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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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명)

강병익(건양대), 강은경(서울노원시니어클럽), 강종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고영호(건축

공간연구원), 고정현(경북대), 권오정(건국대), 김계순(㈜리안파트너스), 김동선(㈜조인케어), 

김보영(영남대), 김상진(수성구립용학도서관), 김수완(강남대), 김신겸(순천향대), 김신영(한

양사이버대), 김여진(대구컨벤션뷰로), 김영선(경희대), 김영식(실버산업전문가포럼), 김우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웅철(매일경제TV), 김원선(한국인공지능협회), 김유진(경북대), 김

응철(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이진(서울시니어스타워㈜), 김정근(강남대), 김정호(한국시

니어클럽협회), 김지희(㈜효돌), 김태준(제이플러스, 경영연구원), 김택식(한국보건산업진흥

원), 김택환(온맘닷컴), 김한수(마이스산업연구원), 김현미(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정(서

울대학교), 김홍수(서울대), 김희대(대구테크노파크), 남상요(인하대), 노영희((사)글로벌중소

기업지원협회/㈜아하컨설팅), 문상미(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세진(㈜세원인텔리전스), 박우

현(㈜콕스콤), 서수원(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서지영(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상수

(로보케어), 송은옥(세대공감소통연구소), 송승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송원경(국립재활

원), 신준영(㈜캐어유), 안정호(강남대), 양승희(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 오수진(한국소비자

원), 옥상훈(네이버), 우용호(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윤민석(서울연구원), 이근민(대구대), 이기

영(부산대), 이동우(에이지랩코리아), 이상용(㈜엠씨텍), 이석민(재활공학연구소), 이성철(강남

대), 이영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예종(김천대), 이윤환(아주대), 이은경(노스캐롤라이

나대), 이은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의훈(카이스트), 이재익((주)시니어케어24), 이종

현(AVPN), 이준호(이투데이 피엔씨 브라보마이라이프), 이한복((주)에버영피플), 이호갑(강남

대), 이화진(경동대), 임기웅(㈜란달유디케어스), 임명준(국립재활원), 임정원(강남대), 장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장영신(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미애(총신대), 전미자(한국복지환경디

자인연구소), 전연홍(국제뷰티크리에이티브협회), 정구민(국민대), 정덕영(성남시니어산업혁

신센터), 정순둘(이화여자대), 정의정(KOTRA Silicon Valley), 조비룡(서울대), 조준배(강남사

회복지관), 조한종(서울시50플러스재단), 최문정(KIST), 최선주(창작제작소), 한동희(노인생

활과학연구소), 홍명신(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홍원준(조선비즈), 홍재수(한국생산기술연

구원), 황재영(노인연구정보센터), 황현숙(㈜희원빌)   

자문단(24명)

강대성(㈔굿피플인터내셔널), 구하주(뉴시니어라이프), 김경록(미래에셋자산운용), 김규호(성

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김성윤(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김숙응(숙명여대), 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현곤(국회미래연구원), 김현철(한국인공지능협회), 문인혁(동의대), 

문형남(대한경영학회), 박노숙(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상철(전남대), 박창제(경북대), 배

시화(가천대), 배영철(대구컨벤션뷰로),  양영애(인제대), 원영희(한국성서대), 장현식(㈔패밀

리코이카행복나눔), 정상곤(전, 베네세코리아), 정은성((주)에버영코리아), 조위덕(아주대). 차

흥봉(전,세계노년학·노인의학회), 최성재(한국생애설계협회), 최호천(강남대), 한주형(50+코

리안), 허남일(전, 강남대), 허영(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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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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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장 계획 :  엑스코 서관 3층

Hall 내  용

1 액티브 시니어 박람회

2 GT 존

로비  시니어패션쇼

룸(호) 수용인원 사용 용도

306 400명
기관 연수
4060 라이프디자인

325 400명
포럼, 기조강연
개·폐회식

324 200명
논문발표, 심포지움
기관 연수

322

323
100명 논문발표, 심포지움

321 100명 쇼케이스

320 100명 싱잉볼

로비 휴게공간
포스터전시
등록/안내

○  전시장 계획 :  엑스코 서관 1층

GT 수료 코스

고령친화
디지털전환(DX)

도시포럼

글로벌
고령친화산업 정책포럼

GT 워크숍
제론테크 마스터

(온라인)

GT 쇼케이스

전시
K-GT존

7

31 4

5

ISG 개회식
기조연설

2

GT 워크숍
제론테크 마스터

(오프라인)

6
회원 교류회

8

GT 평가서 제출
9

GT 존



7

구  분 세부 내용

 - 개회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안)
 - 환영사: 심우정 회장 (실버산업전문가포럼)
 - 축   사: 보건복지부 장관 (안)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2022 글로벌 고령친화산업정책 포럼
- AI 시대 고령친화서비스의 미래 -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I     EF2022



I     EF2022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좌장: 박영란 (국제제론
테크놀로지학회 부회장)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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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고령친화 디지털전환(DX)도시 포럼
-  스마트 라이프, 돌봄 (지역사회) 인프라 현황과 미래 -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I     EF2022

구  분 세부 내용

 - 개회사: 심우정 회장 (실버산업전문가포럼)
 - 축   사: 힐리안티 콜트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회장)
               조상미 원장 (중앙사회서비스원)

Session 1 :  고령친화 디지털전환(DX) 기술 & 도시 현황과 사례



I     EF2022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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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0 스마트 라이프 디자인 포럼
- 인공지능 시대 100세인을 위한 노후준비 -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I     EF2022

구  분 세부 내용

강연 1: 100년간의 자기 탐험
           김현곤 원장
           국회 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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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돌봄과 미래 라운드테이블
- 국민돌봄 시대를 위한 범국가적 대응 -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I     EF2022

구  분 세부 내용

                                                                                                  사회 조경애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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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라운드테이블
- 디지털 전환 시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I     EF2022

구  분 세부 내용



14

K-제론테크(GT) 쇼케이스
- 글로벌 K-GT를 위한 24개의 제품서비스 발표와 토론 -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I     EF2022

구  분 세부 내용 발 표 자

• 제품&서비스명: 이지태스크
• 발표 제목: 일의 미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발표자: 전혜진 대표
• (주)이지태스크



I     EF2022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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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내용 발 표 자

•  제품&서비스명: 고령자 돌봄을 위한 정서/생활/인지/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먼케어로봇과 인공지능
• 발표 제목: 고령자 돌봄을 위한 휴먼케어로봇 AI 기술
• 발표자: 장민수 박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GT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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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F2022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K-GT 쇼케이스

구  분 세부 내용 발 표 자

• 제품&서비스명: 웰빙 건강관리 의류 및 침구류
  (기능성섬유-치매예방)
• 발표 제목: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제안
• 발표자: 이규상 대표
• (주)템프업



I     EF2022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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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내용 발 표 자

• 제품&서비스명: 상황인식 AI순이
• 발표 제목: IoT 휴먼터치센서를 이용한 상황인식
  AI 웰니스
• 발표자: 권은경 대표
• (주)DNX

K-GT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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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F2022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K-GT 쇼케이스

구  분 세부 내용 발 표 자

• 제품&서비스명: 해피테이블 플랫폼
• 발표 제목: 여가활동 증진과 인지력 향상을 위한 
  종합 관리 플랫폼
• 발표자: 서영철 대표
• (주)스프링소프트



I     EF2022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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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내용 발 표 자

• 제품&서비스명: 대구 신노인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 발표 제목: 고령친화 스마트 공공도서관 서비스
• 발표자: 김상진 관장
• 대구 수성구립 용학도서관

K-GT 쇼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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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론테크(GT) 워크숍
- 제론테크놀로지 마스터하기 -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I     EF2022



I     EF2022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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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 라이프 앤 커리어 디자인
- 나의 삶 설계 -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I     EF2022

아카데미 : 자립지원을 위한 스마트 돌봄



23

전시: K-제론테크(GT) 존
- K-제론테크놀로지 제품&서비스의 미래 & 글로벌 브랜딩 -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I     EF2022



24

K-제론테크(GT) 투어
- K-제론테크놀로지 기술과 서비스를 이끄는 시설 견학  -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I     EF2022

구  분 세부 내용 가이드

견학 장소로 이동

동대구역으로 이동, 해산

구  분 세부 내용 가이드

메디타운으로 이동, 

부산TP로 이동, 

구  분 세부 내용 가이드

희연병원으로 이동, 

구  분 세부 내용 가이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로 이동, 견학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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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컨설팅 & 멘토링

GT 연수/아카데미 (별도과정)

GT 컨설팅 & 멘토링 / GT 연수/아카데미 (별도과정)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I     EF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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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G 국제학술대회 참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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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 Seniors Enlighten Everyone’s Dream -

- 시니어가 모든 사람의 꿈을 밝혀준다 -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I     EF2022

구  분 세부 내용

Reception & Registration  



I     EF2022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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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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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평가단 & GT 어워드

제6회 국제제론테크놀로지 엑스포&포럼(IGEF)I     EF2022

구  분 세부 내용

GT 평가단

GT 어워드



I     EF2022
IGEF 참가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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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EF 참가등록 방법

32



I     EF2022
IGEF 참가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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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기관 & 사무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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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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주소: (13569) 경기도 성남시 방아로29번길 7 102동 비2호 

- 윤수미 팀장, 최춘희 팀장, 강수연 팀장

- 전       화: 02 - 6207 - 0925

- 홈 페이지: www.kapass.org

- 이  메  일: kapas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