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IA CEO Dr. John Cioffi, 2014 인터넷 명예의 전당에 등록
The Internet Hall of Fame, 오늘날의 인터넷 형성과 글로벌 연결성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선지자와 혁신가들을 기념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시티--(Marketwired – 2014년 4월 8일) –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선두 솔루션 기업인 ASSIA, Inc.가 ASSIA의 CEO 겸 회장인 Dr. John Cioffi가 글로벌
인터넷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업적으로 인터넷 명예의 전당에 오른 유명한 인물들의
엘리트 반열에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John Cioffi 는 DSL, VDSL 및 벡터링 기술의 발명을
근거로 인터넷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Dr. Cioffi는 뛰어난 기술적, 상업적 또는 정책적 진보를 이룩하고 인터넷 도달 확장을 도운
개인들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부문인 혁신가 부문에 지명되었다. Dr. Cioffi'의 첫 번째 발명인
DSL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치된 비용 효과적인 고정 액세스 광대역 기술이다.
DSL 속도를 100Mbps 이상 가속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발명인 벡터링 기술은 이제
AT&T, Deutsche Telekom, Belgacom, Eircom, Australian National Broadband Network와 같은
세계 유수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전 세계에 배치하고 있다.
Dr. Cioffi 는 2003년 ASSIA를 설립하기 전 선두 DSL 모뎀 제조회사였던 Amati의 설립자,
CTO 및 엔지니어링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다. Amati는 이후 Texas Instruments에
인수되었다. Dr. Cioffi 는 또한 1985~2009년 사이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전기공학과에서
석좌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여기서 그는 광대역 액세스에서 제한된 지속적인 연구
노력으로 현재 명예교수가 되었다. 그는 400편 이상의 논문을 발간했으며 1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Internet Society의 CEO인 Kathy Brown은 “2014 인터넷 명예의 전당 등록자들 중에는 세계
인터넷의 지형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뛰어난 개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 개척자들,
혁신가들 그리고 통찰력 있는 리더들의 역사적인 집합소는 각자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국가와 배경을 나타낸다. 세계를 연결시키기 위해 기술적 경계를 허물고 사회적
혁신을 이룩한 이들의 업적과 결단력에 찬사를 보낸다” 라고 말했다.
Dr. John Cioffi는 성명서에서 “인터넷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어 영광이며 인터넷의
지속적인 진화를 지켜보고 도우며 많은 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만족스럽다.

내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인터넷이 제공하는 지식과 아이디어에 높은 성능으로
비용 효과적인 액세스를 촉진하고 교육, 협력 및 이해를 추구하면서 세계를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라고 말했다.

Dr. Cioffi 는 4월 8일 홍콩에서 Internet Society의 2014 Induction Ceremony에 참석했다.
인터넷 명예의 전당 가입 환영회는 다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다.
https://new.livestream.com/internetsociety/2014internethalloffame. 전기, 사진 등 2014 인터넷
명예의 전당 가입자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www.internethalloffame.org에서 볼 수 있다.

인터넷 명예의 전당은 Facebook과 Twitter @Internet_HOF (#ihof2014)에서 팔로우할 수
있다.
Internet Hall of Fame 관련 정보
The Internet Hall of Fame (www.internethalloffame.org)은 시상 프로그램이자 가상
박물관으로 인터넷의 살아있는 역사와 인터넷을 전세계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변혁적인 성격을 가능하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개인들을 기념한다. The Internet Hall
of Fame은 2012년 Internet Society에 의해 출범되었다.
Internet Society 관련 정보
The Internet Society (www.internetsociety.org)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인터넷 정보와
통찰력 있는 리더십의 독립 출처 기관이다. Internet Society는 주된 비전과 막대한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사용자, 기업, 정부, 기타 기구에서 인터넷 정책, 기술 및 미래의 발전에
대한 공개 토론을 촉진한다. Internet Society는 전세계 회원사 및 지부와 협력하여 모두를
위한 인터넷의 지속적인 진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ASSIA, Inc. 관련 정보
ASSIA, Inc.는 전 세계 광대역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전략적 파트너이자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 벤더이다. ASSIA 솔루션은 제공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고, 고객 만족을 높이며,
운영 상 효율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멀티 미디어 콘텐츠를 광대역이 가능한 가정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ASSIA는 세계 정상급 서비스 사업자와의 계약 하에 있는 7천만 이상의
광대역 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AT&T와 Mingly China Growth Fund, SFR Development,
Sandalwood Partners, Sofinnova Partners, Stanford University, Swisscom Ventures, T-Ventures,
Telefonica를 포함한 전략적 투자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www.assiainc.com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presse 는ASSIA, Inc.의 등록상표이다.
"ASSIA" 는 "adaptive spectrum and signal alignment"의 약자이다.
연락처 정보

연락처 :
Todd Lane
Trainer Communications
(415) 225-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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