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데이터주간 후원 패키지 안내
2022년 국제데이터주간 행사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
행사 후원 기관은 전세계 데이터 커뮤니티의 관심과 인정을 받으실 것입니다.

2022년 국제데이터주간(IDW 2022) 조직위원회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 및 협력 기회를
드립니다.
국제과학위원회(ISC: International Science Council)의 데이터 위원회(CODATA: Committee on Data)와
세계데이터시스템(WDS: World Data System), 그리고 국제연구데이터연맹(RDA: Research Data
Alliance)은 2022년 국제데이터주간을 2022년 6월 20일부터 23일에 걸쳐(2021년 11월 8-11일에서 연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행사의 주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이터”(Data to improve our
World)로 결정되었습니다.
IDW 2022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성균관대학교(SKKU),
국립중앙도서관(NLK),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이 공동 개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특별시, 국회도서관이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이터”(Data to improve our World)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 국제 행사에는
전세계에서 수 백명 이상의 데이터 전문가, 연구자, 산업계 리더, 기업가와 정책입안자가 참가합니다.
참가자들은 데이터 중심의 발견과 혁신을 통한 과학, 사회 발전을 위한 데이터 혁명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사회적, 기술적 장벽을 넘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탐색할 것입니다. IDW 2022는 RDA의 제19차
총회와 SciDataCon 2022 행사와 함께 진행됨으로써 지역 간, 분야 간, 전문가 사이의 협력과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RDA는 데이터 공유와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인프라의 개발과 지원을 지향하는
국제 연맹으로써 매년 2회 RDA 총회를 개최합니다. SciDataCon은 CODATA와 WDS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연구 및 학술 분야의 데이터에 대한 대표적인 학술대회입니다.
IDW 2022를 위한 후원은 데이터 분야의 다양한 청중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제적인 데이터 커뮤니티를
후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지원해주시는 후원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행사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후원 패키지는 아래와 같은 여러 단계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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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 미화 24,000불 이상 ♦♦♦
가장 높은 단계의 후원으로 아래 단계에 제시된 모든 혜택과 더불어 다이아몬드 패키지 전용의 특별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와 상의해 주십시오!

플래티넘 - 미화 24,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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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 미화 18,000불

행사장 및 온라인 상에서 후원 사인의 지속적인
게시
리셉션 또는 총회 행사 중에서 별도의 언급
행사 리셉션에서 인사말 기회 부여
행사 참여자 배지에 기관 로고 부착
4명의 등록비 면제
Internationaldataweek.org 웹사이트에 게재
행사 관련 SNS에서 10회의 별도 언급
행사 참여자(온라인 포함) 패키지에 기관 브랜드
부착 아이템 포함 기회
사전 행사에서의 홍보
지정 구역에서 기관 홍보 자료 전시 기회
포스터 세션 중 홍보 포스터 구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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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및 온라인 상에서 후원 사인의 지속적인
게시
리셉션 중 별도의 언급
행사 참여자 배지에 기관 로고 부착
2명의 등록비 면제
Internationaldataweek.org 웹사이트에 게재
행사 관련 SNS에서 5회의 별도 언급
행사 참여자(온라인 포함) 패키지에 기관
브랜드 부착 아이템 포함 기회
사전 행사에서의 홍보
지정 구역에서 기관 홍보 자료 전시 기회
포스터 세션 중 홍보 포스터 구역 제공

브론즈 - 미화 6,000불

1명의 등록비 면제
리셉션 중 별도의 언급
Internationaldataweek.org 웹사이트에 게재
행사 관련 SNS에서 2회의 별도 언급
행사 참여자(온라인 포함) 패키지에 기관 브랜드
부착 아이템 포함 기회
사전 행사에서의 홍보
포스터 세션 중 홍보 포스터 구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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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셉션 중 별도의 언급
Internationaldataweek.org 웹사이트에 게재
사전 행사에서의 홍보
지정 구역에서 기관 홍보 자료 전시 기회
포스터 세션 중 홍보 포스터 구역 제공

맞춤 패키지

행사 리셉션, 축하연, 시상식 후원, 여행 비용 지원, 기조연사 사례비 등의 후원도 별도 협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에게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IDW 2022는 온라인에 특화된 통합 플랫폼을 활용해서 가상으로도 운영, 개최될 것입니다. 따라서 후원기관은
행사 시작 몇 개월 전부터 기관 홍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행사가 전면적으로 온라인 상에게 개최되는
경우 후원기관에게는 동일한 수준에서의 온라인 기회와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만약 귀 기관이 IDW 2022 후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목적에 부합하는 패키지를 선택하시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소는 info@internationaldataweek.org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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