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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모든 활동은
단 한가지 목표로
귀결됩니다. 이는 바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가
일등 시민으로써
함께하여 개인 모두가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뉴시티 서밋 2016, 몬트리올 시장
데니스 코드리 (Denis Coderre)

뉴시티 서밋(New Cities Summit)
• 도시 생활 관련 의제 상정을 위해 전
세계 50여개 국의 800여 명의 CEO,
정책 입안자, 기업가, 혁신가, 투자자,
사상가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도시의
미래’에 대한 글로벌 컨퍼런스.
•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 브라질 상파울루,
미국 달라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서밋 개최.
• 서밋은 영향력과 규모에 있어 진정한
‘글로벌 서밋’이라 할 수 있음.

번영하는 도시: 도시 웰빙의 중요 요소
• 2017년 뉴시티 서밋은 미래 도시산업과 관련된 전세계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웰빙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대표적인 도시인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모이는 자리입니다.
• 경제력과 혁신의 허브인‘2017 뉴시티 서밋’은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며 노는 공간으로서 도시의 미래와 웰빙’에 대해 논의할
•

이상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송도는 무한한 혁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혁신적인 도시 개발에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국제도시입니다”
존 로산트 (John Rossant) 뉴 시티 재단 회장

• 기업가적이고 과학 기술적인 도시 트렌드에
U + 뉴시티 서밋 (New Cities Summit)
대한 식견을 쌓음.
• 글로벌 정책 입안자와 다양한 산업계 리더들
사이에서 명성을 쌓음.
• 한국의‘소프트 파워’를 글로벌 정책 입안자와
한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소개.
• 회담 현장과 미디어,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브랜드 노출 보장.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문명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혀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고안되어야합니다.”
무하마드 유누스 (Muhammad Yunus), 노벨 평화상
수상자 및 그라민은행 설립자, 뉴시티 서밋 2015

지금까지 서밋에 스피커로 참여한 인사들
• Rem Koolhaas, Founder, OMA and Pritzker Prize
winning architect (렘 콜하스, OMA 설계사무소 소장,
프리츠커상 수상)

• Dirk Ahlborn, CEO, HyperLoop Transportation
Technologies (더크 알번, 하이퍼루프 트랜스포테이션
테크놀로지 CEO)

• Jean-Charles Decaux, CEO, JCDecaux (쟝 찰스 드코,
JC데코 CEO)

• Bertrand Delanoë, Mayor of Paris (베르트랑 들라노에,
파리 시장)

• Basuki Tjahaja Purnama, Governor of Jakarta
(바수키 티야하자 무르나미, 자카르타 주지사)

• Saskia Sassen, Robert S. Lynd Professor of Sociology,
Columbia University (사스키아 사센, 미국 컬럼비아대
사회학 교수)

• Ron Huldai, Mayor of Tel Aviv (론 훌다이, 텔아비브
시장)
• Mohammed Al Abbar, Chairman, Emaar Group
(모하메드 알 아발, 이마르 그룹 회장)
• Chiara Corazza, Managing Director, Greater Paris
Investment Agency (키아라 코라짜, 매니징 디렉터, 파리
인베스트먼트 에이전시)
• Robin Chase, Founder, ZipCar (로빈 체이스, 집카
공동창업자)
• Mpho Franklyn Parks Tau, Mayor of Johannesburg (
음포 프랭크린 타우, 요하네스버그 시장)
• John Rice, Vice-Chairman, GE (존 라이스, GE 부회장)
• Lee Young-geun, Commissioner, Incheon Free
Economic Zone (이영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Astro Teller, CEO & Captain of Moonshots, GoogleX (
에스트로 텔러, 구글 엑스 CEO)
• Richard Quest, anchor and correspondent, CNN
(리차드 퀘스트, CNN 앵커)
• Paul Romer, Chief Economist, World Bank (폴 로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 Bill Peduto, Mayor of Pittsburgh (빌 페두토, 피츠버그
시장)
• HRH Prince Sultan Salman bin Abdulaziz, President,
Saudi Commission for Tourism and Heritage (HRH
프린스 술탄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관광/문화재 장관)
• Fernando Haddad, Mayor of São Paulo (페르난도
하다드, 상파울루 시장)
• Gérard Mestrallet, Chairman, ENGIE (제라드
메스트랄레, 엔지 사장)
• Ahamed J. M. Muzammil, Mayor, Colombo (A.J.M.
무자밀, 콜롬보 시장)
• Simon Kuper, Columnist, Financial Times (사이먼
쿠퍼, 파이낸셜 타임즈 칼럼니스트)
• Daniel Libeskind, celebrated architect,
masterplanner of Ground Zero, NY (다니엘 리베스킨트,
세계적인 건축가)
• Isabel Dedring, Deputy Mayor for Transport, London
(이자벨 데드링, 런던 교통담당 부시장)

• 서밋은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기업가를 비롯하여
리서치, 문화/예술, 과학,
미디어, 도시 분야 전문가 등
도시 혁신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 전 세계 50개 국에서 200개
이상의 기관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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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접근 기회를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 시티즈 서밋은 아주 탁월합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한데 모으는 것과 동시에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탄력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아르체나 베뮬라팔리, 미국 워싱턴 D.C CTO, 뉴시티 서밋 2016

전 세계 도시 산업 리더 및 선지자들과의 교류이자 잊혀지지 않는 기억.
뉴 시티즈 서밋의 리셉션과 행사는 여타의 것과 다르다.

브랜드 노출 및 미디어
• CEO 연설
• 파트너십 종류에 따른 브랜딩
(공식 홈페이지, 출력물, 마케팅 자료,
행사장 내 표지판)
• 뉴 시티즈 서밋 행사장 내 12㎡ (3m
x 4m)의 전시 공간 (전시 설치 관련
비용 불포함)
• 뉴시티 재단 트위터 계정을 활용한
소통 (파트너가 원하는 주제 선정)
• 뉴 시티 재단 뉴스레터에 소개 (전
세계 1만명 이상의 구독자)
• 사진, 블로그, 비디오 등 마케팅 자료
초기 활용
• 재단 블로그 발행 기회
파트너십 종류에 따라 혜택은 상이합니다. 다양한
파트너십 옵션에 대해 상의 가능합니다.

네트워킹 기회
• 재단에 의해 중개 되는 맞춤형 네트워킹
• 행사 전야제 비공식 프라이빗 세션 초대
• 쌍무 미팅 룸 이용
• 행사 참가자와 접촉할 수 있는 특권 제공
• 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
• 서밋에서 원탁회의 주관 가능
파트너십 종류에 따라 혜택은 상이합니다. 다양한
파트너십 옵션에 대해 상의 가능합니다.

서밋 초대
• 서밋 무료 초대 (VIP 리셉션 및 만찬 포함)
• 고객, 파트너, 팀을 위한 추가 배지에 특별 할인율
적용
• 공식 홈페이지, 출력물, 마케팅 자료, 행사장 내
표지판 등을 활용한 브랜딩
• 글로벌 VIP 및 공인을 위한 오프닝 리셉션시 초대
• 행사 참가자와 접촉할 수 있는 특권 제공
• 쌍무 미팅 룸 이용
파트너십 종류에 따라 혜택은 상이합니다. 다양한
파트너십 옵션에 대해 상의 가능합니다.

뉴시티 재단 소개
2010년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구인 ‘뉴시티
재단’은 매년 도시 관련 국제회의인 ‘뉴시티 서밋’
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뉴시티 재단은 도시를 더
포괄적이며,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재단의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 국제회의
개최, 실용적인 리서치 활동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단은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본사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습니다. 파리와 뉴욕, 그리고
홍콩에도 오피스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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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티 서밋 소개
뉴시티 서밋은 수 백명의 기업가, 혁신가,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투자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 회의입니다. 도시산업과
관련된 의제를 선정하고, 연관 산업의 비즈니스 창출과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밋은 기조 연설,
글로벌 도시 이노베이터들의 도시 혁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워크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시티 재단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 를 파리, 상파울루, 달라스, 자카르타, 몬트리올에 이어 6번째 서밋 개최 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는 지속 가능성과 시민 안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아시아의 신흥 허브인 인천 송도 국제도시는 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우리가 생활하고 일하며 노는 공간으로서 도시의 미래와 웰빙’에 대해 논의할 역동적이며 특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파트너:

뉴시티 재단을 후원하는 글로벌 기업 및 단체

pms 425
pms 369
pms 368 (uncoated only)

미디어:

뉴시티 재단의
글로벌 언론
파트너사.

감사합니다

Josée Nois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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