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rgy and Environment Trends 2013
A Frost & Sullivan Growth Opportunity Briefing
Venue
Frost and Sullivan Meeting Room

Date
Tuesday, 12 March, 2013

th

24-5, Financial News BLDG 4 fl,
Yoido-dong,
Youngdeungpo-gu, Seoul

Time
2:00 pm – 04:15 pm

See map

Dear [client],

NEXT STEPS

We are pleased to invite you to the Frost & Sullivan Energy and Environment
Outlook briefing.
The Energy and Environmental sectors globally are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
Increasing pressure on traditional energy sources and water sources impose
augmented challenges both for countries and companies. This is driving significant
investments in new sources of energy, energy saving technologies and water
treatment and processing solutions.
These developments offer a number of opportunities for Korean companies, both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beyond. This briefing will describe some of the latest
trends in energy saving and storage technologies, such as Smart Grids, in the rapidly
growing unconventional gas market, and the latest developments and market
opportunities in water treatment.



Register for the Briefing Now



Get complimentary Growth
Community Newsletter



Facing business growth
challenges? Fill in a simple
Diagnostic Needs Analysis
form and get a complimentary
feedback from our analysts.

Join us at this not-to-be-missed Growth Opportunity Briefing.
AGENDA
02:00 pm – 02:20 pm

Registration and Refreshments
Welcome Speech

02:20 pm – 02:25 pm
02:25 pm – 2:55pm

Heesang Koo, Head of Frost & Sullivan Korea
Smart Grids: Hype or Reality?

Mark Dougan, Managing Director, Frost & Sullivan, Australia & New Zealand
2:55pm – 03:1 0 pm

Unconventional Gas: What will be the impact of the Shale Gas revolution on energy markets?

Mark Dougan, Managing Director, Frost & Sullivan, Australia & New Zealand

03:10 pm – 03:20pm

03:20 pm – 03:50pm

Break
Water Treatment: Where are the opportunities?

Mark Dougan, Managing Director, Frost & Sullivan, Australia & New Zealand

03:50 pm – 04:20 pm

Q&A

04:20 onwards

Networking

About your Presenter:
Mark Dougan
Mark Dougan has over 20 years of experience in management and consulting. He
specializes in market analysis, assessment and competitor evaluation, marketing
strategy, new market entry and expansion strategies, customer analysis and
segmentation, competitive strategy, and valuation and due diligence for mergers,
acquisitions and joint ventures. He has worked extensively in the sectors of renewable
energy and biofuels, undertaking several due diligence and business planning projects
for companies considering entry to the sector.
Mark is a regular keynote speaker at conferences and briefings and has been quoted
in several broadcasts, online and print media regarding renewable energy and biofuels
sector both in Australia and the Asia Pacific region.

This briefing is complimentary but has limited seats. Book your seat now by sending an email to
eunju.kang@frost.com with the number of attendees, names and contact details of the participants both in
English and Korean.
Please note that this briefing will be in English and there will be no interpretation service.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feel free to reach me at +82.2.6710.2098.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incerely,
Eunju Kang
Marketing Asia Pacific,
Frost & Sullivan
www.frost.com

2013 년 에너지 및 환경 시장 동향
A Frost & Sullivan Growth Opportunity Briefing
날짜

장소

2013 년 3 월 12 일 화요일

프로스트 앤 설리번 회의실 ‘안다미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시간

파이낸셜뉴스빌딩 4 층
See map

오후 2:00 시 – 4:30 시

NEXT STEPS

2013 년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에너지 및 환경 시장 동향 브리핑에 귀하를
 브리핑 참가신청

초청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Growth community
Newsletter 무료 구독

에너지 자원과 수자원은 각 국가와 관련 사업체들에게 부과된 환경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해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에너지
소스, 에너지 절약 기술, 수처리 솔루션와 같은 분야에 대한 거대한 투자의

 사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Diagnostic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이러한 개발의 기회덕분에 아시아

Needs Analysis 을

태평양 지역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지역에서 사업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작성하신 뒤 프로스트 앤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금번 프로스트 앤 설리번의 브리핑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에너지 절약 및
저장 기술, 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가스 시장의 최신 동향 및 수처리
분야에서의 개발 현황 및 시장 기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AGENDA
02:00 pm – 02:20 pm

02:20 pm – 02:25 pm

02:25 pm – 2:55pm

설리번의 애널리스트에게

등록 및 다과
환영인사
구희상,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지사 대표

스마트 그리드: 사실인가 과장인가
마크 듀건, 매니징 디렉터, 프로스트 앤 설리번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바랍니다.

새로운 가스: 셰일 가스 혁명이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2:55pm – 03:1 0 pm

03:10 pm – 03:20pm

03:20 pm – 03:50pm

03:50 pm – 04:20 pm

04:20 onwards

마크 듀건, 매니징 디렉터, 프로스트 앤 설리번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휴식
수처리: 기회 탐색
마크 듀건, 매니징 디렉터, 프로스트 앤 설리번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질의응답
마크 듀건, 매니징 디렉터, 프로스트 앤 설리번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다과 및 네트워킹

연사소개
프로스트 앤 설리번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지사 대표인 마크 듀건 이사는 20 년 이상
경영과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마크 듀건 이사는 시장 분석과 평가, 경쟁업체 평가, 마케팅 전략, 신규 시장 진입 및 확장
전략, 고객 분석 및 세분화, 경쟁 전략, 인수 합병 및 합작 투자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크 듀건 이사는 신 재생 에너지, 바이오 연료 분야의 산업에 진출을 대비하는 회사들을 위해
타당성 평가를 위한 기업 실사 조사 및 사업 기획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해당 산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 연료 관련하여 호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언론들과의 인터뷰,
컨퍼런스 연설을 통해 해당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 브리핑은 프로스트 앤 설리번 한국지사의 고객을 위해 무료로 개최되는 행사이며, 좌석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브리핑은 영어로 진행되며, 별도의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참가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사명에 대한 정보를 국문과 영문으로
eunju.kang@frost.com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마케팅 담당 강은주 02.6710.2098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프로스트 앤 설리번 코리아
강은주 배상
www.fro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