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PLS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13 회 MPLS 국제회의 

- 차세대 인터넷 및 관련 기술 – 

 

2010 년 10 월 24 일 ~ 27 일 

미국, 워싱턴 DC  

               

MPLS2010 은 전세계 교환 및 전송 장비업체, 측정장비 제조업체 및 유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차세대 IP, MPLS, 초고속 이더넷 및 Optical 분야의 기술과 신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회의는 1998 년 세계 최초의 MPLS 국제회의로서 

출발한  이래, 지난 12 년 동안 매년 미국 워싱턴 DC 에서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MPLS 분야의 

독보적인 국제회의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국제회의는 차세대 인터넷, Ethernet 및 

MPLS 서비스 분야를 이끌고 있는 최고 전문가들이 미국, 유럽 및 아시아 등 전세계 각국의 

참석자들과 함께 미래 기술의 방향을 발표하고 토론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입니다.  

MPLS2010 은 미래 인터넷기술의 방향을 이끌고 있는 전세계 각국의 뛰어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럼으로서, 이들 전문가들이 아이디어, 기술 및 산업전망에 대해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최고의 장입니다. 4 일동안 진행되는 MPLS2010 은 튜토리얼, 기술 발표, 

패널토의, 제품 및 서비스의 전시로 구성됩니다. MPLS2010 은 산업계 선두주자인 미국 Verizon 

의 Andrew Malis 과 일본 NTT 의 Kohei Shiomoto, 영국 BT 의 Raymond Zhang 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MPLS2010 은 오늘날 산업계 초미의 관심사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국제회의는 1998 년 이래, 지난 12 년간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차세대 네트워크의 새로운 기술과 신규 솔루션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MPLS2010 에서는 공통 기반구조에서의 새로운 multi-play 응용, 유니버설 사업자의 패킷 

전송기술, 무선과 기존 통신망간의 연결, IP-Optical 통신망, Ethernet 과 IP/MPLS 서비스의 최신 

기술 등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mpls20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pls2010.com/


 

 

등록 신청은 여기에서! 

 

MPLS2010 Sponsors 정보는 여기에서! 

 

 

 

전시 등록 : 전시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Exhibits page 를 방문하기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SponsorMPLS2010 @ Isocore.com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Tutorials 
Sun Oct 24: 11:00am - 5:45pm  

Technical Tracks 
Mon Oct 25: 9:00am - 6:00pm 
Tues Oct 26: 9:00am - 6:00pm 
Wed Oct 27: 9:00am - 4:00pm  

Exhibits 
Mon Oct 25: 10:30am - 7:15pm 
Tues Oct 26: 10:30am - 7:15pm 
Wed Oct 27: 10:30am - 1:30pm  

Inter-Op Demo 
Thu Oct 28 

 
 

MPLS2010 의 한국 연락사무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몰 A 동 1212 호  ㈜ 텔레웍스  

전화: 02-2026-5757 

팩스: 02-2026-5765 

 
 
 

http://www.isocore.com/mpls2010/registration/attendees.htm
http://www.isocore.com/mpls2010/sponsors/sponsor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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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LS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13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xt Generation Internet and Related Technologies 
 

October 24 - 27, 2010 
Washington, DC  

               

MPLS 2010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to major switching and transport 
equipment vendors, test equipment manufacturers and Service Providers, both 
wireline and wireless operators, to showcase next generation IP, MPLS, high speed 
Ethernet and optical products and services. With a very large number of 
participants from around the world, MPLS International Conference is the first and 
leading event to attend and to hear from the greatest minds in the field of next-
generation Internet, Ethernet and MPLS services.  

MPLS 2010 is truly a global networking forum bringing together recognized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ho lead the direction of future Internet technologies. The 
conference is a great ground for meeting these experts and exchanging ideas and 
perspectives. MPLS 2010 will include extensive four day program that will consist 
of tutorials, technical sessions, panels, and exhibits. MPLS 2010 is chaired by 
industry pioneers; Andrew Malis of Verizon, Kohei Shiomoto of NTT, and Raymond 
Zhang of BT. 

MPLS 2010 is expected to reach new heights in addressing contemporary topics of 
interest to the industry. Building upon the success of its predecessors since 1998, 
it will continue to offer great insight into emerging solutions and technologies that 
promise to shape the next generation networks. It plans to cover interesting areas 
of emerging multi-play applications across common infrastructure, universal 
provider packet transport technologies, backhauling of wireless and legacy 
networks, IP-Optical networks, and latest in Ethernet and IP/MPLS services. 

F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see: www.mpls2010.com 

 

http://www.mpls201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