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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HX International Users’ Conference” 일정 안내

2020년 9월에 개최 예정이던 Phoenix Integration社 의 International Users’
Conference 행사 일정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우려와 모든 참석자의
안전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2021년 5월 18일에서 20일 미국 메릴랜드
아나폴리스 지역 (The Historic Inns of Annapolis in Annapolis, MD, USA.)으로
결정되어 사전등록 신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 PHX International Users’ Conference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ModelCenter 사용자와 함께 엔지니어링 기술을 탐구할 수 있도록 Model Based Engineering (MBE), Model
Based Systems Engineering (MBSE), Software Automation and Integration, Distributed Engineering, Design Exploration & Optimization
등의 세부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교육 세션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사전 등록 및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하여 현재 일정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객여러분들께 미리 양해부탁드리며,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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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스정보기술㈜ Engineering Service 안내
저희 로터스정보기술㈜는 시스템 통합 및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제품군을 국내에 공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사로서 전문적인 도구를 이용한 PIDO, MDO 및 MBSE 적용을 위한 솔루션 소개
세미나, PoC 및 제품 정기 교육을 개최하여 고객 여러분께 항상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odelCenter Integrate & Explore 기본 교육을 통해 제품의 일반적인 소개 및 소프트웨어 통합 &
최적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중급 교육으로 최적화 기능에 대한 심화 내용 및 MBSE
적용 및 응용 교육도 상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MSC Cradle 및 VCollab 등의 기본 교육을
통해 시스템 내 전문 CFD 도구 및 후처리 도구 적용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품 별 소개 세미나/PoC 및 제품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남은시간 행복한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이 가득한 2021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로터스정보기술(주) 임직원 모두 고객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보다 나은 기술로 승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고객 여러분의
가치 창출에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Business and Support in 2020!
올 한 해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로터스정보기술(주)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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