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2022 World Congress of Gerontechnology 
2022년 10월 22일 - 26일   대구 엑스코

공동사업 & 후원 제안서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www.ISG2022.org                 www.IGEF.kr



Gerontology
노년학

Technology
기술

목 차

 Gerontechnology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제안의 말씀

세계대회 소개

세계대회 개요

세계대회 중요성

ISG 주최 기관

IGEF 주최 기관

대회 조직

프로그램 일정

행사장 구성

ISG 프로그램

IGEF 프로그램

사업 추진 구조

후원 추진 방안

홍보 분야

후원 프로그램

01

02

03

04

06

07

08

09

10

11

14

15

16

19

20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 전략이 기본이 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

회, 경제, 기술 전반에서 그동안 선진국을 추종하던 시대에서 선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은 누구나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 구축이라는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고, 노후의 삶을 개선하는 기

술인 제론테크놀로지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한 국가의 대응에서 글로벌 대응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서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오는 기술 혁신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유럽

의 AAL 캐나다의 AgeWell 등 R&D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단순 디지털 적용에서 벗어나 시니어라이프 디지털전

환(DX)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UN은 2021년 10월 세계 노인의 날 주제로 "모두를 위한 디지털 형평성"을 선정

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 발맞추어 고령자의 기술 수용, 사용성 및 접

근성 문제를 넘어 기술과의 융합으로 삶을 혁신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고령사회 대

응에서는 글로벌 기술 환경과 산업 차원에서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계대회는 인구 79억 지구촌의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나이 들어가는 모두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

게 하는 제론테크놀로지 논의의 장입니다. “기술과 삶: 인공지능 시대 100세 인생”을 주제로, 전 세계 2,000여 명 

이상의 제론테크놀로지 사용자, 학자, 연구자, 공무원,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급격히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

요한 제론테크놀로지의 최신 연구개발, 시장 동향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자를 위

한 학술대회, 연구개발자, 공급자를 위한 아카데미, 쇼케이스, 전시, 정책포럼, 액티브 시니어 이벤트 등을 동시 개

최합니다. 특별히, 시니어 라이프 디지털전환(DX)을 추진하는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국제 공동대응 포럼을 개

최하여 대한민국이 고령화 대응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는 첫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 모두의 일로 상호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기업, 개인과 함께 사업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후원하는 것은 글로벌 고령사회 기여를 기반으로 기술과 산업의 가치사슬을 

만드는 ESG 추진의 기회로, 노후 삶을 개선하는 기술(제론테크놀로지)과 산업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기업으로써 

전 세계 지자체, 공공, 사용자, 학자, 기업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의료 등 첨단 산업을 이끄는 대구에서 높아진 글로벌 위상에 맞는 학술, 쇼케이스(발표·토

론), 전시 사업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장단기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는 공동사업과 후원을 요청하오니 적극적

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란
대회조직위원장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부회장

심우정
대회주관기관장
실버산업전문가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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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2022 World Congress Gerontechnology)는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Gerontechnology (ISG))가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ISG 2022)와 실버산업전

문가포럼이 주최하는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2022)을 하나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사용자 중

심의 민관학연 융합 학술, 쇼케이스, 전시 및 이벤트 행사입니다.

ISG 2022는 1989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가 한국에서 개최하는 제13차 학술대회

입니다. 그리고 IGEF 2022는 우리나라에서 2017년 신설하여 이어온 제6차 제론테크놀로지 쇼케이스, 전

시 및 포럼으로 시니어 관련 박람회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2022년에는 대구시가 주최하는 

2022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와 동시개최 행사로 진행합니다.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는 2017년부터 대구시가 

시작한 고령친화산업 전시 및 액티브 시니어 이벤트입니다.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과 고령사회 정책담당자 및 고령친화 산업 분야의 기업 관계자들이 세계 최고의 

시니어 디지털 전환(DX) 경험과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학술적으로 또는 직접 보고 논의하는 국제교류

의 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사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글로벌 100대 제론테크 지정과 쇼케이스를 운영하며, GT 특별관(치매/돌

봄관, 대화 로봇관, DX도시관)을 개설하여 국내외의 티핑포인트가 되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론테크놀로

지 플랫폼&인프라와 제품&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더불어 지자체, 공무원, 노인시설 등 수요자의 평가회와 연

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고령사회 기술환경에 대한 관심과 보급의 선순환 구조를 제공합니다.

대구시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뇌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등의 소재지로 100세 시대 디지털 전환 플랫폼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삼성 오리진 

투어 등 한국의 훌륭한 문화유산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론테크 산업현장과 K-문화를 해외 모든 

참가자에게 안내하여 즐겁고 유익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계대회 소개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2022 World Congress Gerontechnology

ISG 2022
제13회 제론테크놀로지

국제학술대회

IGEF 2022
제6회 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 & 포럼

DASF 2022
제6회 대구

액티브시니어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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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회 개요

명칭 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2022 World Congress Gerontechnology)

일시 2022년 10월 22일-26일

장소 대구 엑스코

주최

ISG 2022 국제학술대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IGEF 2022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 실버산업전문가포럼 KAPASS

DASF 2022 대구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 (대구시)

주관

ISG 2022
IGEF 2022 실버산업전문가포럼(ISG 한국지부)

DASF 2022 엑스코

Co-hosts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인공지능협회, AVPN, 매일경제TV, 
마이스산업연구원

Support 삼성(제안),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대구컨벤션뷰로, 엑스코

Topic 기술과 삶: 인공지능 시대 100세 인생

Scale

참가자: 국외 300명, 국내 30,000명  
ISG: 80세션, 250명 발표
IGEF: 30세션, 120명 발표
전시: 100부스 (GT Zone: 돌봄&치매전, 대화로봇전, DX도시전)

Participant Profile
ISG, 실버산업전문가포럼 회원 등 관심 있는 자
교수, 학생, 현장전문가, 공무원, 연구개발자, 기업인, 오피니언 리더, 
언론인, 복지 정책 입안자 등

Official Language ISG: 영어
IGEF: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

Website ISG2022.org  / IGEF.kr

Program

ISG 2022
개회식, 폐회식, 개회사, 기조강연, 구두/포스터 발표, 심포지엄, 라운드테이블, 현장 방문, 
환영 만찬

IGEF 2022

시니어 DX도시 포럼, 고령친화산업정책포럼, 100대 제론테크놀로지, 
GT 쇼케이스(발표&토론), GT 평가회, GT 아카데미, GT 워크숍, GT 연수, GT 컨설팅, 
GT 멘토링, SEED, 4060 스마트라이프 디자인, 액티브 시니어 유튜버 경진대회, 
시니어 뷰티 메이크업 경진대회

Fair 개막식, 전시(IGEF 제론테크(GT)존), 시니어 이벤트

Secretariat

Congress 
Preparation

실버산업전문가포럼: 윤수미·최춘희 팀장 
홈페이지: kapass.org      전화: 02.6207.0925     이메일: kapass@hanmail.net

Event 
Management

마이스산업연구원: 김은경 과장 
전화: 053.943.1400     팩스: 053.943.1401     이메일: isg2022.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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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ISG)는 전 세계 주요 대륙에 7개의 지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노년학회(IAGG)

의 기술 분야를 자문하는 상임기관이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제론테크놀로지 대응을 위한 공동논의 기관

입니다. 또한 약 22개국 2,000여 명의 개인 회원을 기반으로 시니어의 삶과 기술의 융합적 연구에 관한 글로

벌 학술 기관입니다. 

ISG 국제학술대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학술행사로, 1988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공대에서 제론테크

놀로지(Gerontechnology)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래 1991년 첫 학회를 시작으로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프

랑스, 노르웨이 등의 유럽과 캐나다, 미국 등 북미, 일본, 대만 등 아시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실버산업전문가포럼은 2003년 9월에 설립된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학제적 통합적인 논의

를 하는 유일한 단체로 실버산업의 진흥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 “아시아 실버산업 포럼”을 개

최한 후 2017년부터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을 개최하며 국내에 제론테크놀로지 확산에 기

여하여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명연장과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이 증대함에 따라 노후의 삶과 기술에 대한 학술, 연구개발과 공

급 활동이 더욱 중요하게 확대되고 있는 시기에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

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2013년에 국내에서 개최한 세계노년학대회(IAGG 2013)의 “디지털 에이  

징”에 이어 “인공지능”을 주제로 하는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로, 대한민국이 노년학과 기술에 있어서 

디지털전환 관련한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이번 행사부터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전환(DX)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각 도시의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고령사회 대응

의 한 축을 지속적으로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는 가치 있는 행사입니다.

학술, 쇼케이스, 전시를 동시에 개최하여 발전한 국내의 K-제론테크놀로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에서 개최하여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이 지역의 

고령화 대응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인지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번 세계대회는 ISG 2022, IGEF 2022와 DASF 2002를 동시 개최하여 ISG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하며, 세

계적인 관심을 대한민국으로 집중시키고, 이후 IGEF의 연속 개최로 글로벌 리더십을 지속하게 되는 기회와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

-

세계대회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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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영문: International Society for Gerontechnology (ISG)

- 국문: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 학회 개요

-  (제론테크놀로지 정의)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건강하고 편안하며 안전하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환경의 디자인

- (임무)  ISG는 문화적 개인적 차이를 포함하는 노화과정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고령자의 
   욕구를 해결하는 제품서비스의 기술적 혁신을 증진하고 북돋우는 데 있음

- (비전)  ISG는 고령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온전히 제공하는 사회를 구현하도록 노력함

- (가치)  고령자를 지원하는 혁신적인 기술
   ◦ 주거, 이동성, 안전, 보안, 의사소통, 활동 및 삶의 질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독립성과 평등을 유지

   ◦ WHO의 권고대로 고령자의 웰빙과 건강을 지원

   ◦ 개인, 집단 및 사회적 요구와 필요를 실현

   ◦ 변화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고령자를 참여시키기

   ◦ 고령자의 존엄성 향상

   ◦ 고령자 도우미 지원

○○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 Members) : 9명

- 회장: Helianthe Kort (Eindhoven university, 네덜란드)

- 부회장: Yeong-Ran Park (강남대학교, 대한민국)

- 부회장: Espen Aspnes (SINTEF, 노르웨이)

- 사무총장: Anthony Sterns (iRxReminder LLC, 미국)

- 재무위원장: Henk Herman Nap (Vilans, 네덜란드)

- 편집위원장: Yeh-Liang Hsu (Yuan Ze University, 대만) 

- 마케팅위원장: Gloria M. Gutman (캐나다)

-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Taiuani Marquine Raymundo (브라질)

- 학생위원장: Manuel Jesús Azabal (스페인)

ISG 주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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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Board Members)

Gloria Gutman, J.E.M.H. van Bronswijk, William D. Kearns, Shigekazu Ishihara 등 30명

Belgium, Brazil, Canada, Finland, France, Germany, Hong Kong, India, Italy, Japan, Malaysia, 

Netherlands, S. Korea, Slovakia, South Africa, Sweden, Switzerland, Taiwan, Turkey, UK, 

USA 등 21개국

○○ 지부 및 회장(Chapter Presidents)

• 네덜란드 지부: Joost van Hoof 
• 일본지부: Shigekazu Ishihara
• 북미지부: Gloria Gutman
• 프랑스지부: Luigi Corrado
• 중국어권 지부: Yeh-Liang Hsu

○○ 국제학술대회 개최 연혁

○○ 사무국

- 주소: Matrix 1.05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P.O. Box 513 5600          
           MB Eindhoven The Netherlands

- 홈페이지: www.gerontechnology.org

- 이메일: secretary@gerontechnology.org

•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지부: Barbara Klein
• 브라질 지부: Paula Costa Castro
• 한국지부: Yeong-Ran Park
• 홍콩지부: Yongping Zheng
• 학생지부: Manuel Jesús Azabal

순 장소(국가) 일시

1회 Eindhoven, the Netherlands 8월 26-29, 1991

2회 Helsinki, Finland 10월. 1996

3회 Munich, Germany 10월 10-13, 1999

4회 Miami, USA 11월 9-12, 2002

5회 Nagoya, Japan 5월 25-27, 2005

6회 Pisa, Italy 6월 4-6, 2008

7회 Vancouver, Canada 5월 27-29. 2010

8회 Eindhoven, the Netherlands 6월 27-30, 2012

9회 Taipei, Taiwan 6월 19-21, 2014

10회 Nice, France 9월 28-30, 2016

11회 St. Petersburg, Florida, USA 5월 7-11, 2018

12회 Trondheim, Norway (Online) 10월 6-9, 2020

13회 Daegu, Korea (Hybrid) 10월 24-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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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 Korean: 실버산업전문가포럼 (KAPASS)

- English: Korean Association of Product and Services for Senior Citizens

○○ 실버산업전문가포럼 개요

- (임무) 실버(고령친화)산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실버산업 관련 서비스 및 기술을 
   연구·개발하며 실버산업 관련 표준, 정책, 법·제도 등을 연구하고, 실버산업의 국내외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며 회원사 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실버산업 진흥에 이바지함

- (슬로건) 행복한 노후, 풍요로운 실버 세상 만들기

- (사업)
◦ 실버산업 관련 서비스, 기술, 정책 등의 조사 및 연구

◦ 실버산업 관련 규격, 표준 연구 및 권고

◦ 실버산업 시장 활성화 및 실버사업 경영환경 개선 및 증진

◦ 실버산업 정보 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 교류

◦ 실버산업 관련 수익사업, 학술대회, 전시회, 세미나, 도서 발행, 조사 및 연구 등 

◦ 기타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현황

- 창립: 2003. 3. 9

-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제86호 (2005. 9)

- 회장: 심우정 

- 부회장: 이상용(차기 회장, 수석부회장) 등 3명

- 이사: 김이진 등 15명

- 회원: 1,661명

○○ 사무국
- 주소: (06149)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022호(역삼동 함양재빌딩) 

- 홈페이지: www.kapass.org

- 이메일: kapass@hanmail.net

IGEF 주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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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위원회

대회 조직

조직위원장 박영란(강남대)

학술분과 위원장 최문정(KAIST)

기획분과 위원장 김영선(경희대), 노영희(㈜아하컨설팅), 김웅철(매일경제TV)

홍보분과 위원장 김동선(㈜조인케어), 홍원준(조선비즈)

기업협력분과 위원장 이상용(㈜엠씨텍), 이성철(강남대), 이종현(AVPN)

문화기획분과 위원장 홍명신(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후원분과 위원장 이재익(㈜시니어케어24), 김신겸(순천향대)

자원봉사분과 위원장 이예종(김천대), 이화진(경동대)

위원(80명)

강병익(건양대), 강은경(서울노원시니어클럽), 강종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고영호(건축공간연구원), 고정현(경북대), 

권오정(건국대), 김계순(㈜리안파트너스), 김동선(㈜조인케어), 김범중(중앙대), 김보영(영남대), 김상진(수성구립용학도서관), 

김수완(강남대), 김신겸(순천향대), 김신영(한양사이버대), 김영선(경희대), 김영식(실버산업전문가포럼), 김우선(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웅철(매일경제TV), 김원선(한국인공지능협회), 김유진(경북대), 김이진(서울시니어스타워㈜), 김정근(강남대), 김지희(㈜효돌), 

김태준(제이플러스, 경영연구원), 김택식(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택환(온맘닷컴), 김현미(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홍수(서울대), 

김희대(대구테크노파크), 남상요(인하대), 노영희((사)글로벌중소기업지원협회/ ㈜아하컨서팅), 문상미(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세진(㈜세원인텔리전스), 박우현(㈜콕스콤), 서수원(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지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상수(로보케어), 송은옥(세대공감소통연구소), 송승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송원경(국립재활원), 신준영(㈜캐어유), 

안정호(강남대), 우용호(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윤민석(서울연구원), 이근민(대구대), 이기영(부산대), 이동우(에이지랩코리아), 

이상용(㈜엠씨텍), 이석민(재활공학연구소), 이성철(강남대), 이영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예종(김천대), 이윤환(아주대), 

이은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정기(시니어브릿지), 이한복(에버영코리아), 이호갑(실버산업전문가포럼), 이화진(경동대), 

임기웅(㈜란달유디케어스), 임명준(국립재활원), 임정원(강남대), 장민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영신(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미애(총신대), 전연홍(국제뷰티크리에이티브협회), 정구민(국민대), 정덕영(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정순둘(이화여자대), 

정의정(KOTRA Silicon Valley), 조비룡(서울대), 조한종(서울시50플러스재단), 최문정(KIST), 한동희(노인생활과학연구소), 

홍명신(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홍원준(조선비즈), 홍재수(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황재영(노인연구정보센터), 황현숙(㈜희원빌)

자문단(24명)

강대성(㈔굿피플인터내셔널), 구하주(뉴시니어라이프), 김경록(미래에셋자산운용), 김규호(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김숙응(숙명여대), 

김덕진(㈔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 박상철(전남대), 박창제(경북대), 배시화(가천대), 배영철(대구컨벤션뷰로), 

문인혁(동의대), 양영애(인제대), 원영희(한국성서대), 장현식(㈔패밀리코이카행복나눔), 정상곤(전, 베네세코리아), 

정은성(에버영코리아), 조위덕(아주대). 차흥봉(전,세계노년학·노인의학회), 최성재(한국생애설계협회), 최호천(강남대), 

한주형(50+코리안), 허남일(전, 강남대), 허영(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 공동 주관 기관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능정보원(NIA),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
회, 한국인공지능협회, AVPN, 매일경제TV, 마이스산업연구원,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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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일정

10월 22일
(토)

10월 23일
(일)

10월 24일
(월)

10월 25일
(화)

10월 26일
(수)

10월 27일
(목)

10월 28일
(금)

등록

ISG 2022 (제론테크놀로지 국제학술대회)

IGEF 2022 (국제 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

 
• 전시: GT관

• 100대 제론테크놀로지 선정
   

• 쇼케이스(발표&토론)
 

• 포럼

  

• 평가회
  

• 교육/훈련 

  
• 경진대회

• 이벤트

DASF 2022 (액티브시니어 박람회)

• 박람회 개막식
• 레저스포츠, 여행·리조트, 힐링·수면케어, 건강&푸드, 리빙·라이프, 
  펫뷰티&케어, 금융·재테크, 뷰티&헤어  액티브시니어 이벤트

• 개회식
• 기조강연
• 구두 발표 세션
• 포스터 세션
• 심포지움
• 마스터 클래스
• 회원 네트워킹

• K-GT 투어
• K-문화체험

• K-GT 투어
• K-문화체험
• SEED

• K-문화체험• 만찬

특별 치매&돌봄관

특별 소셜 로봇관

특별 시니어 DX 도시관

제품서비스 전문가 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사용자 단체

시니어 유투버 시니어
뷰티메이크업 GT해커톤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패션쇼

AI 로봇 이동/교통

의료/헬스 주거/금융 문화/여가

아카데미 워크숍 연수

컨설팅 멘토링 라이프디자인

시니어 라이프 DX 도시 포럼

고령친화산업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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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장 계획 :  엑스코 서관 3층 

○○   전시장 계획 :  엑스코 서관 1층 

행사장 구성

GT 존 경진대회

특별관: 치매&돌봄관, 소셜 로봇관

특별관 : 시니어 라이프 DX 도시관

[ 제론테크 존(GT Zone) ]

Hall Area Purpose of Use

1 5,171m²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

2 4,832m²
GT 존
메이크업 경진대회
해커톤 전시관

로비 등록/안내

10

룸(호) 수용인원 사용 용도

325 400명 포럼, 기조강연
연수&평가회, 개·폐회식

320
321
323

100명
논문발표
심포지움 쇼케이스
아카데미
워크숍
유튜버경진대회324 200명

그랜드
볼륨 2,700명 만찬 패션쇼

로비 이벤트
휴게공간

포스터전시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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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및 발표

○○ 발표 분야와 주제

ISG 프로그램

형 식 프로그램 세션수 발표수

개막 연설 2 4

기조 연설 2 4

논문 발표
학술 30 180

포스터 50 50

특별 세션
심포지움 20 80

라운드 테이블 5 20

총 계 129 358

부문 주제

주거와 일상생활

1) 성공적 노화와 제론테크놀로지
2) 자립 생활을 위한 주거 환경
3) 가상 기술을 활용한 편리한 생활의 확장
4) 로봇 등 기술을 활용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5) 은퇴 커뮤니티와 삶의 질
6) 수면과 노화
7) 영양과 제론테크놀로지

이동과 교통

1) 이동성 향상을 위한 교통 환경
2) 이동성 지원을 위한 메타버스 등 재활 기술
3) 시설에서의 이동성 지원을 위한 돌봄 로봇 활용
4) 낙상 예측과 예방
5) 이동성과 응급 대응

신체&정신 건강

1) 노화 예방과 제론테크놀로지 활용
2)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체활동 모니터링과 대응
3) 대화 로봇 등 GT 기술의 정신건강 중개 연구
4) 노화 단계별 헬스케어를 위한 기술의 활용
5) 가상현실 운동&스포츠 활용 

정보통신

1) 노화 예방을 위한 제론테크놀로지 활용
2) 치매&돌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3) ICT/IoT를 활용한 라이프 로그 분석과 대응
4) 디지털 전환과 서비스 디자인
5) 전자약/디지털 치료제

일과 사회참여
1) 인공지능 어드바이저의 업무 지원
2) 고령자를 배려한 원격 업무 지원
3) 스마트 노인시설의 운영과 기대 효과

거버넌스와 사회정책
1) 통합 돌봄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2) 디지털 디바이드 극복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3)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거버넌스

기타 
1) 노화와 기술의 융합적 디자인 방법
2) 사람중심의 기술 적용과 수용성 개선
3) 노화의 개입 방법과 디지털 활용 전략
4) ESG와 제론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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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연설 주제

○○ 마스터 클래스

주제 발표자

제론테크놀로지가 고령자의 삶에 미친 영향과 역할
- 건물 환경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힐리안티 콜트
Helianthe Kort

디지털 헬스 케어 기술의 적용과 삶의 질 향상
- 영국 NHS 건강뉴타운 개발 사업 경험 기반

수미 헤랄
Sumi Helal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의 역할과 방향
- GPAI(Global Partnership on AI)의 활동 포함

오혜연
Alice H. Oh

고령친화 도시를 위한 디지털 적용과 거버넌스 방안
- WHO 고령친화 커뮤니티 네트워크 관리 경험기반

알래나 오피서
Alana Officer

활동적 노화를 위한 디지털 적용 현황과 발전 방향
 - Ambient Assisted Living (AAL)의 경험 기반

크라우스 니덜랜더
Klaus Niederländer

제론테크놀로지의 융합적 연구와 공공에 적용 방안
 - 캐나다의 AgeWell 추진 경험 기반

알렉스 미하일디스
Alex Mihailidis

구 분 내   용

교육 대상자 대학원생, 기업이나 연구소의 연구자 등

운영방안

-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ISG)에서 지정한 제론테크놀로지 그랜드 마스터가 
   강의 및 토론식으로 1:1 연구지도
- Gerontechnology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연구, 디자인 또는 엔지니어링을 
   하도록 가이드
- 심리학, 사회학, 공학, 보건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경험을 전수

그랜드마스터
7명

James L.Fozard

AlainFranco

Herman Bouma

NeilCharness

Vappu Taipale

AntheaTinker

J.E.M.H. van Bronswi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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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lture(문화) 투어 & K-GT(제론테크) 투어

프로그램 내   용

K-문화•역사
체험 관광

- “The Origin of Samsung”
    삼성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역사 예술 여행(경제신화 도보길)   

-  리움 미술관 투어

- 대구시내 투어 (동화사, 팔공산)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및 한국예술 공예 체험

- 치맥 파티

K-GT 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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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EF 프로그램

○○    프로그램과 내역

○○    발표 분야 주제

형 식 프로그램 내역

포럼
시니어 라이프 디지털전환 (DX) 도시 포럼 1세션 4건 발표
고령친화산업 포럼 2세션 8건 발표

쇼케이스 GT 쇼케이스 (발표&토론) 6세션 24건 발표

GT 평가회
지자체(공무원) GT 평가회 1건 5건 발표
공공기관(노인복지관) GT 평가회 1건 5건 발표
사용자(노인시설) GT 평가회 1건 5건 발표

교육&훈련

GT 아카데미 2건 8건 발표
GT 연수 2건 8건 발표
GT 워크숍 2건 8건 발표
GT 비즈니스 컨설팅 1건 20건
GT 비즈니스 멘토링 1건 20건

경진대회
제2회 액티브 시니어 유튜버 경진대회 1건 100팀
제1회 액티브 시니어 뷰티 메이크업 경진대회 1건 100팀
다음 세대 GT 해커톤 1건 20팀

이벤트

SEED 1건 6건 발표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2건 8건 발표
GT와 함께하는 액티브 시니어 패션쇼 1건 20명 출연
싱잉볼 공연 -

총 계 28 세션/건

프로그램 발표 분야 / 발표 주제 

시니어 라이프 디지털전환(DX) 
도시 포럼

- 기술 환경의 변화와 고령사회
- 시니어 디지털 디바이드 현황과 디지털 평등 실현
- 시니어 라이프 디지털전환(DX) 추진방안
- 고령사회 디지털전환(DX) 도시 공동 대응 제안

고령친화산업 정책 포럼

- 고령친화산업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
-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방안
- 헬스케어 연구개발 현황과 미래
- 노화를 고려한 제품서비스의 인공지능 적용 방안

GT 쇼케이스 (발표&토론) -인공지능(AI), 로봇, 이동/교통, 의료/헬스, 주거/금융, 문화/여가 분야 제품·서비스

지자체(공무원) GT 평가회
- 제론테크놀로지의 이해, 효과적/효율적인 도입 방안
- GT 제품서비스 5건에 대한 소개와 질의 응답공공기관(노인복지관) GT 평가회

사용자(노인시설) GT 평가회

GT 아카데미
- GT를 활용한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 구축
- GT 기반 서비스 디자인 및 프로그램 개발
- SMART 라이프 디자인 특강

GT 연수 - 공무원 및 노인 보건복지인력 GT 연수
- GT 라이프 디자인 연수

GT & 라이프 디자인 워크숍

- 4060세대 부모 돌봄 워크숍 및 커뮤니티 만들기
- SMART 라이프 디자인 워크숍
- 4060세대 SMART 부모 돌봄 체험 수기 공모전
- 4060세대 디지털 일자리 사업 설명회

SEED - 세계 최초의 제론테크 토크쇼,  경험 컨퍼런스
- 내가 사랑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that I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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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조직위원회는 사업 또는 후원 참여기관의 특성에 맞는 학술, 심포지움, 쇼케

이스, 전시, 이벤트를 사업화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공동 사업 전략

다양한 행사 이해관계자 및 참여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의 특성에 맞는 사업
모델을 제공

동시개최, 공동주관, 후원, 대행, 중개, 알선
등 다양한 공동사업 방법을 제공

사업 특성에 맞는 수익모델 제공

사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대회 구성, 주제와   내용, 홍보를 
통합하는 전략 추진

○○ Business Models and Examples

-

-

-

-

사업 추진 구조

사업 유형 실행 방법

동시 개최 사업
ISG 2022, IGEF 2022, DASF 2022가 동시 행사 개최 및 진행
예) OOO학회 학술대회 

- 유치 대행
- 유치 중개
- 알선

학술 사업
학술 심포지움, 라운드 테이블 개설
예) OOO 연구단 OOO 연구 심포지움

교육/훈련 사업
아카데미, 연수, 워크숍 개설
예) OOO 복지관장 워크숍

전시 사업
전시관 내 특별 존을 구성하여 전시 유치 또는 참가 부스 영업
예) 인공지능 병원존
예) 디지털 치료존

이벤트 사업
이벤트 개최
예) 시니어 골프대회

후원 사업
후원기관 유치
예) OOO 기업 OOO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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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추진 방안

2022 세계대회 조직위원회는 공식 후원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

고 회사를 알릴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기본 전략

후원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ESG 실현과 기술&산업
의 선도를 고려한 대회 구성, 주제와 내용, 홍보를 통합하
는 전략적 추진을 도모합니다.

다양한 행사 이해관계자 및 참여자들에게 후원기관의 기
여를 통해 목적한 이미지를 포지셔닝하며 나아가 열광적
으로 지지하도록 합니다..

○○ 추진 방법

후원기관의 목표와 세계대회의 목표를 융합하여 공동사업 관점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기획과 실질적 효과를 

얻도록 추진합니다.

후원기관에 적합한 테마를 설정하고 기획된 기조연설, 
학술, 심포지움, 전시, 쇼케이스를 제공합니다.

후원기관의 수준에 맞는 연사, 참가 규모,
대상 등 타깃을 정하고 참가하도록 합니다.

후원 효과에 맞게 매체, 미디어 유형 및 노출 기간을 
조절합니다.

• 행사 중은 물론 행사 전후 안내, 신청, 홍보 자료에 노출

• 언론, 검색 포털,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

• 후원기관에 적합한 스토리텔링 기반 이미지 및 영상을 제작하여 노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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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가치 창출 전략과 추진 방법 예시

Sponsorship Value Creation Strategy Implementation Method (examples)

ESG 실현
=활동

글로벌 고령사회 리더임을 
국제사회에 노출

제론테크놀로지 국제 연구기금 지원
- 후원기관이 국제 공동대응 연구를 지원함
- 후원기관이 연구 결과를 국제사회에 제공함
- 후원기관의 기술을 적용

글로벌 디지털 고령사회에 
기여함을 국제사회에 노출

시니어 라이프 DX 도시 지원
- 후원기관이 포럼 개설을 지원함
- 후원기관이 DX도시 개발 논의를 지원함
- 후원기관의 기술을 적용

기업 브랜딩
활동

기업 이미지를 대중에 노출 - 후원기관의 역사 투어를 대회참가자 관점에서 스토리텔링하여 
   영상으로 제작해 SNS에 방영

고령사회 대응부문에 진입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림

- 후원기관이 해오던 그간의 사업 분야에서  고령사회 대응으로 
   진입하며 후원하는 의미를 부여
- 후원 의미를 직접적으로 주요 뉴스에 노출
- 특별 심포지엄, 라운드 테이블 등 세션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특별 
   세션을 홍보

사회에 유용한 강연 주최, 
후원, 시상

-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강연을 제공
  • 관련 영상을 SNS에 방영

-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홍보하고 
   우수 디자인을 시상
  • 관련 영상을 SNS에 방영

제품 촉진 활동

제품 서비스의 전시, 광고 - 후원기관의 장점이 부각되는 쇼케이스(발표, 토론) 구성 및 홍보
- 후원기관 제품서비스 중심의 전시 테마관을 구성하고 전시 및 홍보

경진대회 주최, 후원, 시상 

- 액티브 시니어 유튜버 경진대회 개최를 홍보, 우수 유튜버를 시상
  • 관련 영상을 SNS에 방영

- 액티브 시니어 뷰티 메이크업 경진대회 개최를 홍보하고 
   우수 아티스트를 시상
  • 최초 시니어 메이크업 대회를 부각하는 뉴스로 기사화
  • 메이크업 재료 후원 시 후원 재료 사용, 뷰티 쇼 시간에 
    후원 제품을 홍보
  • 관련 영상을 SNS에 방영

- GT 해커톤 경진대회 개최를 홍보하고 우수팀을 시상

이벤트 주최, 후원

- 시니어 패션쇼에 후원기관의 로봇이나 제품
   서비스를 모델과 같이 출연하도록 하여 새로운 의미의 패션쇼를 
   연출하고 언론에 노출
  • 관련 영상을 SNS에 방영
  • 최초 패션쇼를 부각하는 뉴스로 기사화

기타 협의에 따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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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사업 방법

○○ 후원 참여 방법

사업 유형 실행 방법

현금 후원 현금 후원 패키지, 협찬

사업 지원

동시 개최 사업
ISG 2022, IGEF 2022, DASF 2022와 같은 동시 
행사 개최 및 진행
예) OOO학회 학술대회 

- 유치 대행
- 유치 중개
- 알선

학술 사업
학술 심포지움, 라운드테이블 개설
예) OOO 연구단 OOO 연구 심포지움

교육/훈련 사업
아카데미, 연수, 워크숍 개설
예) OOO 복지관장 워크숍

전시 사업

전시관 내 특별 존을 구성하여 전시 
유치 또는 참가 부스 영업
예) 인공지능 병원존
예) 디지털 치료존

이벤트 사업
기념품 제공, 이용권 제공 등
예) 수상자 기념품   

후원 지원
후원기관 유치
예) OOO 기업 OOO 기관 

사업방식 사업 유형

공동 주최

- 사업 추진 수익을 세계대회에 모두 제공
- 공동 주최 기관으로 대우
   •  로고/표시, 광고
   •  연설, GT 어워드 시상 기회 등 제공

공동 주관

- 사업 추진 수익을 세계대회에 모두 제공
- 공동 주관 기관으로 대우
   •  로고/표시, 광고
   •  연설, GT 어워드 시상 기회 등 제공

전시 유치 대행
학술, 전시, 이벤트, 후원기관 유치를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
- 사업 추진 수익을 세계대회에 모두 제공
- 후원 또는 협력 기관 대우(로고/표시, 광고)

전시 유치 중개
학술, 전시, 이벤트, 후원기관 유치 시작에서 종료 시까지 조직위를 지원
- 사업 추진 수익을 세계대회에 모두 제공
- 후원 또는 협력 기관 대우(로고/표시, 광고)

전시 유치 알선
학술, 전시, 이벤트, 후원기관 정보와 미팅 주선
- 사업 추진 수익을 세계대회에 모두 제공
- 후원 또는 협력 기관으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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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특징

제론테크놀로지는 노화단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서비스, 주택, 시설, 공공기관, 정부 등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히, 시니어 라이프 디지털전환(DX)를 핵심으로 하여, 치매/돌봄, 소셜로봇 등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부각합니다.

○○ 참여자 구분

홍보 분야

부문 세부 부문

인간 활동 주거와 일상생활, 이동과 교통, 신체와 정신 건강, 정보통신, 일과 사회참여, 거버넌스와 사회정책, 
이외 분야

GT 목적 노화 예방, 쇠퇴 기능 보상/지원, 돌봄(Care), 삶의 질 향상

일상생활 의식주, 의료, 헬스케어, 문화여가 등

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AI), 로봇, 이동/교통, 의료/헬스, 주거/금융, 문화/여가 분야 제품·서비스

참가자

사용자, 학자, 학생,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기업인

노년학 노화 관련 노화학, 심리학, 사회학, 인구학, 환경학, 노인의학, 질병 등

공학 기계, 전자, 식품, 섬유, 화학, 생명, 로봇, 재활, 의료, 컴퓨터 사이언스, 교통 등

디자인 제품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건축, 인테리어 등

건강/의료 의학, 간호학, 보건학, 물리치료학, 영양학, 운동 등

사회과학 인류학, 사회복지, 경영, 행정, 법, 정치 등

재화

제품서비스 시니어금융(연금, 보험, 자산관리), 시니어용품, 시니어타운, 재가서비스, 의류/
패션/뷰티, 안티에이징, 시니어교육 등

의료/건강 의료기기, 의약, 건강보조식품, 환자식, 원격의료, 등

정부, 공공 중앙행정부, 지방정부, 국제기구(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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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프로그램

○○ 패키지 후원

구분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10억원 5억원  2억원  5천만원 2천만원

행

사

전

메인스폰서-모든 표시물 ○ - - - -

안내물(프로그램 20종)에 로고 ○ ○ ○ - -

안내물(프로그램 20종)에 광고 ○ ○ - - -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 로고 ○ ○ ○ ○ ○

메인페이지 - 배너 ○ ○ ○ - -

프로그램 안내 페이지 배너 10p 6p 3p 2p -

후원사 페이지-회사소개 ○ ○ ○ ○ ○

유튜브 홍보 영상 (유료 홍보 노출) 5개월 5개월 3개월 3개월 2개월

뉴스레터 (2회) 로고 ○ ○ ○ ○ ○

메일링 (회원, 3회, 6천 명) 로고 ○ ○ ○ ○ ○

행

사

중

행사백
가방 프린트 로고 ○ ○ ○ - -

가방 삽입 전단지 ○ ○ - - -

라운지(환영/미팅)
로고 ○ ○ ○ ○ ○

배너 ○ ○ ○ - -

Main board-로고 ○ ○ - - -

Sign Board-로고 ○ ○ - - -

Promotional Panel (메인 행사장) ○ ○ ○ ○ ○

프로그램 북　 5p 3p 2p 1p 1p

배너

메인  행사장 1Room ○ ○ - - -

발표장-10Rooms ○ ○ - - -

이동로 등 ○ ○ ○ ○ ○

콩그레스 무료등록 70명 50명 20명 3명 2명

공식행사 연설 메인행사 관련행사 관련행사 - -

공식이벤트 연설 ○ ○ ○ - -

후원사 이름(주제)의 심포지엄 4s 3s 2s 1s

후원사 이름(주제) 쇼케이스 ○ ○ ○

세션룸 스크린세이버 ○ ○ ○ ○ ○

온라인 실시간 방송 세션 ○ ○ - - -

후원사 관계사 제품/서비스 발표 ○ ○ - - -

환영만찬 (참석) 30 20 10 5 3

후원사투어 ○ - - -

후원사
장학금

우수 연구자 장학금 지급 ○ ○ - - -

개발도상국 학생 초청 ○ ○ - - -

시상

GT 어워드 ○ ○ - - -

경진대회(3건) ○ ○ ○ - -

우수 논문상 ○ ○ - - -

우수 포스터상 ○ ○ ○ - -

전시 부스 제공 10부스 4부스 2부스 1부스 1부스
행
사
후

강연(유튜브, 한영) 후원사 로고 30건 15건 8건 3건 -

결과 영상(유튜브, 한영) 후원사 로고 12개월 9개월 6개월 3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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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진행 현금 협찬

○○ 행사 진행 현물 협찬

구분 내용 후원금

ISG

또는

IGEF

연회 현금 협찬

- 행사장 주 표시물 로고
- 연회 중 연설 5분
- 연회 참가 티켓 3개
- 연회 중 홍보영상 상영(최대 1분)
- 연회 중 참가자에게 경품이나 브로슈어 배포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2,500만원

가방 협찬 - 가방에 이름과 로고 인쇄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650만원

명찰 후원 - 명찰 중에 후원사 이름과 로고 삽입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400만원

다과 후원
- 1일 다과 제공시간에 영상 상영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 컵이나 다과에 로고 삽입은 협찬사 제공

250만원

초록 책자 - 1페이지 컬러 광고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250만원

힐링 존 운영
(싱잉볼 공연 지원)

- 참가자 휴식 공간 설치 운영
- 공간 내 로고 및 광고 허용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500만원

구분 내용 비고

생수
- 생수 1,000병/일 제공
- 생수 제공 테이블에 홍보 패널 설치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금액 추후 결정

메모지
- 메모지 3,000매 제공
- 메모지 내 후원기업 로고 인쇄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필기구 
- 필기구 3천 개 제공
- 필기구 포장에 후원기업 로고 인쇄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USB 메모리

- 자료집 USB 제공
- USB 포장에 후원기업 로고 인쇄
- 광고 파일 삽입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셔틀 운영

- 기간 중 행사장 숙소 왕복 셔틀 제공
- 1일 3회 이상, 매회 3개 노선 운행 
- 버스에 래핑 또는 광고물 부착 허용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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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협찬

구분 내용 후원금

시니어 라이프
디지털 전환(DX)

도시 포럼

- 포럼 공간에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실시간 방송,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행사 홍보(영상, 직접 설명, 5분 이내) 가능
- 행사 후 유튜브에 결과 방영,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5,000만원

고령친화산업정책
포럼

- 포럼 공간에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실시간 방송,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행사 홍보(영상, 직접 설명, 2분 이내) 가능
- 행사 후 유튜브에 지속 방영,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1,000만원

제론테크(GT)
평가회

(공무원, 복지시설 등)

- 평가회 공간에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행사 홍보(영상, 직접 설명, 2분 이내) 가능
- 행사 후 유튜브에 지속 방영,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1,000만원

제론테크(GT)
해커톤

- 대회 공간에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행사 홍보(영상, 직접 설명, 2분 이내) 가능
- 행사 후 유튜브에 지속 방영,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1,000만원

액티브 시니어
유튜버 경진대회

- 후원사 대표의 시상
- 실시간 방송,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유튜버 콘텐츠 전시 공간에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행사 후 유튜브에 지속 방영,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3,000만원

액티브 시니어
뷰티메이크업

경진대회

- 후원사 대표의 시상
- 대회 공간에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실시간 방송,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모델 심사시 제품 홍보(영상, 직접 설명) 가능
- 행사 후 유튜브에 지속 방영,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3,000만원

액티브 시니어
패션쇼

- 후원사 로봇, 제품서비스 등 매칭 연출
- 공간 내 로고 및 광고 허용
- 실시간 방송 시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행사 후 유튜브에 지속 방영,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3,000만원

SEED

- 후원사 대표의 축사 
- 행사장 포토존에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되는 홍보영상에 후원사 로고 게재 
- 행사 전후 제작되는 다큐멘터리에 후원 명시  
- 행사장 공간 내 로고 및 광고 허용
- 실시간 방송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웹사이트,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5,000만원

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발표회

- 발표 공간에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행사 홍보(영상, 직접 설명, 2분 이내) 가능
- 실시간 방송 시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행사 후 유튜브에 지속 방영, 후원사 이름 및 로고 게재
- 웹사이트와 인쇄물에 후원사 이름 또는 로고 게재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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