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 © Openbooth Co., Ltd. All Rights Reserved.

주식회사 오픈부스 

회사소개서

행사의 재정의. 만남은 쉽게, 소통은 편리하게



오픈부스 회사소개서 비전과 미션 2

첫번째, 누구나 쉽게 개최하는 행사

두번째, 편리한 만남과 소통

세번째,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노하우

행사의 재정의.  

만남은 쉽게,  

소통은 편리하게
하나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선 기획, 공간 대여, 인력, 운영, 고객 초

청 등 고도의 기획과 수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픈부스는 

행사의 본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준비 과정을 최소화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만남과 소통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세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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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Networking

긍정적인 네트워킹
우리는 긍정적으로 소통함으로서 

발전된 결과를 얻습니다

오픈부스의 변함없는 가치

Respect Diversity

다양성 존중
누구나 나만의 주제로 

온라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Growth & Development

성장과 발전
긍정적인 소통은 개인의 성장부터 

조직과 산업의 발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오픈부스 회사소개서 성장 과정 4

10월 오픈부스 설립

4월 제1회 온라인 박람회 ”BIRTH BOOTH” 개최

5월 제2회 온라인 박람회 ”We lead the future” 개최

12월 제3회 온라인 박람회 ”We lead the future” 개최

2018-19

2020

2021

2022

7월 ㈜오픈부스 전환

9월 글로벌 행사 “v-ETHOS” 개최

10월 누적 행사 10건 개최 · 누적 참가기업 100개사 돌파

12월 한국 관광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데모데이 우수상

1월 벤처기업 인증

3월 Seoul MICE Alliance 회원사 선정

10월 오픈부스 플랫폼 1.0 출시

11월 누적 행사 30건 개최

12월 누적 참가기업 800개사 돌파

4월 누적 행사 40건 개최

5월 누적 관람객 8,000명 돌파 · 누적 사용자 4만 돌파

7월 신한 스퀘어브릿지 서울 선정

오픈부스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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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행사 참여자 모두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누구나 부담없이 행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한 플랫폼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람객은 원하는 장소에서 행사를 참여하고,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누적 사용자(참가자) 수

4.7만명+

누적 부스 수

868개

누적 네트워킹 수

6000건+

누적 라이브 세션 수

1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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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페이지부터 전시, 웨비나, 쇼케이스 등 

행사에 적합한 구성과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능 1/3

커스텀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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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정보에 맞게 관람등록 질문을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며, 관람객의 행사 입장 권한 부여기능으로  

Public / Private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람등록
대표 기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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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및 부스 별 조회수, 평균 체류시간,  

유입경로, Contact 발생수, 화상미팅 로그데이터 등  

행사 분석 통계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행사 데이터
대표 기능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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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만나는 강연 

Youtube, Vimeo의 라이브 스트리밍, 채팅 설문조사 등의 기능을 연동하여 안정적인  

웨비나 환경을 제공합니다.

웨비나
네트워킹 기능 1/3



오픈부스 회사소개서 네트워킹 기능 소개 10

다수의 관람객과 함께하는 오픈형 소통 공간 

부스에 방문한 관람객과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스에 관심있는 관람객과 직접 소통해보세요.

쇼케이스
네트워킹 기능 2/3



오픈부스 회사소개서 네트워킹 기능 소개 11

심도 깊은 대화를 위한 프리이빗형 소통 공간 

관람객과 부스 담당자 간 사전 협의를 통한 1:1 화상미팅입니다.  

1:1 화상미팅으로 보다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1:1 화상미팅
네트워킹 기능 3/3



오픈부스 회사소개서 포트폴리오 12

오픈부스와 함께


시작하세요

국내 외 다양한 기관, 단체, 기업의 공식 행사를  

오픈부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벤트 산업의 활성화

이벤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를 통해 주최자, 참가기업, 관람객 모두가 성장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지속적인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만듭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통해 참여자 모두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만듭니다.

안정적인 플랫폼

행사의 참가 인원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입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위해 안정적인 서버와 

유지 관리로 가장 안정적인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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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부스가 생각하는 미래



회사명 주식회사 오픈부스

대표이사 허민제

주요 서비스 오픈부스

주요 사업 이벤트 플랫폼

설립일 2020년 7월 16일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21, 8층 A06호

홈페이지 www.openbooth.space

전화번호 070-4100-1022

이메일 hello@openbooth.space

행사의 재정의. 

만남은 쉽게, 소통은 편리하게

https://www.openbooth.space
mailto:hello@openbooth.spa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