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AIoT 컨퍼런스
- 포스트 코로나, 기업•정부의 대응전략 및 AIoT융합 적용사례 -

Sponsorship Program 안내

2020. 9. 15(화) ~ 9.16(수)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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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AIoT 컨퍼런스 개요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oT 컨퍼런스’ 행사 입니다.
국내 AIoT, 공공 및 전 산업의 산•학•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합니다.

2014년도 (제1회)
국제 컨퍼런스

2015년도 (제2회)

2016년도 (제3회)

국제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규모 : 35 개 주제발표

규모 : 43개 주제발표

규모 : 32 개 주제발표

참석 : 19개국 609명

참석 : 8개국 764명

참석 : 32개국 781명

2019년도 (제6회)

2018년도 (제5회)

2017년도 (제4회)

국제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국제 컨퍼런스

규모 : 32 개 주제발표

규모 : 39 개 주제발표

규모 : 39 개 주제발표

참석 : 28개국 731명

참석 : 35개국 746명

참석 : 38개국 901명

상세 내용은 www.aiotweek.or.kr 참고

1. 2020 AIoT 컨퍼런스 개요

2020년에는 어디서든 참여 가능한 ‘온라인 세미나’ 형태로 진행됩니다.
국내 AIoT, 공공 및 전 산업의 산·학·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합니다.

컨퍼런스 개요

컨퍼런스 프로그램
시간

발표 내용

[Session 1] 포스트 코로나(뉴노멀) 시대의 기업 대응 전략
10:00~10:40

포스트 코로나,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

10:40~11:20

COVID-19 이후 국내외 기업의 대응전략

11:20~12:00

주요산업분야의'뉴 노멀' 대응을위한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Session 2] 정부정책 및 공공분야(공공인프라) 추진 방향
14:00~14:30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방향

14:30~15:00

그린 뉴딜 정책 추진 방향 소개

15:00~15:30

고속도로 4차산업혁명 ICT 최신기술 사례

15:30~16:00

댐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소개

[Session 3] AIoT 기술 적용사례 – 스마트X

개최 일시

’20. 9. 15(화) ~ 16(수) / 10:00 ~ 12:00, 14:00 ~ 16:00 (총 4회)

개최 장소

온라인 세미나

참석 대상

AIoT 기술에 관심있는 누구나 (규모 : 연평균 약 800명 참석)

주 제

포스트 코로나, 기업·정부의 대응전략 및 AIoT융합 적용사례

프로그램 구성 4개 세션, 총 15개 주제 발표

발표 기업(관)
[좌장: 건국대학교 김우용 교수]
카카오 모빌리티
삼정KPMG
한국IBM

[좌장: 국민대학교 박준석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좌장: 항공대학교 장윤석 교수]

10:00~10:30

스마트 물류 추진현황

롯데정보통신

10:30~11:00

‘5G 스마트항만’ 실증사업 추진 현황

LG유플러스

11:00~11:30

5G 국가선도망 사업 추진현황

11:30~12:00

제조산업(스마트 팩토리)의 AI 적용사례 및 방법론

[Session 4] AIoT 기술 및 적용사례 – 스마트 Safe&Life

KT
울랄라랩

[좌장: 경기대학교 김광훈 교수]

14:00~14:30

데이터 매쉬업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서비스 개발 사례

SKT

14:30~15:00

Untact 시대의 일상생활(보안)의 패러다임 변화

ADT캡스

15:00~15:30

AIoT 융합 기술을 활용한 생활방역체제 대응 방안

15:30~16:00

자율 지능형 세상을 위한 “BeeAI” 기술 소개

한컴인텔리전스
KSB연구단

2. Sponsorship Program 안내

Sponsorship Program 혜택 내용
컨퍼런스 참가자를 대상으로 협찬사의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집 협찬사 : 총 2개사 (선착순 모집)
금 액 : 5,000,000원 (VAT 별도)
협찬사 혜택 내용
구분

내용

비고

가. 사전 홍보

홍보 웹진 내 협찬사 로고 삽입

- 웹진 수신자 25만 명 대상 홍보 예정

나. 자료

발표 자료집 내 협찬사 광고 및 로고 삽입

- 전면 내지 or 후면 광고 + 표지 내 로고 삽입

발표 화면 내 협찬사 로고 삽입

- 컨퍼런스 진행 중 발표화면 하단에 로고 삽입

협찬사 관련 퀴즈

- 정답자 대상 30,000원 모바일 쿠폰 제공
(세미나 중간 타임 진행, 총 2회 / 주최측 제공)

컨퍼런스 등록권 제공 (10만원 상당)

- 5장 제공 (총 50만원 상당)

다. 컨퍼런스

2. Sponsorship Program 안내

가. 사전 홍보
홍보 웹진 내 협찬사 로고 삽입

‘2020 AIoT 컨퍼런스’ 홍보 웹진에 협찬사 로고를 삽입함으로써 웹진 수신자(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

협회 보유 DB / IoT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약 25만 명에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홍보 웹진

“웹진 수신자”
: IoT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약 25만 명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보유 DB)

(2019년도 협찬사)

협회 회원사, 주요 기관,
정부 유관 기관, 관련 기업,
관련 학과 교수 및 학생 등

•
•
•

2. Sponsorship Program 안내

나. 자료
발표 자료집 내 협찬사 로고 삽입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다운받아야 하는 컨퍼런스 발표 자료집 내에 A4사이즈 1page로
협찬사의 전면내지 또는 후면 광고가 게재되며, 표지에는 협찬사의 로고가 삽입됩니다.

[2016년] 전면내지 광고

[2019년] 컨퍼런스 후면 광고

[2016년] 표지 협찬사 로고 삽입

2. Sponsorship Program 안내

다. 컨퍼런스
발표 화면 내 협찬사 로고 삽입 + 협찬사 관련 Quiz + 무료 등록권 5장 제공

컨퍼런스 발표 화면 하단에 협찬사 로고 삽입과 협찬사 관련 Quiz 진행을 통해 협찬사에 대한
컨퍼런스 참가자들의 관심 유도 + 컨퍼런스 무료 등록권 5장(50만 원 상당) 제공

협찬사 로고 발표 화면 하단 삽입

협찬사 관련 Quiz

컨퍼런스 무료 등록권 5장 제공

Q.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가

[2020 AIoT 컨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개최하는 AIoT 행사 이름은?
1. IoT Week Korea

기업•정부의 대응전략

2. AIoT Week Korea

및 AIoT융합 적용사례

3. K-AIoT Week

협찬사 퀴즈 예시
협찬사 로고 삽입 예시

구분

사전등록비

회원사

100,000원

비회원사

150,000원
제공 내역

-

컨퍼런스 발표 자료(PDF)
발표 동영상 다시보기 제공
컨퍼런스 참석 확인증
출석체크 완료자(사전등록자) 모바일 쿠폰 지급

3. Sponsorship Program 신청방법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컨퍼런스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양식 작성 → 이메일 발송

“2020 AIoT 컨퍼런스 Sponsorship 신청서” 양식에 표기하여 담당자에 송부

신청서 양식

신청 방법
① www.aiotkorea.or.kr 접속
② 정보광장>공지사항 “Sponsorship 신청서” 다운로드
③ “Sponsorship 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에 이메일 발송

담당자 컨택포인트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전하원 과장

☎ 전 화 : 070-4892-4708
@ 이메일 : jhw@kiot.or.kr
☞ 팩 스 : 02-3454-1902

참고. 2014년 ~ 2019년 협찬사

협찬사 리스트
: 2014년 ~ 2019년 협찬사 리스트

2014년 (제1회)

Platinum :

2015년 (제2회)

Platinum :

2016년 (제3회)

Platinum :

2017년 (제4회)

Platinum :

2018년 (제5회)

Platinum :

2019년 (제6회)

Platinum :

* Platinum : 3천 만원 / Gold : 2천 만원 / 컨퍼런스 : 3백 만원 상당의 Sponsorship Program 진행

Gold :

컨퍼런스 :

산업진흥부 사업협력팀
jhw@kio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