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DBDS 솔루션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SAP의 DATA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SAP 화면을 최적화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며, SAP 업무를 다양한
모바일 기기로 손쉽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급변하고 있는 IT 환경에서 귀사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솔루션들을 준비
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본 행사에 꼭 참석해 주시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10:00 ~ 16:30
∙ 장소 : 서초구 강남대로 213번지 엘타워 8층 엘가든홀

행사일정 안내
시간

내용

발표자

10:00 ~ 10:25

등록 및 안내

10:25 ~ 10:40

개회사/ 회사소개

DBDS (송철규 대표)

10:40 ~ 11:00

Data Volume Management for SAP HANA - SAP Nearline Storage Solutions

DBDS (정진우 이사)

11:10 ~ 11:30

DB 아카이빙 - Legacy DB 아카이빙 방법 및 사례

DBDS (홍규표 이사)

11:30 ~ 11:50

DBDS (송상신 이사)

11:50 ~ 01:00

SAP 아카이빙 자동화 - 아카이빙 자동화 운영 방안(ADMS)
점심 식사(Lunch)

01:00 ~ 01:40

LiveReorg, SharePlex 소개 - SAP(DB)의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방안 및 사례

델소프트웨어 (이곡지 이사)

01:50 ~ 02:30

Liquid UI 소개 – SAP 화면 간소화 및 모바일 확장 솔루션

Synactive

02:30 ~ 02:50

Coffee Break

02:50 ~ 03:30

Liquid UI DEMO

Synactive

03:40 ~ 04:20

Liquid UI 국내 도입 사례

예스코, GS파워

04:20 ~

감사인사 및 Lucky Draw

DBDS (송철규 대표)

오시는 길

특별한 혜택
∙ 혜택1.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5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 혜택2. 설문지를 제출 하신 모든 분들께 블루투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 혜택3. 행사종료 후 경품 추첨을 통한 다양한 선물을 드립니다.
전체 참가자

블루투스 3.0
키보드

경품 안내

Fitbit
GoPro
HERO Session 스마트밴드

ip 카메라
(cctv)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QQ
정수물병

∙ 주차 가능(당일 주차권 제공)
∙ 지하철 : 양재역/신분당선 9번 출구
∙ 버스 : 지선 - 3412, 4432, 8441

∙ 디비디시너지 영업담당자를 통하여 사전 등록(9월 20일 18시까지)하신 참석자에 한하여 선물을 증정해드립니다.
∙ 식사 및 기념품 준비를 위하여 사전 등록이 꼭 필요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0505 -282 - 0707, 02-2057-1275, service@dbdsynergy.com)

www.dbdsynerg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