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file 

 

성명 강창훈 (1974 년 05 월 23 일) 

강의경력 개발경력 20 년(풀 스택 개발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가) 

연락처  010-2760-5246 , ceo@msoftware.co.kr 

강의주제 

Web Frontend : HTML5,CSS3,Javascript,Vue.js,React.js 

Web Backend : Node.js,Python&Django,ASP.NET Core 

Database : MySQL,MSSSQL,Postgresql,Mongo,Redis 

Infra : Azure,AWS Cloud, Devops, Serverless(AWS,Azure) 

AI/ML : AI Chatbot, Azure Cognitive Service,LUIS as Azure  

주 강의 

Web Frontend-Vue.js,React.js,HTML,CSS,Javascript  

Web Backend-Node.js,Python Django,ASP.NET Core C# 

Database : Data Modeling, RDBMS, NoSQL(Mongo,Redis) 

Cloud/AI: Azure,AWS Cloud, Serverless, Devops CI/CD 

주요 경력 

회사명 기간 직급 담당업무 

㈜엠소프트웨어 2019.02~ 현재 대표 

웹 메시징 솔루션 개발 전문회사 

웹채팅,화상통화솔루션,인공지능챗봇,솔

루션 개발 및 운영, 개발강의 

서울시 

남부여성발전센터 
2020.06~ 2020.11 전문강사 

React Frontend 개발강사 

Python Django 개발강사 

Cloud & Devops 개발강사 

HTML5/CSS3/Bootstrap/Javascript 

대림대학교 2020.03~ 2020.07 겸임교수 
2 학년 : 주 6 시간(HTML,CSS,Javascript) 

3 학년 : 주 3 시간(Node.js & Cloud) 

마이크로소프트  

AI MVP 어워드 수상 
AI MVP 2019-2021 -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에 대한 커뮤니티 리더쉽 및 지식 

공유 활동 기여에 따른 수상 

서울시 

남부여성발전센터 
2019.05~2019.12 개발강사 

웹 개발 전문가 과정 및 클라우드 기반 

웹개발자 과정 개발강사 

㈜비긴메이트 2018.02~2019.02 기술이사 
CTO,아키텍트,DBA,백엔드개발,Azure 

Infra 관리 역할 수행  

프리랜서 개발자 2011.07~2018.02 - 

ASP.NET,WPF,WCF 기반 

개발자,Application Architect 역할로 

제조,병원 기업 프로젝트 다수 수행 

㈜필라넷 2011.04~2011.06 차장 선임 기술 컨설턴트 

㈜소림전자(중국) 2006.12~2009.06 차장 전산 개발 팀장,중국청도 주재원 



   

㈜노아테크놀로지 2005.05~2006.12 대리 연구원 

㈜한인앤컴 2011.04~2011.06 과장 개발팀장 

주요 강의 경력 

고객사 기간 역할 담당업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

원 
2020.12.03~12.11 강사 

클라우드 서버리스 구현과정 강의 

(AWS Lambda & Azure Functions ) 

부산은행 데이터센터 2020.11.04~11.05 강사 
바로배워 활용하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서비스 과정 

서울시 

남부여성발전센터 
2020.06~2020.11  개발강사 

프론트엔드 및 백엔드 프로그래밍 강사 

클라우드 활용 강사(React.js/Python 

Django & Azure Cloud,Devops ) 

부산정보화진흥원 2020.06 강사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활용 교육 

대림대학교 2020.03~07 겸임교수 
2학년 : 주 6시간(HTML,CSS,Javascript) 

3학년 : 주 3시간(Node.js & Cloud) 

서울시 

남부여성발전센터 
2019.10~2019.12 강사/멘토 

실무프로젝트과정 

RDBMS(MySql),NoSQL(MongoDB) 

서울시 

남부여성발전센터 
2019.07~2019.09 개발강사 

클라우드 기반 웹 개발자 과정 

Vue.js/Node.js,ORM,DevOps,Cloud 

서울시 

남부여성발전센터 
2019.05~2019.07 개발강사 

웹 컨텐츠 디자이너 과정 

HTML5,CSS3,Javascript,JQuery 

Global AI  

Bootcamp 2019 Seoul 
2019.12.07 

조직위원 

연사 

글로벌 AI Bootcamp Seoul 조직위원 및 

ML.NET 추천시스템 개발하기 세션 발표 

2digit finance 2019.11 강사 인공지능 챗봇 개발과 서비스 강의 

마이크로소프트 2019.06.10 강사 인공지능 챗봇 개발과 서비스 강의 

질병관리본부 
2019.06~2019.11 강사 

바로 배워 활용하는 클라우드/인공지능 

서비스 강사 

Global Azure 

Bootcamp 2019 Seoul 
2019.04.27 

조직위원 

연사 

조직위원 및 인공지능 챗봇 개발 세션 

발표 

.NET & C# MOC 과정 2019.02 강사 러닝웨이 코리아 MS공인교육센터 

Lang Con 2019 
2019/02/16 Speaker 

LUIS 자연어처리기반 챗봇 개발 

서비스하기 

부산광역시-부산대학교 
2018/11/22 

Conference 

Speaker 

음성비서를 위한 머신러닝 기반 

자연어처리 기술동향 및 챗봇 데모 

신라대학교 2018/11/19 Speaker 인공지능 챗봇 개발강의 

Microsoft 
2018/11/07 

Conference 

Speaker 

Microsoft 

FUTURE NOW AI Conference- ASK TO 



   

EXPERT AI MVP 

한국청소년정보과학회 
2018/10/12 Speaker 

글로벌 개발 트렌드 분석 및 개발기술 

동향 

부산대학교 동남권 

Grand ICT 연구센터 
2018/09/28 Speaker 

LUIS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기반 챗봇 

개발 서비스 

Microsoft 

2018/09/19~20 Speaker 

HTML5 웹채팅 및 AI 챗봇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Azure 

Cloud 기반 서비스하기 과정 

메이븐다이나믹러닝센

터 
2018/09/13 강사 

병원진료예약 자동화 

챗봇&머신러닝 자연어처리 

IT 네트워크모임 2018/08/25 Speaker LUIS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강의 

메이븐다이나믹러닝센

터 
2018/08/24 강사 병원진료예약 자동화 챗봇 

비긴메이트 
2018/08/05 

Conference 

Speaker 

Azure Bot Service & Cognitive 

Service(LUIS) 

KoreaAzureUserGroup 
2018/06/30 Speaker 

Saturday Azure Live! 1805- 스마트 챗봇 

개발하기 

비긴메이트 
2018/05/29~05/31 Speaker 

스타트업을 위한 손쉬운 챗봇 개발 및 

서비스하기 

비긴메이트 2018/05/08~05/12 Speaker HTML5 웹 채팅 개발 및 서비스 하기 

KoreaAzureUserGroup 
2018/04/21 

Conference 

Speaker 
Global Azure Bootcamp 2018xSeoul 

비긴메이트 
2017/12/16~12/17 Speaker 

스타트업!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개발기술 과 서비스 환경을 만나다. 

믹스드코드 
2017/07/19 Speaker 

ASP.NET MVC5 & AZURE 기반 반응형 

웹 개발 서비스하기 

믹스드코드 2017/05/30 Speaker HTML5 웹 채팅 시스템 개발 

믹스드코드 2017/04/12 Speaker HTML5 웹 채팅 시스템 개발 

믹스드코드 
2017/03/16 Speaker 

유무선 통합 반응형 웹사이트 개발 

서비스하기 

믹스드코드 
2016/10/15 Speaker 

유무선 통합 반응형 웹사이트 개발 

서비스하기 

믹스드코드 
2016/08/16 Speaker 

유무선 통합 반응형 웹사이트 개발 

서비스하기 

믹스드코드 2016/06/12 Speaker WPF & MVVM Patterns Architecture 

학력 
기간 학교 전공 

재학/수료/졸업  

구분 

1993.02~1998.02 서강전문대학 관광통역과 졸 



   

1993.02~1990.02 금호고등학교 인문계열 졸 

    

자격증 

자격증/수상내역 
자격증 

주관기관 
취득일 기술등급/분야 

Microsoft AI MVP Microsoft 2020.07 AI(2019-2021) 

Microsoft Dev MVP Microsoft 2017.07 
Visual Studio 

&Development 

저서 

발행년도 저서명 저자 발행처 

2018.07 스마트한 인공지능 챗봇 개발 서비스  강창훈 비제이퍼블릭 

2017.06 ASP.NET MVC5 반응형 웹 개발 및 서비스 강창훈 비제이퍼블릭 

    

커뮤니티 활동 

1 머신러닝 Kora ML.NET 커뮤니티 운영진 사용자그룹 활동 중 

2 KoreaAzureUserGroup 운영진 사용자그룹 - 

3 융합기술정보플랫폼 TimeToDev 운영 플랫폼 운영 

4 ㈜엠소프트웨어  대표이사 운영회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