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2022)
2022년 10월 22일(토) ~ 26일(수) ㅣ 대구EXCO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사무국

실버산업전문가포럼 : www.kapass.org 전화 ㅣ 02.6207.0925 이메일 ㅣ kapass@hanmail.net

제론테크(GT) 쇼케이스 안내

제론테크놀로지는 노년학과 과학기술을 결합한 단어로 나이 든 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하며, 안전하게 그리고 독립적인 삶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환경의 디자인이라고 정의합니다.(ISG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제론테크놀로지의 개요

제론테크 제품•서비스를 발표하고 사회 가치와 비즈니스 가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전시와는 달리 제품서비스를 발표장에서 발표하고 사용자, 연구 개발자, 학자 등이 다양한 가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노화 단
계의 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하며, 안전하게 그리고 독립적인 삶과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제론테크놀로지의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밝힙니다. 

‘제론테크(GT) 쇼케이스‘란?

쇼케이스는 전시만으로는 할 수 없는 학술 및 수요자 관점에서 논의하고 우수한 학자와 연구개발자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
를 제공하여 GT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최고의 6개 분야 24개 GT 제품서비스를 선정하고 쇼케이스 하
여 K-Gerontech 브랜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➀ 수요자(지자체, 기관, 사용자), 투자자, 수요기업 평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평가회 안내 참고 → IGEF.kr)
➁ 전시 참여 우대 (전시 안내 참고)
③ 100대 제론테크놀로지 선정 우대 (100 제론테크놀로지 선정 안내 참고)
④ 2022 제론테크 어워드 우대 (부문별 7개씩 21제품서비스에 수여, 폐회식에서 전 세계 중계)
⑤ 바이어 상담의 기회를 제공
⑥ 글로벌 미디어를 통한 1년간 홍보: 제론테크놀로지TV, 실버산업TV(유튜브) 
    (GT 존 전체 영상, 스토리텔링 기반 특별 영상 제작(유료))

왜 ‘쇼케이스’가 필요한가?

놀라운 ‘쇼케이스’ 참가 혜택



업 체 명 (국문) (영문)

대 표 자 (국문) (영문) 홈페이지

주      소 (우:                       )

담 당 자 (국문) (영문) 부서 / 직위

전      화 팩      스 핸 드 폰

E-mail (담당자 이메일)

분     야

□ 시니어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 (말벗, 음성인식, 감정엔진, 인지개선, 로봇어드바이저, 챗봇·상담시스템 등)

□ 시니어 로봇 (동반자 로봇, 이동보조 로봇, 근력증강 로봇, 케어로봇, 재활로봇, 운동로봇 등)

□ 시니어 이동/HMI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전시스템, 무인비행기, 스마트휠체어, 바이오닉·뇌파제어·HMI 등)

□ 시니어 주거/생활지원 (스마트베드, 홈IoT, 자동목욕·자동생활기기, 대행서비스(쇼핑), 주택개조·인터액티브 주택 등)

□ 시니어 헬스케어기술 (웨어러블, 스마트약상자, 응급알람, 원격의료, 우울·치매·인지 진단·개선, 케어서비스 등)

□ 시니어 문화여가기술 (가상현실(VR/MR/AR), 테라피, 디스플레이, 전자책, 여행, 포탈, 사진, 음악, 영상, 게임 등)

* 주) 분야가 중복 경우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필요·충분 조건 만족이 우선입니다. 기타는 임의 배정합니다.

용      도 □ 노화 예방, 지연, 건강 증진       □ 노화문제를 해결(생활지원, 재활, 케어 등)       □ 삶의질 향상(새로운 욕구 충족)

품      명 (국문) (영문)

바 이 어
상      담

바이어 매칭 국가:

발표, 토론

주제:

발표자:

* 토론 참가자: 노년학자, 노인복지학자, 공학자, 사회학자, 종사자 등 제론테크놀로지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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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론테크(GT) 쇼케이스 전시 참가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