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제 2회Infragistics Developers Day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세미나에도  

최신 제품 소개와 개발자를 위한 무료 실습을 진행합니다. 

- Infragistics 도구를 사용하여 풍부하고 강력한 WPF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게 만드는 실습 

- .NET 및 Java와 같은 서버 측 기술에서 Javascript 용 Ignite UI를 사용하여 풍부하고 현대적인 

웹 UI를 만드는 실습. 

 

1. 이벤트 개요 

호스트 Infragistics/ 블루포트 

날짜 

6월 26일 ~ 27일 3 세미나 

- 26th 9:00 am to 12:00 pm 

- 26th 2:00 pm to 5:00 pm 

- 27th 9:00 am to 12:00 pm 

장소 

블루포트 세미나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길 5, 12층 (대각빌딩) 

인원 30명 

비용 무료 

 

2. 발표자 프로필 

 

강사 강사 소개 

 

Jason Beres 

 

제이슨 베레스 

직함: Infragistics 제품 관리 담당 수석 부회장 

약력: Jason은 Infragistics 최고 경영진 중의 한 명이며,  

모든 Infragistics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 및 고객 중심의 기능을 기

획 및 창안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은 INETA 학술위원회 위원장이면서 발표 연사이며, 

Microsoft .NET MVP입니다. 



 

Ken Azuma 

 

켄 아즈마 

직함: Infragistics APAC 지역 이사 

약력: Ken은 인프라지스틱스 일본과 APAC지역 총 관리자입니다. 20년

의 IT 경력과 영업 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력과 디자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사 이기도 합니다. 

 

Satoru Yamaguchi 

 

야마구치 사토루 

직함: Infragistics 솔루션 컨설턴트 

약력: Satoru는 .NET 및 HTML5 / JavaScript와 같은 클라이언트 기술 분

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Infragistics 베테랑 솔루션 컨설턴트입

니다.  

현재 야마구치는 Infragistics 클라이언트 응용 프로그램 개발 관련 문제

를 해결하는 솔루션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스케쥴 

6월 26일 오전 

시간 내용 

오전 세션 

08:30 am - 

9:00 am 
참가자 등록  

9:00 am - 

9:10 am 

환영사 및 인프라지스틱스 한국 활동 발표 

강사: Ken Azuma – APAC 지역 인프지스틱스 이사 

09:10 am - 

09:50 am 

주제: Infragistics Ultimate 2019 Vol 1 소개 및 새로운 기능 (Q & A 포함) 

강사: Jason Beres (Infragistics 제품 관리 담당 수석 부회장) 

09:50 am - 

10:00 am 
쉬는시간 

10:00 am - WPF Hands-on workshop with Infragistics WPF product 



12:00 pm  

주제: Infragistics WPF Hands-on  

강사: Satoru Yamaguchi, Infragistics 솔루션 컨설턴트 

 

Infragistics UI 구성 요소 및 도구를 사용하여 풍부하고 강력한 WPF 응용 프로그

램을 빠르게 작성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Infragistics WPF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WPF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리드 및 엑셀 엔진을 사용하여 Infragistics 

제품으로 고객님의 개발을 보다 쉽고 생산적으로 만들어 주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

니다. 

 

[참가자 사전 준비 사항] 

- 자신의 노트북 (Windows 만 해당) 

- Visual Studio 2015/2017/2019 설치 

- Infragistics WPF 19.1 설치 (체험판도 가능) 

 

Note: 이번 년도 WPF workshop은 최신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작년과 다른 

내용입니다. 작년 세미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github.com/gdayori/infragistics-wpf-workshop 

오후 세션 

01:30 pm - 

02:00 pm 
참가자 등록  

2:00 pm - 

2:10 pm 

환영사 및 인프라지스틱스 한국 활동 발표 

강사: Ken Azuma – APAC 지역 인프지스틱스 총 관리자  

02:00 pm -

02:50 pm 

주제: Infragistics Ultimate 2019 Vol 1 소개 및 새로운 기능 (Q & A 포함) 

강사: Jason Beres (Infragistics 제품 관리 담당 수석 부회장) 

02:50 pm - 

03:00 pm 
쉬는시간 

03:00 pm - 

05:00 pm 

주제: Web Application Ignite UI for Javascript 

강사: Satoru Yamaguchi, Infragistics 솔루션 컨설턴트 

 

https://github.com/gdayori/infragistics-wpf-workshop


Javascript 용 Ignite UI를 사용하여 풍부하고 현대적인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듭니

다. 이 세션에서는 Javascript Excel 엔진과 그리드 및 차트와 같은 일부 UI 구성 요

소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Infragistics 제품으로 웹 개발을 보다 쉽고 생산

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가자 사전 준비 사항] 

- 자신의 노트북 (Windows 만 해당) 

- Visual Studio 2017/2019 설치 

- .NET Core 2.1 설치 

  

Note : Javascript 용 Ignite UI는 .NET 및 Java와 같은 서버 언어로 웹 응용 프로그

램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nfragistics에서 제공하는 Javascript 기반 UI 구성 

요소입니다.. 

 

 행사 종료 

 

6월 27일 오전 

시간 내용 

오전 세션 

08:30 am - 

9:00 am 
참가자 등록  

9:00 am - 

9:10 am 

환영사 및 인프라지스틱스 한국 활동 발표 

강사: Ken Azuma – APAC 지역 인프지스틱스 이사 

09:10 am - 

09:50 am 

주제: Infragistics Ultimate 2019 Vol 1 소개 및 새로운 기능 (Q & A 포함) 

강사: Jason Beres (Infragistics 제품 관리 담당 수석 부회장) 

09:50 am - 

10:00 am 
쉬는시간 

10:00 am - 

12:00 pm 

WPF Hands-on workshop with Infragistics WPF product 

 



주제: Infragistics WPF Hands-on  

강사: Satoru Yamaguchi, Infragistics 솔루션 컨설턴트 

 

Infragistics UI 구성 요소 및 도구를 사용하여 풍부하고 강력한 WPF 응용 프로그

램을 빠르게 작성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Infragistics WPF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WPF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리드 및 엑셀 엔진을 사용하여 Infragistics 

제품으로 고객님의 개발을 보다 쉽고 생산적으로 만들어 주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

니다. 

 

[참가자 사전 준비 사항] 

- 자신의 노트북 (Windows 만 해당) 

- Visual Studio 2015/2017/2019 설치 

- Infragistics WPF 19.1 설치 (체험판도 가능) 

 

Note: 이번 년도 WPF workshop은 최신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작년과 다른 

내용입니다. 작년 세미나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github.com/gdayori/infragistics-wpf-workshop 

  

 

https://github.com/gdayori/infragistics-wpf-worksh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