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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컨퍼런스
스마트+커넥티드 커뮤니티 건설

행사 날짜 : 2009년 9월 17일(목) ~ 18일(금)
행사 장소 : 쉐라톤 인천 호텔  



Hear : 새로운 도시 모델이 어떻게 경제 기회, 환경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Learn : 새로운 기술이 도시를 설계, 건설 및 관리하는 방법을 혁신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Experience : 미래 도시 전시장에서 미래의 도시 솔루션은 물론, 의료, 교육, 교통, 보안 및 그린 에너지 등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Share : 다른 전 세계 기업 및 정부 대표자들과 지식 및 아이디어 나눌 수 있습니다. 

Network : 전 세계 정부 관계자, 기업 리더 및 도시 기획자와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세계 인구 대다수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1백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가 
최소한 100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래 도시의 기반은 네트워크와 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될 것이며 교통 수단 및 보안에서 엔터테인먼트, 교육 및 의료에 
이르는 주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업무용 건물과 가전 제품에서 병원 및 학교에 이르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며, 친환경을 추구할 것입니다.

시민과 기업들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차원의 협업, 생산성 그리고 경제 성장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바로 스마트+커넥티드 커뮤니티(Smart+Connected Communities)입니다.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 1회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컨퍼런스에는 정부관계자, 도시 개발 업체 및 기업의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이러한 모델이 어떻게 도시 경영을 향상시키고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살펴 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천에서 2009년 9월 17~18일 개최되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컨퍼런스에 참가해야 하는 5가지 이유

행사 개요



행사 일정

시간 2009년 9월 17일

9:30 - 12:00am 스마트+커넥티드 커뮤니티 투어 [오전] 

쉐라톤 인천 호텔
커넥티드 버스 
파운더스 클럽, 게일 시큐리티 센터
투모로우 시티
송도 국제학교 

12:00 - 2:00pm

2:00 - 4:30

점심 시간

5:00 - 7:00pm 칵테일 리셉션

스마트+커넥티드 커뮤니티 투어 [오후] 

쉐라톤 인천 호텔
커넥티드 버스 
파운더스 클럽, 게일 시큐리티 센터
투모로우 시티
송도 국제학교

시간 2009년 9월 18일

9:30 - 10:30am 등록

10:30 - 10:45 개회사

강성욱(Christopher Khang)/ 시스코 아시아 총괄 사장
안상수 / 인천광역시장

10:45 - 11:25 기조 연설 I
"스마트+커넥티드 커뮤니티를 위한 도시 서비스 플랫폼"

기조 연설 II 
"미래형 스마트 커넥티드 생활의 현실화"

Wim Elfrink / 시스코 CGO(Chief Globalisation Officer) 겸 총괄 부사장(EVP)

11:25 - 12:00

Jane Prentice / 브리즈번 시의원(호주)

12:00 - 1:00pm 점심 시간

1:00 - 2:15 트랙 I : 정부 관계자 트랙 II : 도시개발자

“저탄소 경제를 위한 도시 경영 모델”

- 통합 도시 관리 센터

- 도시 경영을 위한 민관 협력 모델 및 역할

좌장 : Nicola Villa / 시스코 IBSG의 수석 디렉터

Michael Byun / IFEZ의 디렉터

Jane Prentice / 브리즈번 시의원(호주)

이창하 / 국가 녹색 성장 포럼 멤버, 연세대학교 교수

VP, Chonqing Planning and Design Institute

“21세기 스마트+커넥티드 도시들”

- 미래 도시와 도시의 기반 시설

- 도시 서비스 플랫폼

좌장 : Thierry Marten / 시스코 Advanced Services, 부사장

Jonathan Thorpe / Gale International SEVP

Sandy Diehl / UTC의 통합 빌딩 솔루션(Integrated Building

Solutions) 담당 부사장

Dan Hill / ARUP 디렉터

J.D. Stanley / 시스코 IBSG, CUD 의 CTO



행사 일정

시간 2009년 9월 18일

2:15 - 2:30 휴식 시간

2:30 - 3:30 본회의 세션 

좌장: Martin Stewart-Weeks / 시스코 IBSG의 디렉터

본 회의 I

"21세기 스마트 디지털 도시"

Euro Beinat / CurrentCity 창립 멤버, 암스테르담 브리예대학교(Vrije University, 네델란드) 및 잘츠부르크대학교
(Salzburg University, 오스트리아) 교수

본 회의 II

"친환경 도시 개발"

Jonathan Thorpe, Gale International 부사장 

3:30 - 4:00
폐회식

Josep Roig / Metropolis 사무총장

조범구 / 시스코 코리아 대표이사

4:00-6:00

인천도시계획관

시스코관 (Cisco Pavillion)

1 그룹 2 그룹

6:00pm 칵테일 리셉션

*상기 프로그램과 연사는 행사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커넥티드 커뮤니티 투어

쉐라톤 인천 호텔

커넥티드 버스 

파운더스 클럽, 게일 시큐리티 센터

투모로우 시티

송도 국제학교



컨퍼런스 세션 요약 

기조연설 I : "스마트+커넥티드 커뮤니티를 위한 도시 서비스 플랫폼"

미래의 스마트 +커넥티드 커뮤니티(Smart+Connected Communities)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능형 도시 기반 구조를 그 핵심 
설계 요소로 삼아 구축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제시합니다. 스마트 커넥티드 커뮤니티는 도시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시민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교통 흐름 관리 방식, 대중 교통 운영 방식 그리고 부동산 자원의 
활용 및 관리 방식을 변화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조연설 II : "미래형 스마트 커넥티드 생활의 현실화"

21세기 지능형 도시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도시 기반 구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도시들은 
정보와 통신에 대한 사람들의 액세스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보 및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함으로써 사람 간의 상호 작용을 활성화하고 이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협력과 도시 설계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채널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은 도시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션은 미래 도시와 도시 기반 
구조 그리고 친환경적인 도시 기반 구조를 확장하는 데 있어 지능형 도시 서비스 플랫폼의 의미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대상 주제별 세션 I : "저탄소 경제를 위한 도시 경영 모델"

성장하는 저탄소 경제와 도시를 연결하는 장기적인 비전은 무엇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도시 경영 모델이 
발전할까요? 이 세션에서는 이러한 모델이 친환경 도시 기간 구조를 확장하는 데있어 중요한 이유와 함께, 도시, 투자자 및 
시민이 어떻게 새로운 글로벌 조직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 자치 단체가 통합 
도시 관리 센터와 민관 협력 모델에서 담당하게 되는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본 회의 세션

도시 운영과 천연 자원 활용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최근의 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지능적이며 친환경적인 
도시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 네트워크 연결이 어떻게 도시 
환경의 효율성을 높이고 GHG 배출을 줄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기조연설 발표자 약력 소개

기조 연설 I : "스마트+커넥티드 커뮤니티를 위한 도시 서비스 플랫폼"

Wim Elfrink
Cisco Services 부문 총괄 부사장 겸 CGO(Chief Globalisation Officer)

Wim Elfrink 총괄 부사장은 시스코에서 2개의 조직과 직책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CGO(Chief Globalisation Officer)로서 시스코 세계화 전략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활동을 총 지휘하고 있으며, Cisco 
Services(Cisco Services)의 총괄 부사장으로서 전세계 Cisco Services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스코 John Chambers 회장 겸 CEO에게 직접 보고
    •시스코 이사진의 일원
    •시스코의 임원
    •시스코 최고 5명의 경영진 중 하나

시스코의 세계화 전략은 직무 능력과 인력 관리에 대한 관점을 지역적인 차원에서 경영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스코는 지속적으로 중앙 집중적인 전략을 고수하는 한편, 이 전략의 구현은 탈중앙집중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이어나가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 운영의 거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며 정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CGO(Chief Globalisation Officer)로서 시스코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두 지휘하고 있으며, 현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하여 많은 업무 부서를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지속적으로 세계화를 추구함에 따라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탈피하여 더 많은 고객에게 -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필요로 하는 곳으로 -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코 텔레프레젠스와 같은 지원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과 기업 간의 지리적 경계를 제거할 것입니다.

또한, 연 매출 70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스코 내 최고 매출을 거두고 있는 시스코 Services의 총괄 부사장으로서 자체 조직을 
완벽하게 세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Services는 3개 사업부 - Technical Support Services, Remote Operations 
Services 및 Advanced Services -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Wim Elfrink 총괄 부사장의 서비스 전략의 핵심은 변함 없이 고객 중심 
철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더 많은 타깃별 지원 서비스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은 물론, 고급 전문 인력, 업계 선도적인 프랙티스 그리고 툴을 통해 이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Wim 
Elfrink 총괄 부사장은 Service Provider Council의 회장으로서 시스코의 전 세계 SP 전략을 감독하고 있는 것은 물론, Emerging 
Countries Council의 회장으로서 새롭게 부상하는 전 세계 국가 내 시스코의 전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Wim Elfrink 총괄 부사장은 1997년 시스코에 합류했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시스코 Services를 이끌며 시스코 
네트워크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의 성공에 박차를 가하는 데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스코 Services는 업계 저명한 
상을 수상한 바 있는 고객 지원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Wim Elfrink 총괄 부사장은 2007년 1월 인도 방갈로르에 
부임했습니다.

Jane Prentice 
브리즈번  시의원, 호주

기조 연설 II : "미래형 스마트 커넥티드 생활의 현실화"



Nicola Villa
시스코 IBSG(Internet Business Solutions Group), PSP(Public Sector Practice 수석 디렉터(Senior Director)

Nicola Villa는 시스코의 IBSG의 수석 디렉터이자, CUD(Connected Urban Development) 프로그램의 글로벌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스코가 CGI(Clinton Global Initiative)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라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CO2 배출 
감소를 시뮬레이션하는 혁신적인 ICT & 브로드밴드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Nicola Villa는 시스코 IBSG 내 Local Government and Broadband의 대표를 맡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및 남미 지역 
전반의 활동을 총괄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부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남아프리카,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를 
담당했습니다. 
Nicola Villa는 혁신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국가 혁신 & ICT 전략을 개발은 물론, 전국적인 브로드밴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종종 내각 차원에서 중앙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브로드밴드 정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전 
세계 많은 지방자치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Nicola Villa는 1996년 시스코에 합류했으며 인터넷 상거래 담당 매니저로서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스코의 전자 
상거래 전략 및 솔루션 구현을 담당하는 팀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시스코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P&G(Procter & Gamble)에서 영업 마케팅 경영진으로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Nicola Villa는 이탈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수년 간 영국과 네델란드에서 거주하기도 했습니다. 밀라노의 
카톨릭대학교(Universita' Cattolica)와 영국의 브라이튼대학교(Brighton University)에서 기업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Industrial 
Economics에 기술 표준화 정책이 인터넷 및 GSM 텔레포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Shubhra Sinha
시스코 국제 마케팅(Marketing Globalisation) 담당 전무 이사

Shubhra Sinha는 Marketing Globalization East의 전무 이사이며, 시스코의 Globalization Board 의 일원으로서 현지 지역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hubhra Sinha는 전략적 가치를 실현하고, 마케팅 활동을 발전시키며, 이머징 시장에서 주요 마케팅 캠페인, 
시스코의 여러 부서 및 BU(Business Units) 간의 긴밀한 연계를 구축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코의 전사적인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지 마케팅 관리 및 영업 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hubhra Sinha는 
국제 마케팅 조직들이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를 비롯한 전 세계 이머징 시장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Shubhra Sinha는 1980년대 후반 뉴델리의 인디아 하비타트 센터(India Habitat Center), 싱가포르의 창이 국제 공항(Changi 
Airport) 그리고 모리셔서 은행(Bank of Mauritius) 등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사상의 리더들과 함께 인텔리전트 빌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스코의 전 세계 스마트 커넥티드 커뮤니티(Smart+Connected Communities) 프로젝트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1년 간 IT 업계에서 활동해온 베테랑으로서, HP, Mercury Interactive, Deloitte Consulting 등은 물론, 많은 신생 벤처 업체에서 
제품 마케팅 및 서비스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HP에서는 전 세계 SOA(Services Oriented Architecture) 솔루션의 제품 마케팅 
조직을 총괄했습니다. 특히 당시 IT 서비스 관리 분야에서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업체들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던 
Mercury가 오늘날과 같은 입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Shubhra Sinha는 미국 내 주요 조직에서 15년 간 성공적인 업적을 거둔 뒤 최근 인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Shubhra Sinha는 
인도의 러크노대학교(Lucknow University)에서 물리학 전공 학사와 국제 마케팅 MBA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발표자 약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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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욱
시스코 아시아 총괄 사장

강성욱 사장은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타이 및 베트남 등을 포함한 시스코 아시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성욱 사장은 Owen Chan 아태 지역 총괄 사장의 직속입니다.

이에 앞서 북아시아 총괄 부사장으로서 대한민국, 홍콩, 대만, 타이, 필리핀 및 인도차이나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아태 지역의 
세일즈 오퍼레이션 그룹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아태 지역 테크놀러지 및 비즈니스 솔루션 그룹(Technology and Business 
Solutions groups)은 물론, 해당 지역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으며, 아태 지역 내 시스코의 내부 영업 활동 및 교육을 총괄했습니다.

시스코에 합류하기 전, 강성욱 사장은 한국 HP의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그룹(Enterprise Systems Group) 총괄 사장을 맡고 
있었으며, HP의 컴팩 인수 전까지 한국 컴팩 대표 이사, 이에 앞서 홍콩에 위치한 탠덤 컴퓨터의 동아시아 총괄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강성욱 사장은 1984년 IBM에 입사하면서 IT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강성욱 사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 슬론 경영대학원 석사(MBA)를 받았습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학 력
•인천중, 경기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 경영학 석사 )
•미국 트로이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주요경력
•동양선물(주) 미국시카고현지법인 대표이사
•(주)데이콤 이사
•동양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제15대 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 / 한,일의원연맹 21세기 위원회 위원
•(現)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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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주영
IFEZ U-city 사업 과장

변주영 과장은 1997년부터 행정 공무원으로서 근무해왔으며, 이전에는 인천광역시 소속으로, 현재는 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 소속입니다. 경제 학사, 경제 정책 석사 그리고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의 경제 정책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의 Social Science Global Application 학부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7년부터 IFEZ U-City 사업 과장으로서 송도, 영종도 및 청라 지구 등 3개 U-City의 개발 계획 수립 U-City I통합 운영 
센터(Integrated Operation Center), U-City 기반 구조, U-Business 클러스터 및 U-IT 클러스터 개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창하
국가 녹색 성장 포럼 멤버, 연세대학교 교수

■ 학력
    1988년 – 1993년 피츠버그 대학교(University of Pittsburgh)
    화학 공학과 박사(Ph.D.) 1993년
    1980년 – 1986년 연세대학교
    공학석사, 1986년
    공학사, 1984년

■ 경력
    1994년 – 현재 연세대학교
    2006년 – 2009년 공과대학 국제부(International Affair) 부학장
    2007년 – 2007년 연세 송도 캠퍼스 이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계획 위원회(Committee member of Education and 
    Research Planning for Yonsei Songdo New Campus) 위원
    2003년 – 2004년 연세 공학원 부국장
    2002년 – 현재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1999년 – 2001년 화공학과 학과장
    1997년 – 2002년 화공학교 부교수
    1994년 – 1997년 화공학과 부교수
    1993년 – 1994년 Merck & Co., Inc., USA
    Safety and Technology Operations Division의 박사 후 연구원(Post Doctoral Fellow)

■ 주요 활동
 •연구 활동
    2006년 – 현재 에너지 전략을 위한 SMB 공정 개발 사업(Project Program for SMB processes for energy saving)의 
         프로젝트 디렉터 (예산: 미화 7백만 달러/5년, 연구 그룹: 5개 대학, 5개 기업, 2개 국책 연구 기관)

 •업계 기술 이전
    2007년 내부식형 초임계수산화 공정(Non-corrosive continuous SCWO process) 기술
    2005년 순산소 연소용 순도 산소 생성을 위한 PVSA 공정(PVSA Process of High Purity Oxygen Generation for Oxy-fuel 
    Combustio) 기술
    2001년 에너지 절약형 흡착 건조기(Energy-Saving Adsorption Dryer)
    
 •국가 위원회 활동
    2007년 – 2007년 국가 과학 & 기술 사업 평가 위원회 회원
    2006년 – 2007년 공공기술연구회 회원
    2005년 – 2005년 에너지관리공단(KEMCO) 국가 에너지 자원 연구 개발을 위한 10개년 계획 위원회 위원

 •국제 학계 활동
    2004년 – 현재 IDS(International Adsorption Society) 이사
    2000년 – 2003년, The 3rd Pacific Basin Conference on Adsorption Science and Technology 조직 위원장
    2001, 2004, 2007 Scientific Committ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ndamentals of Adsorption,
    International Adsorption Associate (미국, 일본, 프랑스)
    1999, 2006, 2009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 Organizing Committee, The Pacific Basin Conference on 
    Adsorption Science and Technology (호주, 중국, 싱가포르)

 •국내 학계 활동
    2006년 - 현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이사    
    2003년 - 현재 한국탄소학회 이사 겸 학술지 편집위원
    2003년 - 현재 한국가스학회 이사 겸 학술지 편집위원
    2004년 - 2006년 한국화학공학회 이사
    2003년 - 2007년 한국화학공학회 The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편집위원
    2002년 - 2003년 한국화학공학회 J. of Ind. Eng. Chem., 편집위원

발표자 약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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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erry Martens
시스코 어드밴스트 서비스(Advanced Services) 부문 부사장

Thierry Martens는 어드밴스트 서비스 부문 부사장으로서, 이머징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관련 
고객 솔루션을 정의 및 구현하고 있는 숙련된 영역별 전문가와 컨설턴트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2007년 9월부터 Thierry Martens는 인도 방갈로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시스코의 글로벌 센터(Globalization Centre 
East)에 배치된 최초의 임원 중 일원입니다. 시스코는 자사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 지역이 아닌 직무 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임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실제적인 구현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구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중앙 집중형 조직 체계에서 탈피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업 운영의 거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며 
정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Thierry Martens는 특히 이머징 국가의 많은 초대형 복합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기술을 어떻게 경쟁 우위를 실현하는 견인차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향식 국가 혁신 (top down Country Transformation) 
접근 방식에 주요 건물 및 IP 인프라 프로젝트가 어떻게 접목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Thierry Martens는 1993년 시스코에 합류했으며, 그 동안 브루셀, 벨기에 등지에서 근무하며 어드밴스트 서비스 EMEA와 시스코 
TAC(EMEA Technical Assistance Centre)의 디렉터를 비롯해 다양한 기술 및 경영 부문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Thierry Martens는 전자 공학 석사를 소지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최초로 CCIE(Cisco Certified Internetworking Engineer) 
자격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Sandy Diehl
UTC(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IBS(Integrated Building Systems) 담당 부사장

Sandy Diehl 부사장은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 사업부 연계 솔루션을 제공하고 전 세계 고객들과 경영진 레벨에서 관계를 확대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UTC Commercial 사업부 경영진과 긴밀히 협력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고성능 빌딩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객들이 보다 손쉽게 통합 업무용 및 기술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Sandy Diehl 부사장은 30년 이상 여러 부서 책임자를 두루 거치면서 축적한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86년 9월 Otis에 합류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확장하며 마케팅, 일반 관리 그리고 제품 전략 및 
계획 분야에서 포괄적인 전문성을 빠르게 개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Otis의 전략, 사업 개발 & 커뮤니케이션 담당 수석 
부사장으로서 Otis 제품 및 서비스의 기획, 소싱, 마케팅 및 영업 관련 글로벌 경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10년 간 Otis 최고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건설 및 건축 업계 종사자들과 강력한 인맥을 구축했습니다.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에서 기계 공학 학사를, 하버드대학교의 MBA를 받았습니다. 또한, 워싱턴 DC에 위치한 
AAF(American Architectural Foundation)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Dan Hill 
ARUP 디렉터

Dan Hill은 설계자이자 도시 전문가입니다. 90년대 초반부터 혁신적인 정보 통신 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분야에 종사해 왔으며 혁신적이고, 널리 인기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여러 많은 제품 및 서비스를 
설계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BBC(영국 런던)의 Interactive Technology & Design 대표로서 업계 저명한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웹 사이트 전반의 디자인은 물론, 
중요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매체인 Monocle의 공동 설립자이며 성황리에 아키텍처 및 
도시주의 컨퍼런스인 Postopolis를 지금까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도적인 건축 및 도시주의 웹 
사이트 중 하나로 인정 받고 있는 "City of Sound"를 제작하고 있으며 전세계 주요 건축 및 설계 전문 매체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Dan Hill은 설계, 소프트웨어 및 혁신과 관련한 제품 개발 및 경영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미디어 
및 음악에서 도시 관리 및 학계 등의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에서 문화 산업 및 도시 정보 
기술 분야 전반의 연구 및 업무 경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컨퍼런스 및 행사에 자주 발표자로 나서고 있으며 전 세계 학계 및 
연구계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Arup에서는 고객들이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중심의 관점에서 ICT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보가 어떻게 거리와 도시, 지역 
공동체와 단체, 이동성 그리고 업무, 여흥 및 공공 장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 분야에서 교통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호주의 다양한 
고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rup의 시드니 사무소 연구 책임자이자 global Foresight + Innovation 팀의 일원일뿐만 아니라, 
초청자에 한해 참석할 수 있으며 최고의 웹 사이트를 선정하는 웨비 어워즈(Webby Awards)의 후보를 선정하고 수상자를 
결정하는 International Academy of Digital Arts and Sciences의 일원이며, Vivid Sydney arts festival 2009를 위한 시드니의 
'Creative Catalysts' 개회식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표자 약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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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Stanley III
시스코IBSG(Internet Business Solutions Group) 공공 부문(Public Sector) CTO

J.D. Stanley는 ICT 업계에서 19년 이상 활동해 왔으며, 현재, 프로세스 및 기술 혁신을 총괄하는 시스코 IBSG의 공공 부문 
CTO(Public Sector Chief Technology Officer)를 맡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도시 개발, 교통, 교육, 방위, 
안전 & 보안, 석유/가스 그리고 G200 제조 등과 관련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www.connectedurbandevelopment.org 와 www.planetaryskin.org 에서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CUD(Connected Urban Development), 글로벌 기후 변화(Global Climate Change), GSI(Global System Integrators), 
Smart Grid & Energy Service Providers, Defense and Security, 21st Century Workforce 등의 주요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략과 
파괴적 혁신에 대한 책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도시화, 기후 변화, 정부/민간/시민 협력, 글로벌 교통, 대형 제품/플랫폼(항공, 육상, 해상, 우주); 물류/공급망 
관리 및 자원 보존/MRO; 라이프사이클 프로그램 관리; 민간 및 공공 부문 시장/경제 형성/개발 혁신 모델; 고객/시민 중심 운영; 
시스템 엔지니어 및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s) 체계 등입니다. 구체적인 방위 및 보안 관련 경험으로는 네트워크 중심 
작전/전투(Network Centric Operation/Warfare); C4ISR, 정부 임무 신속 처리/수행(Government Mission 
Accelerators/Execution); 네트워크 중심 물류(Network Centric Logistics); 대형 프로그램 관리(Large Scale Program 
Management)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보호 분야에서는 기후 변화, 도시화, 지능형 교통 수단, 스마트 그리드 및 에너지 
커뮤니티 그리고 커넥티드 빌딩 등과 관련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시스코에서 10년 동안 몸 담았을 뿐만 아니라, FTP Software와 Lotus에서도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제품 라인 관리 및 운영 
관리 등의 직책을 맡은 바 있습니다. 약 17년 동안 인텔리전트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s), 스워밍(Swarming), 임베디드 시스템, 
IPv6, 이동성 및 시스템 전략 등을 비롯한 IP 네트워킹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적인 경험을 쌓았습니다.

밥손대학(Babson College)에서 창업경영자과정 M.B.A(M.B.A Entrepreneurship)를, 매사추세츠주립대학교에서(University of 
Massachusetts) 경영학 학사(B.B.A)를 받았습니다.

Martin Stewart-Weeks
시스코 시스템즈, IBSG의 공공 부문(아태지역) 디렉터

Martin Stewart-Weeks는 20년 이상 기업 및 공공 부문은 물론, 비영리 단체 등에서 조직 경영 및 컨설팅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동부 말레이시아 사라와크(Sarawak)에서 태어나 사라와크, 영국, 호주 등지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영국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이후 1978년부터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관되게 공공 정책 및 경영 분야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는 호주 연방/주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최고 정책, 경영 및 자문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1980년 대 초반에는 연방 부처의 제1부속 실장을, 1990년대 초반에는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총리실 전략 기획부에서 컨설턴트를 역임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컨설팅 분야에 종사해 오면서 전략, 정책 분석, 활성화 그리고 시장 및 사회 리서치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시스코 IBSG에서 주로 공공 부문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위 공무원 및 정치권이 각급 기관은 물론, 정부 전반적인 
차원에서 인터넷 비즈니스 솔루션 및 온라인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 정부(eGovernment)('the 
connected republic')과 government 2.0에 대한 시스코의 철학을 확립하는 글로벌 팀 핵심 멤버이기도 합니다. 호주의 Lindsay 
Tanner 재무 장관은 그를 Government 2.0을 위한 장관급 태스트 포스팀을 이끌도록 지명했습니다.

2007년 1월 IBSG의 아태지역 PSP(Public Sector Practice) 담당 디렉터로 임명되어 인도, 중국, 남동 아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의 지역에서 정부, 교육 및 도시화를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소규모 수석 컨설턴트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뉴욕대학교(University of York)에서 영문학 학사(Hons)를 받았으며 캔버라대학교(Canberra University)에서 응용 경제학 
준석사(Graduate Diploma)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에서 사회 과학 및 정책 석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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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II : "친환경 도시 개발"

Euro Beinat
CurrentCity 창립 멤버, 브리예대학교(Vrije University,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및 잘츠부르크대학교(Salzburg University, 
오스트리아) 교수

Euro Beinat는 경제학 박사 및 정보 기술 전공 이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츠부르크 대학교(Salzburg Univer-
sity) 교수로서 "Location Awareness and Pervasive Computing" 회장과 암스테르담의 브리예대학교(Vrije University) 지리 정보 
연구소(Spatial Information Lab) SA(Senior Associate)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탄탄한 대학 교육 커리큘럼을 IT 산업과 환경 및 천연 자원 분야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는 전문가로서 위치 서비스 또는 퍼베이시브 컴퓨팅(pervasive computing) 등과 같은 이미정 기술 분야에 대해 
공공 기관 및 민간 기업의 운영 관점에서는 물론, 전략적 장기적 관점의 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의사 결정 분석가이자 
조언자로서, 조직의 비즈니스와 문화 그리고 그 발전 방향에 시장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접목시킬 있도록 지원합니다.

Euro Beinat 교수는 Currentcity Initiative의 창립 멤버이자, International Decision Conferencing Forum, Scientific Board 
Mo.Ve Association, Editorial Board MCDA journal, Editorial Board Location Services Journal, UNIGIS 그리고 AGIT 국제 
자문 위원회의 회원입니다. 

Jonathan Thorpe
Gale International SEVP(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겸 CIO(Chief Investment Officer)

Jonathan Thorpe 는 SEVP 겸 CIO는 해외 및 국내 프로젝트 자금 조달, 투자, 사업 계획 및 전략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West 
Coast 코스트 투자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는 1985년 "The Gale Company"를 모태로 하는 Gale International의 설립 
당시부터 합류하여 뉴욕 및 뉴저지 지역에서 최초의 업무 시설, 유통 및 산업 재산권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주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메트로폴리탄생명보험(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의 로스앤젤레스 부동산 투자국(Los 
Angeles Real Estate Investments Office)에서 근무하면서 합작 투자, 모기지 및 업무용 부동산의 구매 투자를 담당했습니다.

본 회의 I : "21세기 스마트 디지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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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 Roig 
Metropolis 사무총장 

조범구
시스코 코리아  대표이사

조범구 지사장은 2009년 5월 25일 시스코 코리아 지사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시스코 코리아의 지사장으로서 글로벌 IT 
비즈니스에 대한 시스코 코리아의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는 동시에, 시스코 코리아가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최고의 영향력 발휘하는 IT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간 IT 컨설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글로벌 비즈니스 관점, 리더쉽, 고객 만족도 및 철저한 업계 통찰력 등을 
비롯한 많은 중요한 역량을 축적했습니다. 

시스코 코리아 지사장으로 선임되기 전, 액센츄어코리아의 전무 이사로서 액센츄어의 아태지역 첨단전자산업 부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대한민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및 인도 시장 등을 총괄하며 미화 5억 달러에 달하는 영업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탁월한 리더쉽을 발휘하면서, 계속해서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경영인으로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조범구 지사장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폐회식



PLEASE COMPLETE AND RETURN TO: 
Sustainable Cities of the Future Conference Secretariat at Fax: 82 2 373 1106 or E-mail: Korea-gf@external.cisco.com

* Please TYPE or PRINT IN BLOCK LETTERS.

PERSONAL INFORMATION
Professor Dr. Mr. Mrs. Ms. 

Last Name First Name 

Institute/Company Position

Mailing Address

City / Zip Code Country 

Phone Cell 

E-mail Fax

Contact Person
(Assistant)

ACCOMMODATION : Sheraton Incheon Hotel at www.sheratonincheon.com

 Check-in Date  Check-out Date 

 Check-in Time: 15:00  Check-out: 12:00 

                                                                                  Double Bedded                                  Twin Bedded 

 * Special Requests : 

 * Special Dietary/Allergies:

CREDIT CARD 

Type of Credit Card : 

Credit Card No. : 

Expiration Date (mm/yy): 

Card Holder’s Nam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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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Name of
Accompanying 
Person (if have)

 Room Type - Deluxe Room        Single Occupancy          Double Occupancy 

Registration Deadline: SEPTEMBER 4th, 2009

 

 

 

Please choose from the following options during the conference

 Day 1 : Smart+Connected Communities Tour Morning [9:30-12pm] Afternoon [2-4:30pm]

Track I: Government Official Track II: Developers Day 2 : Panel Break-Out

Please read important Notices & Guarantee Rules and Cancellation Policy
 
   [Important Notices]
   - The room rate is KRW₩160,000 (approximately US$140) per night. This is a discounted group rate. All accommodations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attendees. 
   Breakfast is not included in the above room rate and will be available at the KRW20,000 per person plus 10% service charge & 10% VAT. 
   - All prices in this quotation are exclusive of 10% service charge and 10% VAT and are quoted in Korean Won.
   However, 10% VAT for accommodation will be waived for foreign travelers if the payment is made by overseas credit card until December 31, 2009. 
   - The closing date for hotel reservations is September 4, 2009. After that date, we can not guarantee the vacancy or the rates. 
   -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is required to guarantee your hotel reservation. Your total room rates will be charged on your card around the check-out time. 
   - After the completion of reservation, you will receive the confirmation sheet from the hotel with the reservation status and cancellation policy.
   The confirmation sheet is not received within one week, please contact the hotel so as to ensure your reservation properly.  
   - Check-in Time: From 15:00            Check-out Time: By 12:00 
   - Please note that early check-in or late check-out is subject to additional charge. 
   - All rooms are Non-Smoking. 
     
   [Cancellation & Refund Policy]
 
   - Cancellation requests must be made in writing via e-mail or fax to the hotel & Conference RSVP Center 
   - After the cancellation request, please take the CANCELLATION letter from the hotel. 
   - You may cancel your reservation prior to 5:00 p.m., Pacific Standard Time on September 11, 2009 without a cancellation fee.  
   - If you cancel after September 11, 100percent of the charges will apply 



• 인천 연수구 송도동 6-9 우편번호 : 406-840

• 전화 : +82 32.835.1114

• Fax : +82 32.835.1111

• Email : sandy.park@sheraton.com

                                                숙박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컨퍼런스  
      (Sustainable Cities of the Future  
      Conference) 는 인천 쉐라톤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호텔은 인천 송도 신도시에 위치한  
       인천 유일의 최신 세계적 수준의 5성급  
      호텔입니다.  

컨벤션 센터와 아시아 무역센터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중앙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경관을 자랑 합니다. 
차로 인천공항과 약 50분, 잭 니콜라스 골프코스와도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텔 시설 및 부대시설
 
319개의 일반객실, 16개의 스위트룸
Club Lounge - 22층
24시 운영 Dining restaurant (FEAST)
일식당 (MIYABI)
중식당 (YUE)
이태리 식당 (BENE)
Lobby Lounge (CONNEXIONS) and a Bar (Bb);
회의 및 휴식공간 (11,946sqf / 1100sqm) : 1 대회의실, 6개의 소회의실
헬스장, 스파 & 실내 수영장
주차시설 310대

객실 요금
1박당 160,000원 (약 USD 140) 이며 본 요금은 단체 할인된 요금입니다.
숙박은 본인 부담이며, 상기 금액은 아침식사 불포함 이며 아침식사를 
원하실 때는 20,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합니다. 
상기 요금에 10 %의 서비스 비용과 10% 부가세가 추가 부가됩니다. 외국 
국적 소유자에 한해 10%의 부가세는 면제 됩니다.

교통 정보

인천 국제 공항에서 호텔까지 택시를 
이용하면 편도로 약 50,000 ~ 7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예약
단체 할인 요금을 적용 받으시려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컨퍼런스 
(Sustainable Cities of the Future Conference) 등록 웹 사이트를 통해 
예약해 주십시오. 호텔 직접 예약하시는 경우, 할인가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쉐라톤 인천 호텔은 American Express, Visa, MasterCard, Diners Club 
및 JCB로 결제할 수 있으며, 도착 전 신용카드를 사전 승인할 권한을 
갖습니다. 

취소 정책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컨퍼런스(Sustainable Cities of the Future 
Conference)를 위한 숙박 예약은 단체를 기준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9월 11일 오후 5시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시면 별도의 취소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으며 객실 예약 마감은 9월 4일입니다.
9월 11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100%의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이와 동일한 
규칙이 지정된 날짜에 호텔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9월 4일 예약 마감일 후에는 그룹 금액과 숙박예약을 개런티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참가비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컨퍼런스 참가비용은 무료입니다.
단, 시스코와 인천광역시는 참가자의 항공, 숙박, 장소까지의 이동 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며,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연락처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컨퍼런스(Sustainable 
Cities of the Future Conference) 행사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Tel : +82.2.553.3666     
Email : Korea-gf@external.cisco.com

호텔 & 여행 정보

인천 쉐라톤 호텔 (Main Hotel)



Address : 93-1, E5BL, Songdo-dong, Yeonsu-gu, Incheon, Korea
Tel : +82-32-210-7000
Fax : +82-32-210-7100
Homepage : www.songdoparkhotel.com

호텔 & 여행 정보

Best  Western Premier Songdo Park Hotel

Address : 10-2  Songdo-dong, Yeonsu-gu, Incheon, Korea
Tel : +82-32-210-3000
Fax : +82-32-210-3300
Homepage : www.songdometrohotel.com

BENIKEA Premier Songdo Metro Hotel

Address : 812, Dpngchung-dong, Yeonsu-gu, Incheon, Korea
Tel : +82-32-830-2299
Fax : +82-32-830-2349
Homepage : www.ramada-songdo.co.kr/eng

Ramada  Songdo Metro Hotel



Useful website 

Cisco Pavilion : www.cisco.com/go/Songdo
APCS : www.2009apcs.org
IFEZ Fair & Festival : english.incheonfair.org

미래 도시의 생활 전시장

자세한 내용은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컨퍼런스 공식 홈페이지 www.cisco.com/go/scc2009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사등록은 2009년 9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문의 
전화번호: +82.2.553.3666
이메일: Korea-gf@external.cisco.com

인천 세계 도시 축전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컨퍼런스는 인천 세계 도시 축전과 함께 
진행됩니다. 첨단 기술에서 디지털 아트에 이르는 수십 가지의  
전시 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인천 세계 도시 축전을 둘러 보십시오. 

2009년 아시아 태평양 도시 정상 회담(2009 Asia Pacific Cities 
Summit)이 9월 15일~17일 인천에서 개최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컨퍼런스에 참석하실 분들은 2009년 
아시아 태평양 도시정상 회담의 일정 및 행사내용을 웹사이트 
www.2009apcs.org 에서 참조하시고 등록하여 참석하시길 
권장합니다. 

인천 자유 무역 지역 (IFEZ) 및 
송도 국제 업무 단지

서울에서 단 32km 거리에 매우 획기적이고 야심 찬 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스코 
파트너인 Gale International이 건설하고 있는 인천 자유 무역 
지역(IFEZ)과 송도 국제업무 단지는 미래 도시의 비전을 실제로 
구현한 무대로서 제1회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IFEZ에 대한 비전은 국제 업무, 교통 및 관광을 위한 동북 
아시아의 허브를 개발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주민과 근로자 
들에게 전례 없는 수준의 기회와 품질을 제공한다는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