engaged in solutions consulting and business cooperation in 

the field of open source for many years. 

At present, he is responsible for the strategic operation of convergence of open 

source technologies and Azure at Microsoft Korea.  

He is especially interested in technologies related to Hadoop and big d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