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genda

13:30 pm

14:00 pm

14:30 pm

15:00 pm

16:20 pm

17:30 pm

17:50 pm17:50 pm

Registration

Opening (환영사)

Smart TV Open Booth (체험)

Smart TV Tech Forum

선배와의 대화

향후 채용 안내

Dinner

- Session 1 : Smart TV Here and After
- Session 2 : Smrat TV Open Platform
- Session 3 : Smart TV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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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락처
    - 한성웅 (swoong.han@samsung.com / 031-277-1990)
    - 최승혁 (sh77.choi@samsung.com / 010-9358-6187)
    - 서주희 (joohee1.suh@samsung.com / 031-277-1597)
2. 버스 탑승 장소 : 강남역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 시청 상성생명 앞 / 수원역
    (장소는 참석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메일을 통해 정식 공지 예정)
3. 한정된 좌석으로 접수는 3. 한정된 좌석으로 접수는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의사항>

참가 신청서 작성 후 메일 전송 (~7/31)

 SW 관련 학과 학/석사 (12~13년 졸업 예정자)

Suwon Digital City, 인재개발원

2012. 08. 11 (Sat),  2PMWhen/

Where/

Who/

How/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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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mart TV의 현 주소와 그에 필요한 최신 S/W 기술 그리고 
    미래의 Smart TV의 방향에 대해 이해한다
2. 자유로운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모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본다 (채용 컨설팅 기회)
3. 삼성전자 Digital City (R&D Campus)를 탐방해본다
4. 맛있는 패밀리 레스토랑 저녁 식사와 더불어 기념품도 내 품 안에

< ‘Smart Talk’의 매력 포인트>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Smart Talk' 행사에 
향후 S/W 전문가로 성장하실 여러분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이후 
사람, 기기, 서비스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보 공간과 현실 공간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용자 경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Smart Device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고이러한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Smart Device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고
그 중 Smart TV는 Home Total Life의 새로운 경험을 열어줄 핵심 기기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Smart Talk' 행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생생한 변화의 현장을 엿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 입니다.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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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Smart Talk' 행사에 

여러분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2012
Smart Talk : Suwon Digital City
with Samsumg Visual Displ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