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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용역 개요

제1절 용역수행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 산업 전반은 지능정보기술과 융

합해 진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디지털 혁신을 통한 

IoT,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로봇 등의 융합기술은 의료, 보건, 교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사회 전반의 고도화를 실현하고 경영 및 사

업전략, 정책적 측면의 새로운 문제를 지능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함.

◯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과 ‘고부가가

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

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음.

◯ 세계 MICE산업에서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행사 개최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회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단계, 사후관리 단계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이 다양한 목적/기능으로 도입되면서 참가자의 만족도와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회의 주최자와 기획자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 

등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도구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국내의 경우 국내 주최자 및 기획자의 미팅테크놀로지(meeting

technology) 인식 수준 및 활용도가 낮은 편이고, 실제 활용 사례도 불충분

함. 현재 대부분의 국내 MICE 행사에서 활용되는 미팅테크놀로지는 예약 

및 정보제공 시스템, 참가자 등록 시스템과 같이 기초 기술에 한정되어 IT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세계적인 MICE 개최환경 변화에 대해서

는 전략적 대응이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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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테크놀로지는 주최자와 기획자의 업무 정확성을 높이고 간소화함으로써 

스마트워크(Smart Work)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함. 즉,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

일 수 있는 방식으로 행사 개최업무를 지원하고, 참가자 역시 미팅테크놀로

지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미팅테크놀로지의 

전략적 활용은 행사 차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잡음.

◯ 이에 본 용역은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행사 주최 및 운영기관이 미팅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행사

의 효과 및 효율화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방식으로 ‘MICE 행사 

주최 및 운영기관을 위한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를 제작하였음.

- 첫째, 국내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동향을 파악하고 활용의 중요성을 정리

하였음. 또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하여 이에 대

한 주최기관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둘째, 국내외 컨퍼런스 및 전시회 등 MICE 행사의 구체적인 사례별로 활

용된 기술의 주요 기능, 구현사례 등을 조사함. 또한 이를 활용하였을 때 

기대효과를 제시하여 행사 주최 및 운영자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MICE 행사 기획과 운영의 업무단계별 활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팅테크놀로지를 소개하고 활용방법을 설명하

는 가이드를 작성하였음.

- 아울러, 미팅테크놀로지의 유형별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술업

체를 분류하고 업체별 기본정보와 사업내용을 정리하여, 주최 및 운영기

관이 실제로 미팅테크놀로지를 MICE 행사에 도입하여 활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디렉토리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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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용역수행범위

1. 용역수행기간

◯ 용역수행기간 : 2018년 4월 1일 ~ 2018년 7월 31일 (4개월)

2. 과업 범위

◯ 국내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동향 조사

◯ 국내외 미팅테크놀로지 적용 행사 사례조사

◯ 행사 개최 단계에 따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가이드북 제작

◯ 미팅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관련 업체 디렉토리 제작

3. 주요 용역 내용

◯ MICE산업에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주최기관을 

위해 중요성 제언

- MICE산업에서 미팅테크놀로지의 등장과 특징 분석

- 국내외 미팅테크놀로지의 활용 현황 설문조사

-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 MICE산업에서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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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행사 사례 조사

- 국내외 행사에서 미팅테크놀로지 구현 사례

- 국내외 행사에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

◯ 가이드북 · 디렉토리 발간

- 행사 개최단계에 따른 미팅테크놀로지 소개

- 미팅테크놀로지 실무적 활용방안 제시

-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관련 업체 정보 제공



      ↓

      ↓

      ↓

[표 1-1]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 용역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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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용역수행절차

◯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 발간 용역은 <1단계-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분

석 및 이해>, <2단계-미팅테크놀로지 활용 국내외 사례분석>, <3단계-결과

물 도출>의 과정으로 진행하였음.

  

    

연구의 목적 및 범위선정

연구 필요성 및 산업 배경조사

Ÿ MICE산업에서 미팅테크놀로지 특징 및 최신 동향 분석

Ÿ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의 중요성과 MICE산업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Ÿ 국내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정성적·정량적 설문조사

1단계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분석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북 · 디렉토리 발간
3단계

결과물 도출

2단계

미팅테크놀로지 

국내외 활용 

사례분석

해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사례 분석

해외 MICE 행사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동향 분석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사례 분석

국내 MICE 행사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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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제1절 미팅테크놀로지의 등장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 전기 통신, 방송, 컴퓨팅, 통신망과 같이 사회 기반을 형성하는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IT)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로 확장되었음.

- ICT는 정보 기기를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정보를 

수집·생산·가공·보존·전달·활용하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

이터와 같은 융합기술 및 서비스가 대표적임.

◯ 4차 산업혁명은 ICT가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어 모든 제품과 서비

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면서 지능화되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3

차 산업혁명(정보혁명)에서 한 단계 진화한 것을 일컬음.

- 초연결(hyperconnective)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 특징을 갖는 4차 산

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큰 영향력을 끼침. 이에,

전 세계적으로 ICT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산업구조와 비즈니스 운영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

[그림 2-1] 4차 산업혁명 발달과정
                                          ※자료원: 다보스포럼. 2016. 4차 산업혁명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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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산업 생태계 변화와 스마트관광의 등장

◯ 3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eTourism의 등장과 함께 관광객이 숙박, 항공

권, 관광지 등과 같은 관광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호텔, 항공, 렌트카와 같

은 서비스를 예약하는 고객예약시스템 CRS(Computer Reservation System)

이 관광산업에서 활용되기 시작함.

- 관광분야에서는 사용자 위치와 기호에 따라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는 서비

스를 한국관광공사, 지방정부, 지역관광공사, 호텔, 여행, 항공업계가 스마

트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서비스 등과 같은 채널을 통해 활발히 제공해

왔음.

◯ 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ICT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서비스로 

‘스마트관광’이 등장함. 스마트관광은 ICT를 관광분야에 적용하여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광산업 전반을 통합하여 지능화하는 것을 의

미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관광정책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심이 되는 관광산업 환경 변화 요인으로 ‘공유

경제와 스마트관광의 등장’, ‘관광산업 생태계의 플랫폼 비즈니스 개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언급함.

키워드 특징 세부 설명

공유경제 

스마트 

관광

공유경제 모델 및 

스마트 관광의 등장

Ÿ 공유경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Ÿ 관광객 요구 다양화, 관광산업의 구조 변화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 

개편

Ÿ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의 영향력 증대

Ÿ 생산의 4요소로 인식

빅데이터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 확대

Ÿ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Ÿ 데이터 분석결과와 관광서비스 연계 수단 

모색

※자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4차 산업혁명과 문화·관광 산업 정책방향

[표 2-1] 관광산업 생태계의 변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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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CE산업에서 미팅테크놀로지의 등장

◯ 미팅테크놀로지 등장의 대표적 사례로 1980년대 초기 미국 애리조나대학

교(University of Arizona)에서 컨퍼런스, 그룹미팅, 강연 진행을 돕기 위해  

최초로 개발한 전자미팅시스템(Electronic Meeting System, EMS), 전자미

팅테크놀로지(Electronic Meeting Technology, EMT)인 이미팅(E-Meeting)

이 있음.

- 전자미팅시스템은 행사 운영과정에서 주최자의 기획과 운영, 데이터 관리,

정보수집과 분석 등을 도와주는 컴퓨터화된 시스템(Computer Supported

Meeting Environment)으로, 행사 주최자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목적으

로 개발됨. 주요 기능은 토론과 피드백 제공, 투표, 데이터 저장 및 공유 

등임.

◯ MICE산업의 테크놀로지는 제1~4의 물결로 변화하는 동안 온라인 행사 등

록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참가자 참여도 증진 → 가상현실(VR), 증

강현실(AR),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함.

[그림 2-2] MICE산업에서 테크놀로지 트렌드 변화

※자료원: Eventmanagerblog. 2018. Event Technology: 133 Trends, Ideas and Tools Th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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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테크놀로지라는 용어는 201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

였으며,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온라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소셜네트워

킹 서비스, 인터넷 사용자의 증대와 연관성이 있음.

- 전자미팅시스템과 달리 미팅테크놀로지는 ‘실시간 소통’, ‘데이터 수집’,

‘온라인 기반 정보제공’과 같은 기능을 가지며, 사용자 또한 행사 주최자

에서 참가자, 바이어, 시설 운영자로 범위가 확대됨.

-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증가는 행사 기획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참

가자 데이터 수집 효율성 증진, 온라인 기반의 회의 콘텐츠 제공, 주최자

와 참가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편의성 도모 등의 방식으로 MICE산업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임.

4. 스마트시티와 MICE의 결합

◯ 스마트시티란 국가의 경제수준과 도시정책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ICT를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추구

하는 도시를 말함.

- 스마트시티의 조성 목적은 에너지 효율화, 도시 경쟁력 향상, 혁신기술 개

발, 데이터 개방, 도시 관리 효율화, 시민참여를 통한 혁신 등으로 다양하

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ICT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자원대비 투자효과를 극

대화하는 방식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음.

기존 도시 스마트시티

Ÿ 도시기반시설의 확대

Ÿ 교통체증 발생 → 도로 확대

Ÿ 범죄발생 증가 → 경찰력 확대

Ÿ 전기소비 급증 → 발전소 확대

Ÿ 스마트서비스 제공

Ÿ 교통체증 발생 → 우회도로 정보제공

Ÿ 범죄발생 증가 → 실시간 CCTV 모니터링

Ÿ 전기소비 급증 → 실시간 전기요금정보 제공

※자료원: 국토연구원. 2018. 스마트도시 해외동향 및 시사점

[표 2-2] 기존 도시와 스마트시티의 문제해결방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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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의 모델은 각 국가의 도시문제에 따라 다양하며, 크게 유럽과 

아시아 모델로 구분됨.

- 유럽은 기후변화와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도입 촉진 정책

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자본을 투입하는 형

태로 진행함.

◯ 해외 주요 MICE 도시들은 스마트시티의 기반이 되는 ICT 기술을 활용하

여 첨단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행사 참가자와 관광객에게 빠

르고 정확한 행사·관광정보와 색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자 함.

- MICE산업과 스마트시티의 장기적 통합 발전을 추구한 대표 사례로는 싱가

포르 스마트 MICE시티, 태국 스마트 MICE 4.0,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있음.

1) 2020 스마트 MICE시티: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이 

2016발표한 전 세계 국제회의 개최도시 순위에서 대한민국, 벨기에 다음으

로 3위를 차지함.

◯ 아시아 MICE산업의 선두주자인 싱가포르는 MICE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스마트 MICE시티 구축을 위한 ‘MICE 2020 로드맵(MICE 2020 Roadmap)’

전략을 발표하였음.

- ‘MICE 2020 Roadmap’은 커넥티드시티(connected city), 싱가포르 MICE

경험, MICEHQ.SG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기반의 MICE 활

성화 전략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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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략 주요 내용

커넥티드시티

Ÿ 공항에서부터 MICE 행사 개최지까지 도시 전체가 WiFi로 연결

Ÿ 행사 참가자는 WiFi를 통해 행사 정보수집과 다양한 업무처리가 가능

Ÿ WiFi를 통해 수집된 참가자와 관광객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가능

싱가포르 

MICE 경험

Ÿ MICE 참가자에게 비즈니스와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프로그램 제공

Ÿ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 하트웨어(heartware) 단계로 MICE 참가자

에게 싱가포르 MICE 관광 상품 포지셔닝

Ÿ 행사 참가자에게 싱가포르 도시에 대한 차별화된 경험 선사

MICEHQ.SG

Ÿ 행사 개최 지원 인프라, MICE 주최사의 전문지식,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을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축

Ÿ 싱가포르 협회를 통한 MICE산업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자료원: 싱가포르관광청. 2010. MICE 2020 Roadmap

[표 2-3] 스마트시티 기반의 싱가포르 MICE 2020 로드맵

2) 스마트 MICE 4.0: 태국

◯ 태국은 지난 2014년에 디지털 기술, 에너지, 교통 인프라를 통합하여 지역

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인 

‘태국 4.0 마스터플랜(Thailand 4.0 Masterplan)’을 발표함. 태국 정부는 민

관합작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enrship, PPP) 추진, 해외자본 투자 유

치,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 조성, 도시 특징에 따른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

을 추진하고자 함.

◯ 스마트 MICE 4.0에서는 스마트 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지식 중심의 경제

개발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6단계의 개발 전략을 세움.

- 구체적으로는 <1단계-디지털 통합을 통한 인프라 개선>, <2단계-비즈니스

와 경제 중심의 디지털 기술 도입>, <3단계-사회적 가치 향상>, <4단계-디

지털 플랫폼 기반 정부 서비스 제공>, <5단계-디지털 경제 이행을 위한 노

동력 개발>, <6단계-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구분함.

◯ 스마트 도시와 관광산업 개발 정책의 일환인 태국 스마트 MICE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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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창의성,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이며, 예술적, 혁명

적, 변혁적인 MICE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데에 있음.

3) 스마트 MICE 조성사업: 인천 송도국제도시

◯ 인천광역시는 2018년 7월, 국내 최초로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었으

며,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14개의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하면서 MICE산업 

을 지역 특화 사업의 핵심으로 꼽음.

- 송도국제도시의 목표는 인천지역 특화 MICE 유치·개발, 스마트 MICE 주

도권 확보 및 발전, 남북경협의 플랫폼 마련 등임.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선정한 2014년 7월 지역발전 특화 프로젝트인 ‘스마

트 MICE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과 MICE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송도 

국제도시를 스마트 MICE 혁신도시로 탈바꿈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스마트 MICE 조성사업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컨벤시아를 중

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역 MICE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그림 2-3] 태국 스마트 MICE 전략
※자료원: 태국컨벤션뷰로. 2012. Thailand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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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4단계로 구성된 스마트 MICE산업의 1·2단계 사업은 인프라 구축 및 플랫

폼 정착에 초점을 두었음. 현재 3단계 사업을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마지

막 단계인 4단계 사업은 2019년에 종료될 예정임.

사업단계 주요 내용

1단계

(2014-2015)

Ÿ 다양한 기기에 호환되는 반응형 통합 웹사이트 구축

Ÿ 확장성을 고려한 전자 정부 프레임 워크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축

Ÿ 송도컨벤시아 행사 및 관광 정보 제공을 위한 VR 체험관 설치

2단계

(2015-2016)

Ÿ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 전시·컨벤션 행사 온라인 접

수와 행사정보 및 온라인 초대권 등 입장 서비스 지원

Ÿ 바이어와 기업 협업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시스템 구축

Ÿ 버스 쉘터 및 전광판을 통한 행사 홍보 u-City 플랫폼 연계

Ÿ MICE 및 관광 사진, 영상, VR 콘텐츠 등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Ÿ 송도컨벤시아 스마트 회의실 구축을 위한 멀티비젼 및 전자교탁 설치

Ÿ 송도컨벤시아 방문객 대상 가상현실 콘텐츠와 인천관광 포토존 설치

3단계

(현재 진행 중)

Ÿ 자율주행 로봇 및 실외 디스플레이 도입

Ÿ 송도컨벤시아 무선 와이파이 시스템 구축

Ÿ 가맹점 멤버십 할인, 적립. 쿠폰 제공하는 마이스패스 서비스 구축

Ÿ 호텔, 쇼핑, 통역서비스와 주최자, PCO, PEO 등의 전용 시스템 구축

Ÿ 외부 참가자 회의 등 컨벤션 행사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

※자료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7. 보도자료

[표 2-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 MICE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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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팅테크놀로지의 개념과 동향

1. 미팅테크놀로지의 개념

1) 용어의 사용 배경 및 현황

◯ 미팅테크놀로지는 이벤트 테크놀로지와 혼용되는 용어로, 국내에서는 유비

쿼터스(Ubiquitous) 기술1), 스마트 마이스(Smart MICE)2)라는 용어로 사용

되기도 함.

◯ 미국 이벤트산업위원회(Events Industry Council, EIC)가 정의한 MICE산업

계 용어사전에서는 이벤트 테크놀로지를 미팅이나 이벤트와 같은 행사를 

지원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오디오 등과 같은 기술도구라고 

정의하고 있음.

- 미팅테크놀로지의 개념은 누구나 동의하는 수준으로 구체화 되지는 않았

으며, 주로 MICE산업 내에서 트렌드와 전망을 분석하는 논의에서 언급되

고 있음.

- 미팅테크놀로지는 대학교 강연, 컨퍼런스, 포럼에서 화상회의, 음향, 영상 

등을 활용하는 수준에서, 신기술 발전에 따라 행사 개최 전, 중, 후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 의미가 확장됨.

- 업계에서는 미팅테크놀로지와 이벤트 테크놀로지 모두 MICE 행사 전반에  

사용되는 기술서비스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MICE산업을 지칭하는 

용어가 미팅, 이벤트, 컨벤션, 회의 등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두 용어를 혼

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1) 유비쿼터스 기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컴퓨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 세계와 가상 세

계를 결합시킨 기술을 말함. 

2) 스마트 마이스(Smart MICE): MICE산업과 관련해 참가자와 주최자, 참여업체 등이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전시·컨벤션 행사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7년 9월 스마

트 마이스 조성 2차 사업계획을 발표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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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를 통해 도서, 저널, 발표 자료 등 학술자료에 

1997-2017년 사이 등장한 관련 용어의 키워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벤

트 테크놀로지(Event-technology)’, ‘스마트 마이스(Smart MICE)’ 보다 “미

팅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팅테크놀로지와 이벤트 테크놀로지 두 용어는 모두 꾸준히 사용되어 왔

지만, 2009년 신기술 도입 등과 맞물려 “미팅테크놀로지“ 용어 활용이 급

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그림 2-4] 구글스칼라의 미팅테크놀로지 용어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2) 용어의 정의

◯ 본 연구에서는 미팅테크놀로지를 주최자와 기획자의 효율적 행사운영과 

참가업체 및 참가자의 참가 목적 달성을 위해 행사 진행 전반에서 활용되

는 기술로 정의함.

- 미팅테크놀로지는 MICE 대표 용어인 미팅(Meeting)에 테크놀로지

(Technology)라는 단어가 결합된 개념으로 MICE 행사 개최 전-중-후에 사

용하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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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미팅테크놀로지는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활동을 수행하거나 협의

하기 위해 한 장소에 모이는 미팅(Meeting)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센티브

투어(Int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 MICE산

업 전반에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하며, 이용 목적에 따라 제공하는 기술·서

비스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넓음.

3) 용어의 포괄범위

◯ 행사 운영에 활용 가능한 미팅테크놀로지의 범위는 컴퓨터 기반의 정보 

제공, 처리, 이용을 돕는 시스템인 정보기술(IT)과 통신과 정보처리를 포함

하여 변환, 저장 등이 추가된 형태의 정보통신기술(ICT) 등 크게 두 가지

로 구분함.

- 정보기술(IT)에 해당하는 대표적 미팅테크놀로지는 방송, 영상 및 음향, 동

시통역, 행사운영시스템, 데이터 처리 및 보안,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3D 공간 데이터,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 등이 대표적임.

- 정보통신기술(ICT)은 정보기술(IT)과 통신(Telecommunication) 기술이 융

합되어 초연결과 초지능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미팅테크놀로지에 활용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은 컨시어지 서비스, 로봇 안내원, 비콘, 빅데이터 분

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홀로그램, 가상현실, 증강현실, 실시간 네트워

킹, 음성인식, QR코드, 위치인식, NFC 결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과 같

이 다채로움.

4) 미팅테크놀로지의 특장점

◯ 미팅테크놀로지는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주최자 및 기획자가 행사의 효과

성과 및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함.

◯ 미팅테크놀로지의 5대 특장점을 정리하면, 네트워킹 활성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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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ing Platform), 다목적 활용(Multi Purposes), 뛰어난 접근성

(Accessibility), 데이터 보안(Security), 업무시간 단축(Time Saver)과 같으며 

세부 내용은 [표 2—5]와 같음.

네트워킹 활성화

(Networking 

Platform)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

사 운영을 위한 주최자의 업무 소통, 참가자의 네트워킹을 위한 행

사장에서의 소통, 참가업체와 바이어의 수출상담회를 위한 비즈니

스 매치메이킹을 도움

다목적 활용

(Multi Purpose)

미팅테크놀로지는 ICT를 기반으로 행사 정보제공, 숙박시설 예약, 

VR 콘텐츠 감상, 실시간 투표 및 스트리밍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

으로 활용 가능함

뛰어난 접근성

(Accessibility)

행사 개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행사 진행상황

을 방송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행사 참가자의 범위를 넓힘

데이터 보안

(Security)

온라인상으로 행사 참가자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손쉽게 관리

가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유출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

문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함

업무시간 단축

(Time Saver)

매뉴얼적인 업무를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시간과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음

[표 2-5] 미팅테크놀로지 특장점 및 세부 내용

[그림 2-5] 미팅테크놀로지의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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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뿐 아니라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함.

- 1998년 메리 먼터(Mary Munter)의 ‘미팅테크놀로지: 로테크에서 하이테크

까지(Meeting Technology: From Low-Tech to High-Tech)’ 보고서에 따르

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테크노스트레스3)를 유발하

기 때문에 행사 운영에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주장함.

-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한 실시간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의 확대는 

오히려 행사 주최자와 참가자간의 물리적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기술 도입 비용, 기술적 결함, 참가자 이용방법 숙지, 수집된 데

이터 신뢰도, 정보보안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행사 운영에 오히

려 지장을 주어 미팅테크놀로지 도입으로 인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주최자나 기획자가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벤트나 각종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니즈를 명

확하게 파악하고, 기획하고자 하는 행사의 개최 목적 달성에 적합한 테크놀

로지를 선정하는 데에 있음.

2. 미팅테크놀로지 동향

◯ MICE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미팅테크놀로지 최신 동향은 MICE산업 동향 조

사기관 과 MICE 분야 미디어인 엑스포로직(EXPO LOGIC, 2018), 코빈볼

(Corbinball, 2018), 인포테이너스(Infotainers, 2018), 콘그레스(Congrex, 2017),

케스톤(Kestone, 2018)와 미팅-컨벤션즈(Meetings-Conventions, 2018)매거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목받는 주요 테크놀로지를 소개하고, 국내 MICE 행

사 운영에 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하였음.

3)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 첨단기술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인가의 정신적 스트레

스를 말한다. 컴퓨터 단말기나 OA(Office Automation)기기를 장시간 조작하는 사람에게 흔히 찾

아오는 증상으로 컴퓨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데 따르는 심리적 중압감을 컴퓨터를 잘 다

루는 사람들은 과다한 정보량과 이를 소화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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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참가자 정보의 데이터화를 통한 현장 컨트롤

◯ RFID4) 등록 시스템

- RFID는 행사 참가자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기 때문에 배지에 RFID 기능

을 부착하여 등록, 입장, 결제 등과 같은 자동화 서비스가 가능함.

- RFID 기술은 MICE 행사 참가자의 인적사항을 데이터화하기 때문에 실시

간으로 위치분석이 가능해 손쉽게 행사장 현장을 컨트롤 할 수 있음.

◯ 얼굴인식기술의 도입

- 사용자의 신분을 파악하는 기술은 PIN번호 → 지문 → 얼굴인식과 같은 

방식으로 진화했음.

- MICE산업에서도 참가자의 행사장 입장을 위해 출입증을 스캔하고 줄서는 

대신 얼굴을 인식해 등록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행사 정보제공과 네트워킹

◯ 어플리케이션의 역할 확대 

- 어플리케이션은 단순히 행사 참가자에게 실제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행사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실제로, 게이미피케이션5),

메시지 전송과 알람 서비스, 소셜미디어 기능이 추가되어 행사 참여 전-중

-후에 정보수집, 네트워킹, 데이터 분석이 가능함.

-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챗봇6)은 행사 참가를 위한 질문사항에 자

동으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행사 참가자는 신속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음. 반대로 주최자는 참가자의 고객서비스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음.

4)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인식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 라벨, 

카드 등의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임. 

5)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게임이 아닌 분야에 대한 지식 전달, 행동 및 관심 유도 혹은 마케

팅 등에 게임의 매커니즘을 말함. 

6) 챗봇(chatbot): 메신저에서 일상 언어로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채팅로봇 프로그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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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라이브스트리밍 서비스

- 온라인으로 컨퍼런스를 운영하는 라이브스트리밍, 웨비나(webinar)7) 테크

놀로지는 행사 참가자의 참가 범위를 넓힘. 주최자는 물리적 거리에 구애

받지 않고 행사 운영이 가능함.

- 가상으로 진행되는 미팅은 온라인상에서 모든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현장에 배치되는 브로슈어나 팜플렛 등의 제작 비용절감 및 재고 처리 

업무를 줄여 친환경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음.

◯ 소셜미디어를 통한 네트워킹

-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모바일 컴퓨팅을 자유자재로 활용하

는 C-제너레이션(connected-generation)이 등장하였음.

- 스마트폰 사용의 대중화로 소셜미디어 사용자 또한 증가함에 따라 소셜미

디어는 마케팅을 위해 가장 영향력있는 도구로 성장함.

-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소셜미디어는 행사장 밖에서나 안에서

나 항상 로그인 되어있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참가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고객관계관리 도구로 활용됨.

3)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의 다변화

◯ VR·AR 마케팅 콘텐츠의 등장

- 영상콘텐츠가 진화한 형태인 VR과 AR은 행사 참가자의 관심을 끌기위해 

관광지, 행사 개최지, 부스에서 참가기업의 제품 마케팅 콘텐츠로 활용됨.

◯ 마케팅 콘텐츠 제작 자동화

- 소셜미디어는 대표적인 온라인 구전 마케팅 도구임. 행사 주최자는 행사 

참가자가 입력한 개인정보의 특징에 따라서 소셜미디어 페이지 자동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마케팅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음.

7) 웨비나(webinar):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서 인터넷상에서 열리는 회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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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성과 분석 프로그램

- 마케팅 성과 자동 분석 프로그램은 행사 주최자가 마케팅 콘텐츠의 도달

률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관점에서 

활용이 필요함.

4) 참가자의 개인화된 행사 정보제공과 데이터 분석

◯ 데이터 기반의 행사 참가자 정보 제공

- 주최자는 과거 불특정 다수에게 행사정보를 제공했던 것과 달리 참가자의 

특징에 따라서 정보제공이 가능함. RFID와 비콘8)은 행사장 위치를 기반

으로, 인공지능은 참가자 특징에 맞는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함.

- 이러한 근거리무선통신 테크놀로지는 공공 이벤트, 테마파크, 전시회, 컨

퍼런스 등에서 팔찌, 목걸이 펜던트 등 웨어러블 형태로 제공되어 사용자

의 신용카드 정보와 연동되어 입장료 지불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음.

◯ 참가자와 참가업체 데이터 분석

- 주최자는 행사 참가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행

사성과, 경제효과, 만족도, 재참가율을 분석할 수 있음.

- 현장 데이터 수집은 주최자가 참가자의 방문 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

는 매우 중요한 자료 조사 업무임.

- 주최자가 참가자 패턴과 관련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수록 행사장 배

치와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이를 다음 행사에 

반영해 양질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

◯ 개인정보보안의 문제

- 주최자는 수집된 참가업체 연락 정보, 재무 관련 정보, 참가자 연락 정보,

8) 비콘(beacon): 블루투스(Bluetooth)를 사용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으로 일정 범위에 있는 사용

자의 위치를 찾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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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기록 등은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강화된 데이

터 보안 정책이 필요함.

5) 행사 진행과정 전체에서 사용되는 행사통합관리시스템

◯ 온라인 베뉴 예약 및 관리 시스템

-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베뉴를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베뉴 예약 시스템은 행사 주최자의 현장답사 비용을 줄여주고 베

뉴 운영기관의 온라인 마케팅 효과를 증진시킴.

◯ 매뉴얼화된 업무의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

- 수많은 참가업체, 바이어, 참가자 관리를 위해 매뉴얼화된 업무를 반복해

야했던 주최자는 자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리하는 행사통합관리 시

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함.

◯ 실시간 네트워킹과 피드백

- 행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미팅, 출장, 현장답사, 행사 실행 등으로 인

한 외부 근무가 빈번한 MICE 행사 담당자는 신속한 커뮤니케이션과 업무 

상황 공유를 통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음.

◯ 다양한 미팅테크놀로지 기능의 통합

- 행사통합관리시스템은 행사가 개최되는 전-중-후 과정 전체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온라인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제작, 행사 참가자 등록, 예산관

리, 참가자 데이터 등과 같은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

리가 가능함.

3.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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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주최자·서비스 제공자

- 행사 일정이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수정 및 보완하여 참가자에

게 공지하는 등 효율적인 현장 운영이 가능함.

-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행사 정보를 전달하고 비디오, 게이미

피케이션, 문자메시지 전송과 같은 다양한 기능과 연계 활용이 가능함.

-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참가자와 적극적 상호교류와 피드백 함으로써 행

사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행

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만족도 조사가 가능함.

- 설문조사, 어플리케이션 참가자 정보, 비콘 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방법으

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사 개최결과와 참가자 관련 데이터 분석

이 용이함.

- 행사 참가자 만족도와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결과분석을 토대로 행사 개선

을 위한 실무적 아이디어 수립이 가능함.

- 인쇄물, 제작물 등의 사용 감소로 친환경적인 행사 운영이 가능하여 행사

브랜드와 이미지 개선이 가능함.

- 매뉴얼적 업무의 처리 시간을 줄여주고 컴퓨터와 온라인 기반의 실시간 소

통을 통해 업무의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음.

2) 컨벤션시설 운영 주체·CVB

- 온라인을 통해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교통, 레

스토랑, 문화시설 등의 정보를 전 세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가상현실 혹은 증감현실과 같은 새로운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경험 마

케팅 콘텐츠로 활용해 잠재 방문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음.

- 잠재 관광객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베뉴 운영전략을 세울 수 있음.

- 시설 내 비콘 설치로 전시주최기관, 참가자, 바이어가 요청하는 정확한 데이

터를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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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가자·참가업체

- 다양한 행사, 행사장, 데스티네이션을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호 

비교하고, 편리하게 행사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음.

- 소셜미디어 혹은 실시간 네트워킹 플랫폼을 활용하여 행사 참가자, 바이어

와 실시간으로 교류하고 상호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성과를 바탕으로 행사 참가를 통한 경제효과 분석이 

가능함.

분  류 주요 활용 미팅테크놀로지 기대효과

PEO
·

PCO
·

행사 운영 
서비스 
제공자

Ÿ 행사장과 데스티네이션 선정

Ÿ 행사 등록과 체크인

Ÿ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

Ÿ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컨시어지

Ÿ 행사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Ÿ 참가자 참여와 상호 네트워킹

Ÿ 네트워킹과 매치메이킹

Ÿ 매뉴얼적인 업무 감소

Ÿ 업무 오차 범위 감소

Ÿ 신속한 수정 및 보완 가능

Ÿ 행사 기획 및 운영 예산 절감

Ÿ 실시간 상호교류와 피드백 

Ÿ 행사 결과 데이터 분석

Ÿ 효율적인 현장 운영

컨벤션시설
운영 주체

·
CVB

Ÿ 행사장과 데스티네이션 선정

Ÿ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컨시어지

Ÿ 행사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Ÿ 온라인 마케팅 용이

Ÿ 새로운 디지털 경험 제공

Ÿ 고객 데이터 분석

참가자
·

참가업체

Ÿ 행사장과 데스티네이션 선정

Ÿ 행사 등록과 체크인

Ÿ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컨시어지

Ÿ 행사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Ÿ 참가자 참여와 상호 네트워킹

Ÿ 네트워킹과 매치메이킹

Ÿ 행사 개최지 정보습득 용이

Ÿ 적극적 행사 참여와 상호 

네트워킹

Ÿ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성과 

개선

[표 2-6] MICE 행사 참여 주체에 따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기대효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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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1.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 국제컨벤션센터협회 IAC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ference Centres)

에서 전 세계 400여 명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사 기획자의 미

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2-2016년 기간 중 가장 빈번하

게 사용한 테크놀로지는 ‘컨퍼런스 어플리케이션’, ‘소셜미디어 캠페인’, ‘참

가자 참여 어플리케이션’, ‘라이브 이벤트 스트리밍 서비스’, ‘가상컨퍼런

스’, ‘참가자 비콘 및 GPS 트래킹’, ‘기타’, ‘가상현실’ 순으로 나타났음.

- 행사 기획 중 절반 이상이 상위 5개 미팅테크놀로지 항목을 사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컨퍼런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률이 약 80%로 높게 나

타남.

※자료원: IACC. 2016. Meeting Room of the Future Report

[그림 2-6] 행사 기획자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20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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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산업 전문조사 기관 IML 월드와이드(IML Worldwide)에서 2013년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이벤트산업 시장 조사(Event Industry Global

Market Research)’에서는 전 세계에 종사하는 이벤트산업 종사자9)를 대상

으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기획자가 미팅테크놀로지를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편의

성’(31%), ‘보안성’(27%), ‘심미성’(24%), ‘기능성’(17%)의 순이었고, ‘가격’

이 1%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 참가자 편의를 위해 이벤트산업 종사자가 활용하는 주요 미팅테크놀로지

기능은 ‘투표’(19%), ‘무선 마이크로폰’(16%), ‘문자메시지 전송’(13%) 등의 

순으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도구 활용이 상위권을 차지함. 그 외에는 ‘소

셜미디어’, ‘스폰서십/브랜딩’, ‘동시통역’, ‘아젠다’, ‘이동식 음향시스템’,

‘데이터 트래킹’이 있음.

- 주로 활용되는 미팅테크놀로지는 행사 참가자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

한 실시간 소통 도구가 대표적임.

9) 글로벌 이벤트산업 시장 조사에 주로 응답한 이벤트산업 종사자는 마케팅 매니저(29.5%), 행사 주

최자(16.6%), 행사 대행사(15.4)가 절반 이상으로 구성되며, 국가비율은 영국(25.5%), 호주(22%), 

유럽(19.6%)이 주를 이룸. 

[그림 2-7] 이벤트산업 종사자의 미팅테크놀로지 선정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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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L 월드와이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이벤트산업 전문가의 48%가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이 행사 개최 성공여부를 좌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절반이상(53%)은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해 지난 5년간 행사 개최 방법

에 큰 변화를 끼쳤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2-9] 미팅테크놀로지 활용과 행사 개최 성공여부

[그림 2-8] 참가자 편의를 위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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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테크놀로지 기능에 따른 활용 수요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분야는 ‘참가자 참여’(56%)였으며, ‘데이터 수집과 분석’(20%), ‘ROI

분석’(13%), ‘행사 운영 전략 수립’(7.2%), ‘엔터테인먼트’(4%) 순이었음.

[그림 2-11] 미팅테크놀로지 기능에 따른 활용 수요도

[그림 2-10] 미팅테크놀로지 활용과 행사 개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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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팅테크놀로지 관련 기업현황

◯ 미팅테크놀로지 관련 기업현황 파악을 위해 2016년 미국 뉴욕시에서 개최

된 미팅테크놀로지엑스포(Meeting Technology Expo) 참가기업과 웹사이트

의 온라인 디렉토리를 조사함.

- 뿐만 아니라 MICE 전문 전시회인 IBTM, IMAX에서도 미팅테크놀로지 기

업 중심의 특별 공간을 구성하고 있음.

◯ 미팅테크놀로지엑스포 온라인 디렉토리에 따르면 미팅테크놀로지 참가기

업 유형은 25개 분야로 [표2-2]와 같이 나뉨. [표 2-3] 미팅테크놀로지 엑스

포 디렉토리 분류별 주요 등록업체 현황에서 괄호 표기된 업체 수는 사업 

영역에 따라 중복됨.

협회관리 및 행사운영 

소프트웨어
참가자 네트워킹 영상 및 음향 서비스

콘텐츠 제작 고객관계관리 데이터 관리

행사숙박관리 행사관리 소프트웨어 엑스포 관리 도구

플로어플랜 디자인 그룹웨어 호텔관리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수집 미팅서비스

온라인 조사 도구 모바일기술 결제서비스

참가자 등록 행사운영 장소 선정 스케줄링 도구

소셜미디어 네트워킹 연사선정 및 관리도구 관광지원서비스

행사장운영도구

※자료원: 미팅테크놀로지엑스포 웹사이트 재구성

[표 2-7] 미팅테크놀로지 엑스포 참가업체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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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업명 웹사이트

■ 협회관리 및 행사운영 소프트웨어 (62개사 중 10개사)

1 Abila www.abila.com

2 shocklogic www.shocklogic.com

3 SignMeUp.com www.signmeup.com

4 123Signup – Association Manager www.123signup.com

5 ACGI Software www.acgisoftware.com

6 Affiniscape www.yourmembership.com

7 Altai Systems www.altaisystems.com

8 AMO – Association Management Online www.associationsonline.com

9 Approved Association ww2.approvedhorizon.com

10 Aptean gomembers www.aptean.com

■ 참가자 네트워킹 (12개사 중 10개사)

1 Lumi www.lumiglobal.com

2 Presdo Match match.presdo.com

3 SMART-reg International, Inc. www.smart-reg.com

4 metroConnections www.metroconnections.com

5 Lenos www.lenos.com

6 Gather Digital www.gatherdigital.com

7 event2mobile event2mobile.com

8 QuickMobile www.quickmobile.com

9 Chetu www.chetu.com

10 Duuzra duuzra.com

■ 영상 및 음향 서비스 (10개사)

1 Alpha Video www.alphavideo.com

2 Avitage avitage.com

3 BlueSky www.blueskyelearn.com

4 BOBtv – Best of Business Television bobtv.biz

5 Intercast Network www.intercastnetwork.com

6 metroConnections www.metroconnections.com

7 Digitell digitellinc.com

8 Astute Technology echo360.com

9 CadmiumCD www.conferenceabstracts.com

[표 2-8] 미팅테크놀로지 엑스포 디렉토리 분류별 주요 등록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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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MXPI – Media X Presentations mxp.live

■ 콘텐츠 제작 (6개사 중 4개사)

1 Logistic Innovations www.logisticinnovations.com

2 SmartSource Rentals www.smartsourcerentals.com

3 MetroMultiMedia www.metromultimedia.com

4 Flyingconnected flyingconnected.com

■ 고객관계관리 (2개사)

1 bizzabo www.bizzabo.com

2 Eventmobi www.eventmobi.com

■ 데이터관리 (9개사 중 6개사)

1 Lumi www.lumiglobal.com

2 AppHotel www.apphotel.mobi

3 Trondent Development Corp www.trondent.com

4 Panvista www.panvistamobile.com

5 eventpower www.eventpower.com

6 Eventmobi www.eventmobi.com

■ 행사숙박관리 (2개사)

1 HotelPlanner.com www.hotelplanner.com

2 Centium Software www.centiumsoftware.com

■ 행사관리 소프트웨어 (52개사 중 10개사)

1 Ya-Ya Online regie.co.uk

2 Tradeshow Multimedia, Inc. (TMI) www.tmiexpos.com

3 Ungerboeck Software International ungerboeck.com

4 vacazio.com – Event Management Software www.vacazio.com

5 metroConnections www.metroconnections.com

6 EventTouch www.eventtouch.com

7 Key4Events www.key4events.com

8 Lanyon www.lanyon.com

9 Dean Evans & Associates www.emssoftware.com

10 Ephibian www.ephibian.com

■ 엑스포관리 소프트웨어 (49개사 중 10개사)

1 EXPOCAD new.expoc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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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sdo Match match.presdo.com

3 Expotracker www.expotracker.net

4 Exposoft Solutions Inc exposoft.com

5 3-Way Street www.3waystreet.com

6 Booth Tracker www.boothtracker.com

7 CompuSystems www.compusystems.com

8 ConventionForce conventionforce.com

9 EMC Exhibitor Manuals www.exhibitorkit.com

10 GES EthnoMetrics Software www.ges.com

■ 그룹웨어 (19개사 중 10개사)

1 Slack slack.com

2 Crystal Interactive crystalinteractive.net

3 All Our Ideas – Crowdsourcing www.allourideas.org

4 Attentiv attentiv.com

5 CaucusCare www.caucuscare.com

6 eHuddle.com www.ehuddle.com

7 Facilitate.com www.facilitate.com

8 gointellimeet.com gointellimeet.com

9 Think Tank/GroupSystems www.groupsystems.com

10 groupVision www.groupvision.com

■ 호텔관리서비스 (4개사 중 2개사)

1 Lanyon www.lanyon.com

2 Centium Software www.centiumsoftware.com

■ 인터넷서비스 (2개사 중 1개사)

1 Trade Show Internet tradeshowinternet.com

■ 베뉴운영도구 (22개사 중 5개사)

1 Cenabo www.cenabo.com

2 Anand Systems – ASI FrontDesk www.anandsystems.com

3 Book King www.bookking.ca

4 Caterease www.caterease.com

5 Catering Tracker www.cateringtrac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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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1. 국내 PCO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 컨퍼런스 운영 경험이 있는 국내 405개 PCO 기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

문조사를 진행하고, 수집된 62개 PCO 기업의 응답내용을 토대로 기업운영 

일반사항, 미팅테크놀로지 인식 현황,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등의 내

용을 분석함.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컨퍼런스 운영 기업 PCO

조사 방법 이메일 설문조사

조사 응답 405개사 배포, 62개사 응답(16%)

조사 내용

Ÿ PCO 기업 운영 일반사항

Ÿ 미팅테크놀로지 인식 현황

Ÿ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표 2-9] PCO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설문조사 개요

◯ PCO의 미팅테크놀로지 인식현황 조사결과 ‘잘 모른다’가 44%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42%)’, ‘매우 잘 

알고 있다(11%)’, ‘전혀 모른다(3%)’ 순임.

- 미팅테크놀로지 인식현황 조사결과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해 ‘알고 있다’가 

53%이고 ‘모른다’가 47%로 과반수 이상은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해 인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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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PCO의 미팅테크놀로지 인식 현황

◯ 국내 MICE 행사에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추세에 관한 질문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된다’가 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별로 활용되지 않는다

(37%)’,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9%)’, ‘매우 활발히 활용된다(6%)’ 순임.

- ‘활용된다’고 응답한 PCO가 54%, ‘활용되지 않는다’가 46%로 어느 정도는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성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그림 2-13]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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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경쟁 행사에서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위기감을 느낀 적이 있는

지와 관련한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있다(32%)’, ‘전혀 없다(10%)’, ‘있다(5%)’ 순임.

◯ PCO의 무료 활용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한 인식현황 조사결과 ‘잘 모른다’

가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27%)’, ‘매우 잘 알고 있다(7%)’, ‘전혀 모른다(13%)’ 순임.

- 조사 결과 무료 활용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한 국내 PCO의 인지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그림 2-14] 미팅테크놀로지로 인한 위기 인식 여부

[그림 2-15] PCO의 무료 활용 미팅테크놀로지 인지도



제2장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 41 -

◯ PCO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조사결과 행사 개최를 위해 미팅테크놀

로지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63%인 반면에 활용하는 기업은 37%로, 미팅

테크놀로지 인식수준에 비하여 실제 활용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나타남.

◯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19개 PCO 기업의 행사 참가자 규모 

조사결과, 500명 이하 규모의 중소형 행사 활용 비중이 68%로 높은 편으

로 나타남.

[그림 2-16] PCO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그림 2-17]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행사 참가자 규모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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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O가 행사 운영을 위해 미팅테크놀로지를 선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사항

은 ‘기능성’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격’ 30%, ‘편의성’

26% 순임.

◯ PCO가 주로 활용하는 미팅테크놀로지의 순위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

‘행사운영시스템’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소셜미디어 캠페인’ → ‘화

상회의’ →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및 ‘네트워킹 플랫폼’ → ‘홀로그램/영

상 솔루션’ 및 ‘비콘/GPS’ → ‘AR/VR’ → ‘기타’순임.

[그림 2-18] PCO의 미팅테크놀로지 선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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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의 문제점으로는 ‘단발성 행사로 인해 미팅테크놀로지

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과 ‘행사 운영 예산의 문제로 미팅

테크놀로지 도입의 어려움이 있음’에 각각 33%씩 응답함.

분 류 응답자수(명) 응답률(%)

단발성 행사로 인해 미팅테크놀로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15 33

행사 운영 예산의 문제로 미팅테크놀로지 도입에 

어려움이 있음
15 33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기술과 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8 17

미팅테크놀로지 기업의 MICE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6 13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제공업체의 

기술적 한계가 있음
2 4

총계 46 100

[표 2-11] PCO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문제점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는 PCO의 중복응답결과임.

분 류 응답자수(명) 응답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16 20

행사운영시스템 14 18

데이터 수집 및 분석 11 14

소셜미디어 캠페인 10 11

화상회의 7 9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6 8

네트워킹 플랫폼 6 8

홀로그램/영상 솔루션 3 4

비콘/GPS 3 4

AR/VR 2 3

기타 1 1

총계 79 100

[표 2-10] PCO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순위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는 PCO의 중복응답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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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테크놀로지를 통해 행사 운영상 개선된 사항은 ‘참가자 만족도’ → ‘정

보전달의 용이성’ 및 ‘데이터 수집과 분석’ → ‘현장운영 및 관리’ → ‘네트

워킹 효과’ → ‘행사 운영 전략 수립’ → ‘마케팅 효과’ → ‘업무시간 단축’

→ ‘운영 예산절감’ 순임.

◯ 반면에 개선되지 않은 항목은 ‘운영 예산절감’ → ‘업무시간 단축’ → ‘행사 

운영 전략 수립’ → ‘마케팅 효과’ → ‘네트워킹 효과’ → ‘현장운영 및 관리’

→ ‘정보전달의 용이성’ 및 ‘데이터 수집과 분석’ → ‘참가자 만족도’순임.

◯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 여부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PCO가 미팅테

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 ‘기술 제공업체를 잘 알지 못함’ →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행사 운영 예산의 문제로 인함’ 순임.

[그림 2-19]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한 PCO의 행사운영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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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응답자수(명) 응답률(%)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12 46

기술 제공업체를 잘 알지 못함 7 27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6 23

행사 운영 예산의 문제로 인함 1 4

총계 26 100

[표 2-12]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 않는 PCO의 중복응답결과임.

◯ PCO의 향후 미팅테크놀로지 활용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앞으로 행사 운

영을 위해 미팅테크놀로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82%’, ‘사용할 계획이 없다’

는 18%에 그쳤으며, 행사 운영 개선을 위해 앞으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미팅테크놀로지를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PCO가 예상한 향후 행사 

개최를 위해 활용 비중이 커질 미팅테크놀로지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 ‘행사운영시스템’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네트워킹 플랫폼’ →

‘소셜미디어 캠페인’ →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및 ‘AR/VR’ → ‘화상회의’

→ ‘홀로그램/영상 솔루션’ → ‘비콘/GPS’ 순임.

[그림 2-20] PCO의 향후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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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O의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통한 행사 운영의 기대사항은 ‘참가자 만

족도’ 및 ‘데이터 수집과 분석’ → ‘정보전달의 용이성’ → ‘네트워킹 효과’

→ ‘마케팅 효과’ → ‘현장운영 및 관리’ → ‘행사 운영 전략 수립’ → ‘업

무시간 단축’ → ‘운영 예산절감’ 순임.

분 류 응답자수(명) 응답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31 17

행사운영시스템 29 16

데이터 수집 및 분석 25 13

네트워킹 플랫폼 21 11

소셜미디어 캠페인 18 10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16 8

AR/VR 16 8

화상회의 14 7

홀로그램/영상 솔루션 12 6

비콘/GPS 7 4

총계 189 100

[표 2-13] PCO가 예상한 활용이 증대될 미팅테크놀로지

*미팅테크놀로지를 사용할 계획인 PCO의 중복응답결과임.

[그림 2-21] PCO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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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O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을 위해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응답이 주를 이루었음.

- 미팅테크놀로지 용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에 행사에 미

팅테크놀로지를 적용했을 때 장단점, 성공사례, 적정예산, 관련 업체 리스

트, 새롭게 등장한 최신기술, 무료 활용 가능 기술 등에 대한 세부적인 평

가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함.

- 주로 행사 발주기관의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부족해 활

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PCO가 미팅테크놀로지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사 운영 예산에 주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기업 관점에서의 활용 현황

◯ 국내 MICE산업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과 미팅테크놀로지 서비스 제

공기업의 운영 현황 조사를 위해 본보고서 디렉토리에 소개된 기업의 담

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디렉토리에 기재된 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응답한 

18개 업체를 기준으로 미팅테크놀로지 기업운영 일반사항, MICE산업의 미

팅테크놀로지 활용 선호도,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장점 및 선정 시 고려사

항 등을 살펴보았음.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 디렉토리 업체

조사 방법 이메일 설문조사

조사 응답 41개사 배포, 18개사 응답(45%)

조사 내용

Ÿ 미팅테크놀로지 기업 운영 일반사항

Ÿ MICE산업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선호도

Ÿ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표 2-14]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정량적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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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팅테크놀로지 기업을 통해 확인한 국내 PCO가 선호하는 미팅테크놀로

지 순위는 ‘행사운영시스템’, ‘국제회의 참가자용 앱’, ‘AR/VR’, ‘소셜미디

어 캠페인’, ‘홀로그램 등 영상 솔루션’, ‘화상회의 솔루션’, ‘비콘/GPS’, ‘기

타’ 순임.

◯ MICE 행사 운영에 있어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의 장점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 ‘행사 운영 전략 수립’, ‘참가자 참여’, ‘ROI 분석’, ‘엔터테인먼트’,

‘예산절감’ 순으로 효과가 있다고 응답함.

- 행사 운영 효율성 증대, 참가자 만족도 및 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미팅

테크놀로지를 활용 하는 것으로 나타남.

순 위 분 류

1 데이터 수집과 분석

2 행사 운영 전략 수립

3 참가자 참여

4 ROI분석

5 엔터테인먼트

6 예산절감

[표 2-16]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의 장점

순 위 분 류

1 행사운영시스템

2 국제회의 참가자용 앱

3 AR/VR

4 소셜미디어 캠페인

5 홀로그램 등 영상 솔루션

6 화상회의 솔루션

7 비콘/GPS

8 기타

[표 2-15] 미팅테크놀로지 기업 관점의 PCO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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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 행사 기획자가 미팅테크놀로지 사용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

는 요인은 ‘기능성’(53%)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가격’(27%), ‘편의성’(20%)

을 꼽음.

[그림 2-22] MICE기업의 미팅테크놀로지 선정 고려사항

◯ MICE산업 발전을 위해 미팅테크놀로지 분야에 필요한 개선 및 지원 사항

에 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음.

- 참가자 데이터 활용 분석을 통하여 만족도를 개선하고 행사 브랜드 가치

를 높여 MICE산업의 질적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MICE산업은 창의적이고 부가가치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집약적

이고 매뉴얼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의 이직률과 이탈률이 

높음.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지원 및 장려 등

의 노력이 필요함.

- 미팅테크놀로지 수요자에게 적합한 기술 및 서비스의 도입과 활용이 필요함.

- 참가자 규모에 비해 행사장 인터넷 구축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의 네트워

크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

-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인근 아시아 국가의 경우 행사 개최부터 종료까지 

미팅테크놀로지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 주최자의 경우 기존 

행사 진행방식을 고수해 미팅테크놀로지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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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종료와 함께 단발성으로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에 그침.

- 예산문제로 미팅테크놀로지 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업체애 대한 업체 발굴이 필요함.

3. 국내 컨벤션센터 미팅테크놀로지 구축 현황

◯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14개 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일로 공

공 무선인터넷, 비콘 센서 인프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VR기술 등 베

뉴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 미팅테크놀로지 구축 현황을 조사하였음.

◯ 국내 컨벤션센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미팅테크놀로지는 공공 무

선인터넷이며 대부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센터별로 상이함. 그 다음

으로는 VR기술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설소개, 레이아웃 배치 시스템 

등에 활용하고 있음.

- 가장 낮은 구축률을 보이는 미팅테크놀로지는 비콘 센서로 코엑스, 킨텍스 

등 일부에만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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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 무선인터넷

(WiFi) 비콘

센서 

설치

베뉴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

VR기술

활용

현황

비고

회의실 전시장
로비 등 

공용공간

서울시

aT센터

(aT Center)
O O O X X X

코엑스

(COEX)

O O O O
(유료)

O X
30분 무료, 추가 사용시 유료

세텍

(SETEC)
X X X X X X

수도권

킨텍스

(KINTEX)
O O O O O O

VR: 레이아웃 

배치 시스템

송도컨벤시아

(Songdo ConvensiA)

O O O
X X O

VR: 레이아웃 

배치 시스템, 

시설소개2019년 무료 제공 예정

충청권
대전컨벤션센터

(DCC)
O O O X X O VR: 시설소개

동남권

벡스코

(BEXCO)
O O O O O O VR: 시설소개

창원컨벤션센터

(CECO)
O O O X O X

대경권

엑스코대구

(EXCO)
O O O X X X

구미코

(GUMICO)
X X X X X O VR: 시설소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HICO)
O O O X X X

국제회의 참가자

대상 어플리케이

션 구축 예정

호남권

김대중컨벤션센터

(KDJ Center)
O X O X X X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GSCO)
O O O X X X

제주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 Jeju)
X X O X X X

* 대부분의 미팅테크놀로지 인프라 및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유료 제공시 별도로 표기함.

[표 2-17] 국내 주요 컨벤션센터 미팅테크놀로지 구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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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결과 요약

◯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한 국내 PCO의 인식현황 조사결과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42%),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이 어느 정도 활발

해졌다’(48%)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해외 이벤트 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이 지난 5년간 

행사 개최 성공을 좌우했는가라는 질문에 미팅테크놀로지가 ‘중요하다’라

고 가장 많이(48%)응답함.

- 반면에 국내 PCO를 대상으로 현재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질

문했을 때 ‘아니오’가 (62%)로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한 인식도에 비해 실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낮았음.

◯ 국내 PCO가 현재 주로 활용하고 있는 미팅테크놀로지는 ‘휴대폰 어플리케

이션’, ‘행사운영시스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대표

적임.

- 활용 순위 분석한 결과, 최신 ICT 기술을 활용인 ‘홀로그램/영상 솔루션’,

‘AR/VR’, ‘비콘/GPS’ 등의 활용도는 낮음.

- 현재 주로 활용되지 않지만 앞으로 활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팅테

크놀로지는 ‘네트워킹 플랫폼’,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AR/VR’이 대표적임.

- 해외에서 주로 활용되는 미팅테크놀로지는 ‘어플리케이션’, ‘소셜미디어 캠

페인’, ‘라이브스트리밍’, ‘VR’, ‘화상회의’가 대표적이며, 국내와 비교했을 

때 영상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도가 높았음.

◯ 국내 PCO가 미팅테크놀로지를 선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기능

성’(44%)이며, 해외의 경우 ‘편의성’(31%)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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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경우 ‘기능성’은 17%로 5개 항목 중에서 낮은 순위(4위)를 차지했으

며, 국내외 비교했을 때 해외의 경우 다양한 미팅테크놀로지가 개발이 이

루어졌고 미팅테크놀로지 기술 및 서비스 제공기업 선정 범위가 광범위하

기 때문에 ‘편의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됨.

◯ PCO가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했을 때 행사 운영에서 개선된 사항은 ‘참가

자 만족도’, ‘정보전달의 용이성’, ‘데이터 수집과 분석’, ‘현장운영 및 관리’

라고 응답하였으며, 대부분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팅테크놀로지

가 주를 이루었음.

- 반면에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했을 때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 예산절

감’, ‘업무시간 단축’, ‘행사 운영 전략 수립’으로 PCO의 행사 기획 및 운

영적 측면에서 큰 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음.

◯ 향후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예정인 PCO가 행사 운영 개선에 있어 기대하

는 사항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 ‘참가자 만족도’, ‘정보전달의 용이성’, ‘네

트워킹 효과’, ‘마케팅 효과’, ‘현장운영 및 관리’가 대표적임.

-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했을 때 개선되길 기대하지만 실제로 개선되지 않

은 항목은 ‘업무시간 단축’과 ‘행사 운영 전략 수립’과 같은 PCO의 업무효

율과 생산성 향상 요소였음.

- 행사 운영에 미팅테크놀로지를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과 

활용방법에 대한 숙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업무환경에 미팅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이 PCO의 행사 운영 방법을 직접적으로 개선하

지 못함.

- PCO가 현재 주로 활용하고 있는 미팅테크놀로지 외에도 새롭게 도입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행사 운영에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는 PCO는 단발성으로 개최되

는 행사의 특징과 운영예산의 문제 때문에 미팅테크놀로지 도입의 한계가 

있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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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결과를 통해 행사 기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PCO를 둘러싼 

MICE산업의 구조적 환경이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성 저조의 문제로 이어

지는 것으로 파악됨.

◯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PCO는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해 인

지하지 못하기 때문’(46%)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기

술 제공업체를 잘 알지 못함’,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주를 이룸.

- 응답결과를 통해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육과 관련 서비스와 기술을 제

공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 미팅테크놀로지 기술 업체와 PCO가 응답한 미팅테크놀로지의 장점에는 

의견이 다르게 나타남.

- 기술 업체의 경우 ‘데이터 수집과 분석’, ‘행사 운영 전략 수립’, ‘참가자 참

여’ 순으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의 주요 장점으로 꼽았으며, 행사 운영자

를 대상으로한 솔루션이 주를 이룸.

- 반면에 PCO는 ‘참가자 만족도’, ‘정보전달의 용이성’, ‘데이터 수집과 분석’

순으로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의 장점을 꼽았으며,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

로 하는 솔루션이 주를 이룸.

- 미팅테크놀로지 기술 제공 기업이 PCO의 기대 요인 및 니즈를 이해하고,

PCO는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업체와 PCO, 주최기관 등으로 구성된  중 몇 곳과의 워킹그

룹 형성 및 산업 분야에 적합한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함.

◯ 국내 컨벤션센터의 미팅테크놀로지 구축현황 조사 결과 15개 중 10개 컨

벤션센터가 회의실, 전시장, 로비 등 공용 공간 모두에 공공 무선인터넷을 

설치했으며 몇몇은 일부 공간에만 설치함.

- 국내 PCO가 주로 활용하는 미팅테크놀로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소셜

미디어 캠페인’과 같은 경우 컨벤션센터에 설치된 공공 무선인터넷 서비

스를 기반으로 행사 개최 중에 활용이 가능함.

- 비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VR 서울, 경기도, 부산 등 시설을 중심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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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활용도는 떨어지는 수준임.

2.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문제점

◯ 국내 MICE산업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필요성 및 문제점은 MICE산업 종

사자의 내부적 환경 요인, MICE산업 성장을 위한 외부적 환경요인, MICE

산업 특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뉨.

1) MICE산업 종사자의 내부적 환경요인

- 국내 회의 기획자들은 참가자 만족도 개선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미팅테

크놀로지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행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행사 운영 방안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는 미팅테크놀로지 활용방

국내 PCO의 주요 활용 미팅테크놀로지 PCO가 기대하는 행사운영 개선사항

Ÿ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Ÿ 행사운영시스템

Ÿ 데이터 수집 및 분석

Ÿ 소셜미디어 캠페인

Ÿ 참가자 만족도 증대

Ÿ 데이터 수집과 분석

Ÿ 정보전달의 용이성

Ÿ 네트워킹 효과

Ÿ 마케팅 효과

Ÿ 현장 운영 및 관리

미팅테크놀로지 기업의 진입장벽

Ÿ MICE 주최기관, 공공기관, 지자체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인식 부족

Ÿ 행사 기획자의 새로운 행사 진행방식 도입에 대한 거부감

Ÿ 행사 예산문제로 미팅테크놀로지 도입의 한계점

Ÿ 행사 종료와 함께 단발성으로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에 그침

Ÿ 국내 컨벤션센터에 구축된 미팅테크놀로지 실무적 활용 가능성의 문제

[표 2-18]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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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장점에 대한 행사 기획자의 인식이 부족함.

- MICE산업은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집약

적이고 매뉴얼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단기 일용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숙련된 인력의 경우 업무량 및 역량 대비 처우 등의 이유로 이직 및 

이탈률이 높음. 업무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미팅테크놀로지는 시스템 개

선을 통해 업무 환경과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PCO의 업무 만족도 및 생

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MICE산업 성장을 위한 외부적 환경요인

- MICE산업 종사자의 수요에 맞는 미팅테크놀로지 도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미팅테크놀로지 기술 업체가 행사 기획자가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해 

기대하는 부분을 이해해야 하며, 어떤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도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PCO입장에서는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성공한 사례, 활용의 장점 

및 기대효과, 관심있는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에 관한 정보 

공유도 필요함.

-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참가자 규모와 국내 관련 산업의 발달에 비해 

시설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는 인터넷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환경이 열악

하여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을 지원하는 시설의 인프라 개선 방안을 모색해

야 함.

3) MICE산업 특징에 따른 요인

- 행사 발주기관이 미팅테크놀로지 필요성과 장점에 대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PCO는 예산 등의 문제로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 못하

는 사례가 잦으며, 이 같은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활성화를 저해함.

- 행사 주최자를 비롯한 운영자/기획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미팅테크놀로지

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서 행사개최지원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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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미팅테크놀로지 관련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권고/규정사항을 제

시하던가, 저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미팅테크놀로지 기술·서비스 업체

를 발굴하여 연계해 주는 등의 지원 노력이 필요함.

- PCO의 경우 단발성으로 개최되는 행사의 특징으로 인해 미팅테크놀로지

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인근 아시아 국가의 경우 행사 개최부터 종료까지 

미팅테크놀로지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 주최자의 경우 기존 

행사 진행방식을 고수해 미팅테크놀로지 도입을 꺼려하는 편임.

3.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활성화 방안

◯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행사 참가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미팅테크놀로지를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음.

미팅테크놀로지는 행사 개최 목적 달성과 이용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 참가

자 만족도 증진 등을 위해 활용되기 때문에, 단순히 주최자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사 참가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기획자 및 운영자 

입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고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미팅테크

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행사 기획자는 행사 운영 현황의 문제점 파악을 통해 행사 특징에 

맞는 미팅테크놀로지를 선정하고 이를 통한 행사 개선 전략을 수립해야 

함. 때문에 신기술이라고 무작정 도입하기 보다는 현재 개최되는 행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미팅테크놀로지를 적극 활

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먼저 행사 주최자와 공공기관은 국내 행사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음. 즉, 정책·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여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한 국내 MICE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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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있는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서비스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스마트 MICE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제 제 33장장

국내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사례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해외사례 분석

제3절 국내사례 분석





제3장 국내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사례분석

- 61 -

제3장 국내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사례분석

제1절 개요

◯ 국내 MICE산업 미팅테크놀로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미팅테크놀로지를 

적용한 국내외 대표행사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사례분석 행사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학회, 협회, PCO, PEO가 주최한 MICE 행사를 선정하였음.

◯ 다만, 전시회와 비교했을 때 컨벤션 및 컨퍼런스에서의 미팅테크놀로지 활

용도가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컨퍼런스 위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음.

◯ 사례분석 세부 항목으로는 미팅테크놀로지 기술이 적용된 MICE 행사 및 

주최기관 소개, 미팅테크놀로지 도입배경, 미팅테크놀로지 기능 및 구현,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함.

◯ 사례분석 대상은 행사가 다루고 있는 산업분야에 관계없이 앞서 제3장에

서 조사한 미팅테크놀로지 기술적 특징에 따른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사

례분석을 실시함.

분석 항목

 1. MICE 행사 및 주최기관 소개

 2. 미팅테크놀로지 도입 배경

 3. 미팅테크놀로지 기능 및 구현

 4. 미팅테크놀로지 기대효과

[표 3-1] 국내외 사례분석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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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해외사례 분석

1. 오스트레일리아 

트레이드 위크 인 

차이나

2. IPCO 비즈니스 관광 

컨퍼런스
3.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주     최 지자체·공공기관 학회·협회 지자체·공공기관

개      요

산업 전체를 다루는 국

제적 규모의 포럼으로 

규모 확장에 따라 효율

적인 이벤트 개최를 위

해 미팅테크놀로지를 도

입

아일랜드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 관광 컨퍼런스

로 참가자의 활발한 참여

와 네트워킹을 위해 미팅

테크놀로지를 도입

로스앤젤레스 주요 관

광지 마케팅과 행사 주

최자의 행사장 사전답

사 지원을 위해 가상현

실 비디오 콘텐츠를 개

발하여 온라인으로 서

비스 제공

테크놀로지

적 용 분 야

1. 온라인 등록과 티케팅

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1. 상호교류와 행사 참여 1. 증강·가상현실 

테크놀로지

2. 개최지 및 행사장 선정

3. 행사장 테크놀로지

4.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5. PCMA 컨비닝 리더스

주      최 PCO·PEO 학회·협회

개      요

태국에서 개최되는 코스

메틱 산업 전시회로 규

모와 전시회의 질적 성

장을 위해 참가자, 참가

업체, 바이어 데이터 분

석을 바탕으로 행사기획

과 운영을 개선하고자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미국에서 개최되는 MICE

산업 전문전시회로 효율

적인 행사 운영과 참가자

의 네트워킹 및 지식 교

류를 위해 미팅테크놀로

지를 도입

테크놀로지

적 용 분 야

1. 행사 콘텐츠 제작

2. 매치메이킹

3. 행사 개최 마무리

4. 행사 기획과 운영

5. 소셜미디어 플랫폼

6. 호텔 테크놀로지

7.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2. 실시간 네트워킹

3. 온라인 등록과 티케팅

4. 현장 커뮤니케이션 도구

5. 행사 콘텐츠 제작

[표 3-2] 해외 사례분석대상 MICE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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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스트레일리아 위크 인 차이나

1) 미팅테크놀로지 도입 배경

  행사 규모 확대에 따른 온라인 등록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활용

◯ 주최사인 호주 무역투자 위원회 오스트레이드(Austrade)는 호주 정부의 국

제 무역, 교육, 투자, 관광과 관련된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세미나, 수출상담회, 컨퍼런스 등을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해왔음.

◯ ‘오스트레일리아 위크 인 차이나(Australia Week in China, AWIC)’는 아시

아 최대 규모의 수출 지원 컨퍼런스로, 행사 개최 규모가 커지고 기획 단계

가 복잡해지면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참가자를 관리하기 위해 이터

치스(etouches)에서 제공하는 참가자 행사 등록 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손쉽게 

행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관련 미팅테크놀로지를 도입함.

테크놀로지 
온라인 등록과 

티케팅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Ÿ 행 사 명 : 오스트레일리아 위크 인 차이나

           (Australia Week in China, AWIC)

Ÿ 분    야 : 산업 전체를 다루는 포럼

Ÿ 주    최 : 지자체·공공기관

Ÿ 개최기간 : 2016. 4. 11-15

Ÿ 개최규모 : 750개 기업, 4,000여 명 참가자 참여, 150여 개 세션 구성

Ÿ 개 최 지 : 중국 12개 도시 

Ÿ 웹사이트 : www.austrade.gov.au/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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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이드
(Australian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

www.austrade.gov.au

2) 활용 미팅테크놀로지

가. 온라인 등록과 티케팅

◯ 주요 기능

- 온라인 등록 시스템 제작

행사 개최 특징에 따라 수집하고자 하는 참가자 데이터 추가 및 제외 가능

- 편리한 등록비 결제

해외 참가자의 국적과 통화 단위에 관계없이 행사 등록비 결제 가능

- 이메일 인보이스

참가자 행사등록 시 개별적으로 인보이스 자동 발송

- 참가자 분석 리포트

행사 종료 후 참가자 특징을 분석한 인포그래픽 자동 산출 및 제작

◯ 구현 사례

- 이터치스는 ‘오스트레일리아 위크 인 차이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문 

서비스 팀을 구성해 프로그램 사용 트레이닝, 컨설팅, 참가자 등록 테스트

를 실시하였음.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중국 지역 파트너사와 합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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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등록 시스템 

   제작을 위한 참가자 

   질문지 작성

◀ 참가자 사전등록 

   이메일 발송 샘플

◀ 참가자 등록 현황 

   실시간 데이터 분석

◀ 실제 참가자 온라인

   등록 페이지 예시

[표 3-1] 이터치스 참가자 온라인 등록 페이지 제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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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주요 기능

- 행사 정보 제공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참가자에 행사 정보 공유

- 푸시 알림기능

현장에서 푸시 알림 및 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실시간 네트워킹

- 참가자 행동 분석

비콘 기술을 활용해 참가자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 노트 테이킹

참가자 개별 컨퍼런스 참여 기록 및 노트 저장

◯ 구현 사례

- 오스트레이드는 이터치스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행사 개최지 정보, 컨퍼런스 프로그램 및 연사, 참가자 네트워킹,

노트 테이킹, 소셜미디어, 만족도 설문조사와 같은 항목을 생성하고 참가

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함. 행사 개최 종료 이후에는 참가자 특

징 및 만족도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이를 활용함.

[그림 3-2] 오스트레일리아 위크 인 차이나 참가자 등록 및 행사 개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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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2016년 사이 오스트레이드는 온라인 정보관리 조정 위원회(Online

and Information Management Steering Committee)를 설립하여 디지털 

온라인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잠재 고객과 참가자뿐 아니라 직원의 효

율적 행사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행사 어플리케이션 

   제작 과정

◀ 행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컨퍼런스 등록 

   페이지 제작 과정

[그림 3-3] 이터치스 행사 어플리케이션 제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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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팅테크놀로지 기대효과

◯ 행사 참가자 관리

손쉽게 참가자 컨트롤이 가능한 등록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 행사가 대규모로 개최될 경우 참가자가 한 곳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지므

로 참가자 컨트롤을 위해 주최자는 행사장 및 동선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오스트레일리아 위크 인 차이나’에 참가한 4,000여 명의 참가자 관리를 위

해 이터치스가 제공하는 온라인 자동 등록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가 현장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지 않고 신속하게 입장할 수 있

도록 배지를 제공함.

- 행사 갈라 런치에 1,900여 명의 참가자가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프로그램 일정표와 좌석 위치를 제공함으로써 30분

내에 참가자 모두가 자리에 착석할 수 있었음.

◯ 어플리케이션의 다용화

행사 운영예산 절감과 활발한 참가자 네트워킹

- 오스트레이드는 이터치스에서 제공하는 미팅테크놀로지 도입을 통해 포럼 

개최기간 중 900회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12,000회 이상의 알림 

광고, 27,000회 이상의 온라인 메시지 전송 등과 같이 활발한 네트워킹 성

과를 창출함.

- 이 과정에서 종이를 대신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행사 정보

를 참가자에게 보다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에

서 사용되는 인쇄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함.

- 나아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참가자의 특징을 분석하여 행사 개최 

분석 데이터로 활용하고, 이를 만족도 개선방안에 반영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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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CO 비즈니스 관광 컨퍼런스

1) 미팅테크놀로지 도입 배경

참가자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전문 프로그램 운영

◯ 아일랜드 전문 컨퍼런스 주최자 협회(Association of Irish Professional

Conference Organizers, 이하 AIPCO)는 1999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MICE산업 종사자간의 네트워킹 향상과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

로 운영됨. AIPCO는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IPCO 비즈니스 관광 컨퍼

런스’를 개최해왔음.

◯ AIPCO가 주최하는 ‘IPCO 비즈니스 관광 컨퍼런스’ 참가자의 활발한 상호

소통을 위해 슬라이도(slido)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네트워킹 툴을 도입하여 

Ÿ 행 사 명 : IPCO 비즈니스 관광 컨퍼런스

           (IPCO Business Tourism Conference)

Ÿ 분    야 : 비즈니스 관광 컨퍼런스

Ÿ 주    최 : 학회·협회

Ÿ 개최기간 : 2018. 3. 22-23

Ÿ 개최규모 : 10여 명 연사, 20여 개 참가업체, 200여 명 참가자 참여

Ÿ 개 최 지 : 아일랜드 케리 그레이트 서던 호텔(Great Southern Hotel)

Ÿ 웹사이트 : www.aipco.ie/new/about-the-conference

테크놀로지 상호 교류와 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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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이의 활발한 지식 및 경험교류를 위한 행사 개최 목적을 달성함.

2) 활용 미팅테크놀로지

가. 상호교류와 행사 참여

◯ 주요 기능

- 온라인 투표 및 질문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참가자와 연사가 실시간 투표 및 질문 가능

- 소셜미디어 네트워킹

행사 어플리케이션에 소셜미디어를 연동해 네트워킹 플랫폼 형성 

- 분석 데이터 제공

참가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사 개최결과 분석 리포트와 인포그래픽 제작

◯ 구현 사례

- 컨퍼런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사는 관객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브레인스토밍이 가능한 질문을 제시하고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함.

아일랜드 전문 컨퍼런스 주최자 협회
(Association of Irish Professional 

Conference Organizers, AIPCO)

www.aipco.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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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연사는 참가자의 집중도가 가장 낮아지는 강연 뒷부분에 발표 

내용에 대한 질문시간을 갖지만,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할 경우 강연 도

중에도 참가자가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연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음.

- 참가자는 다른 참가자들의 질문을 살펴보고 ‘좋아요’를 선택하는 등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사는 참가자 전반이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함.

◀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슬라이도 

   실시간 투표 시스템

◀ 참가자 투표결과 

   분석

[그림 3-4] 슬라이도 실시간 투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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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도 실시간 

   질문 시스템

◀ 참가자가 선호하는 

   질문을 ‘좋아요’ 

   선택이 가능

◀ 컨퍼런스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은 

   관리자 임의삭제 

◀ 슬라이도를 활용해  

   질문하는 컨퍼런스 

   모습

[그림 3-5] 슬라이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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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과 같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음. 참가자는 온라인 해쉬태그(#) 기능을 활

용해 #AIPCO, #IPCO, #비즈니스관광컨퍼런스 등과 같은 주제로 포스팅

하고, 마케팅 도구로의 참가자 온라인 포스팅을 분석하여 그래프 혹은 인

포그래픽 형태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소셜미디어 

   해쉬태그(#) 예시

◀ 참가자 소셜미디어 

   활동 분석 그래프

[그림 3-6] 슬라이도 소셜미디어 분석 시스템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 발간

- 74 -

3) 미팅테크놀로지 기대효과

◯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 증진

온라인을 통한 참가자와 연사의 활발한 네트워킹 

- 전체 참가자의 80%가 온라인 네트워킹 툴을 활용하여 컨퍼런스 개최 기간 

동안 65개의 질문을 생성하고 총 1,300회 투표에 참가하였음. 특히 참가자

가 연사에게 보낸 65개의 질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개의 질문 전체는 

300개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하는 등, 미팅테크놀로지 도입 이전과 비교

하였을 때 보다 활발한 온라인 실시간 네트워킹이 이루어짐.

◯ 온라인 마케팅 성과 분석

소셜미디어 연동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효과 극대화

- 대중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행사기간 동안 241명의 참가자가 1,424개의 

‘IPCO 비즈니스 관광 컨퍼런스’와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 하였으며, 이는 

총 200만 명의 사용자에게 확산되었음. IPCO 컨퍼런스는 온라인 네트워

킹 툴을 활용하여 기존 대비 2,000배 이상의 온라인 마케팅 성과를 달성하

였다고 판단됨.

◯ 컨퍼런스 개최결과 도출

참가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컨퍼런스 운영방식 개선

-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이나 질문 및 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참가자의 컨

퍼런스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IPCO 비즈니스 관광 

컨퍼런스’의 주최자는 이 데이터를 통해 현재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차

기년도 컨퍼런스 주제선정과 연사초청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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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1) 미팅테크놀로지 도입 배경

가상현실 투어 비디오를 통한 도시 브랜드 마케팅 전략

◯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 중 하나로, 산타모니카 해변, 할

리우드, 유니버셜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그리피스 천문대 등과 같은 유명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음.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로스앤젤레스 관광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짐.

◯ 2016년 10월 로스앤젤레스 관광청은 도시 마케팅을 위해 주요 관광지를 

360° 회전 관람할 수 있는 가상현실 투어 IT 솔루션을 엑스플로잇(XplorIT)

과 합작하여 제작하고 공식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함.

Ÿ 기 관 명 :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Los Angeles Tourism & Convention Board)

Ÿ 슬 로 건 : Meet Los Angeles

Ÿ 기관특징 : 로스앤젤레스 공식 관광 마케팅 기관

Ÿ 설립목적 : 로스앤젤레스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 마케팅 수행

Ÿ 산업규모 : 2017년 지역 관광객 4천만 명, 해외관광객 7백만 명으로 2.2% 성장

           관광객 직접지출 219억 달러, 지역사회 경제 부가가치 336억 달러

Ÿ 웹사이트 : www.discoverlosangeles.com/meetla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Los Angeles 

Tourism&Convention Board)

www.discoverlosangeles.com

테크놀로지 
증강·가상현실 

테크놀로지
개최지 및 

행사장 선정
행사장 

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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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 미팅테크놀로지

가. 증강·가상현실 테크놀로지

◯ 주요 기능

- 가상현실 관광지 방문

온라인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가상현실 투어 비디오로 로

스앤젤레스 주요 관광지 관람 가능

- 360° 비디오 감상

360°로 회전할 수 있는 가상현실 투어 비디오는 실제 관광지에 와있는 것

과 같이 실감나는 느낌을 선사

◯ 구현 사례

- 로스앤젤레스 관광청은 3D맵 기반의 가상현실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

객이나 행사 주최자가 방문하고 싶은 주요 행사장을 선정하고 360° 회전 

가능한 가상현실 비디오를 제작함.

- 이러한 가상현실 투어 비디오는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공식 웹사이트와 어

플리케이션 ‘미트LA(meet LA)’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잠재 방문객이 

여행계획을 세우기 전 가상으로 도시를 방문해볼 수 있도록 함.

- 행사 주최자는 고객이 어떤 행사장을 선호할지 사전에 가상현실 비디오로 

행사장을 경험하고 행사 기획 및 운영 시나리오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상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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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플로잇에서 제작한 로스앤젤레스 가상현실 투어 비디오는 좌표를 이

동할 때 화면이 저해상도로 제공되고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글 스트

리트 뷰(Google Street View)와 달리 고해상도로 제작되어 직접 걷거나 자

전거를 타는 것과 같이 빠른 속도로 화면을 이동해도 끊이지 않아 실제로 

그 공간에 와있는 것과 같은 생생한 경험을 제공함.

◀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 

   가상현실 투어 페이지

◀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 시설 내부를

   우측 상위 지도로 

   방문하고 싶은 위치 

   선정이 가능

◀ 할리우드 거리 

   메인스트리트로

   360° 회전할 수 있는 

   동영상 재생 가능

[그림 3-7] 로스앤젤레스 가상현실 투어 비디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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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플로잇은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외에도 모스콘 센터 캠퍼스(Moscone

Center Campus), 샌프란시스코 오토쇼(San Francisco Auto Show), 힐튼 

애너하임(Hilton Anaheim),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Walt Disney Concert

Hall), 산타클라라 CVB(Santa Clara CVB)등과 같이 도시, 개별 행사, 행사

장, 호텔과 같은 데스티네이션 홍보 마케팅을 위해 가상현실 비디오를 제

작하고 있음.

나. 개최지 및 행사장 선정

◯ 주요 기능 

- 행사장 특징 비교

온라인으로 행사장 위치, 규모, 수용인원 등 시설간 특징 비교 가능

◯ 구현 사례

-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웹사이트에서는 지역, 행사개최 규모, 숙박시설 현황 

등을 기준으로 도시 전역에 위치한 행사장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교

통뿐만 아니라 공항, 컨벤션센터, 도심과의 거리, 선호하는 행사장을 한눈

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

◀ 로스앤젤레스에서 행사 

   개최를 위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행사장을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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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을 선택하면 

   공항과 컨벤션센터에서 

   얼마나 떨어져있는지 

   거리를 알려줌

◀ 선정한 여러 개의 행사장 

   중에서 지역, 미팅 룸, 

   수용 규모, 인근호텔 

   등을 기준으로 비교 가능

◀ 행사장을 클릭하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

[그림 3-8] 로스앤젤레스 행사장 정보제공 솔루션



◀ meet LA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 정보, 

   가상현실 비디오 투어, 

   주요 기사, 연락처, 

   행사와 관련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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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사장 테크놀로지

◯ 주요 기능

- 가상현실 비디오 체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360°로 회전하는 가상현실 비디오 감상하고 로스앤

젤레스 지역 특징 및 주요 관광지 정보 습득

- 관광지 정보 제공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정보, 최신 뉴스, 이벤트 일정과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주요 담당자 연락처 검색 

◯ 구현 사례

- 로스앤젤레스 관광청과 모비매니지(MobiManage)가 개발한 Meet LA 어

플리케이션은 행사 주최자와 관광객이 쉽게 도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Regions), 가상현실 투어(Virtual Tours), 관련 기사(Articles), 연락처

(Contact Us), 행사(Events)와 같은 기능을 제작함.

- meet LA은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가 제공되기 때문에 다른 어플리케이션

과 달리 큰 용량을 차지하지 않으며, 소셜미디어 공유버튼을 추가하여 손

쉽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확산을 통한 도시마케팅 전략을 

실현함.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체험 가능한 가상현실 

   비디오

◀ 로스앤젤레스 도시와 

   관련된 주요 기사

◀ 로스앤젤레스 지역 

   관광시설 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행사 개최를 

   위해 필요한 담당자 

   연락처 검색

[그림 3-9] 로스앤젤레스 meet LA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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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팅테크놀로지 기대효과

◯ 온라인 경험 마케팅

글로벌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투어 비디오 콘텐츠 

- 각 국가별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

고 있어, 잠재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 로스앤젤레스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가상현실 투어 비디오는 잠재 관광객

이 직접 방문하고 싶은 장소를 설정하고 360° 회전 가능한 비디오를 감상

하기 때문에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에 와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제공함.

- 나아가 가상현실 투어 비디오는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어플리케이션 meet

LA을 핸드폰으로 다운로드 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마케팅과 비교했을 때 타깃 관광객에게 

도달 가능한 범위가 넓음.

◯ 주최자 운영 예산절감

행사 주최자의 현장답사 없이도 공간 활용 계획 구상이 사전에 가능

- 로스앤젤레스 관광청은 주최자가 도시 내에 위치한 다양한 행사장을 비교 

및 선정할 수 있도록 공식웹사이트와 meet LA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행사

장과 행사개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함.

- 이를 통해 주최자가 행사 기획과 운영과정에 있어서 개최지를 직접 방문

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줌. 행사 주최자는 

사무실 인터넷 접속과 클릭 한 번만으로 행사 개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음.

- 특히 주최자는 360° 가상현실 비디오를 통해 개최지에 대한 사전답사를 

마쳤기 때문에, 행사장 선정 담당자가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기 전부터 

행사 개최에 관한 아이디어와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사전에 

완료할 수 있음.



테크놀로지 

행사 콘텐츠 
제작 매치메이킹

행사 개최 
마무리

행사 기획과 
운영

소셜미디어 
플랫폼

호텔 
테크놀로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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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1) 미팅테크놀로지 도입 배경

  전시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위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 1990년 시작된 인-코스메틱스(in-cosmetics)를 시작으로 리드 엑시비션

(Reed Exhibitions)은 프랑스, 태국, 한국, 상파울로, 뉴욕, 런던으로 뻗어나

가 7개 전시 브랜드로 성장하였음. 2018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인-코스

메틱스 아시아’는 10회째를 맞이함.

Ÿ 행 사 명 :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in-cosmetics Asia)

Ÿ 분    야 : 코스메틱 산업 전시회

Ÿ 주    최 : PCO·PEO

Ÿ 개최기간 : 2018. 10. 30-11. 1 

Ÿ 개최규모 : 2017년 기준 참가업체 416개, 참가자 10,302명(해외 참가자 32%) 

Ÿ 개 최 지 : 태국 방콕 국제 무역전시센터

           (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re, BITEC)

Ÿ 웹사이트 : www.in-cosmetics.com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 발간

- 84 -

◯ 인-코스메틱스의 주최사 리드 엑시비션즈는 바이어, 참가업체, 참가자의 개

별 전시회 참가목적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전시회의 질적 성장을 제고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미팅테크놀로지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음.

2) 활용 미팅테크놀로지

가. 행사 콘텐츠 제작

◯ 주요 기능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운영 

온라인으로 화장품 산업 관련 전문지식 제공

- 온라인 컨퍼런스 운영

거주지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온라인 컨퍼런스 운영

◯ 구현 사례

- 대형 국제 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 브라이트톡(Bright Talk)이 추천하는 

전문 지식 콘텐츠, 웨비나(Webinar), 온라인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전시회 

개최 이전과 종료 후에도 전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음.

- 참가자와 참가업체는 주기적으로 인-코스메틱스 웹사이트를 방문해 산업 

관련 전문 정보를 습득하고, 다른 참가자와의 지속적인 온라인 네트워킹 

및 참여를 유도함.

리드 엑시비션
(Reed Exhibitions)

www.reedex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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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공식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코스메틱스 전문지식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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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치메이킹

◯ 주요 기능

- 바이어와 참가업체 매치메이킹

바이어와 참가업체를 분석하고 높은 성과 달성에 유리한 매치메이킹 진행

- 관련 바이어와 참가업체 검색

미팅을 원하는 바이어 혹은 참가업체를 검색만으로도 쉽게 메시지 전송

- 미팅내용 기록과 명함 저장

1:1 미팅을 진행한 기관의 명함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미팅내용 메모 가능

◯ 구현 사례

- 리드 엑시비션은 리드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메세 잘츠부르크 유한회사

(Reed Messe Salzburg GmbH)가 개발한 바이어 매치메이킹 어플리케이

션 리드투리드(Read2Lead)를 활용해 데이터 수집뿐 아니라 네트워킹 기

능을 지원함.

- 과거에는 단순하게 산업군 기준으로 매치메이킹을 진행했지만, 참가업체 

와 바이어의 개별 전시회 참가 목적, 출신 국가, 사업 특징 및 규모, 유통

방식 등 세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칭을 진행함.

◀ 리드투리드 어플리케이션 

   다운 후 전시회 배지를 

   스캔하면 계정이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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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이 생성되면  

   연관 있는 바이어 및 

   참가업체 정보가 

   제공되며 세부적인 

   CV를 다운할 수 있음

◀ 미팅 희망하는 바이어와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송해 스케줄 

   조정

◀ 미팅 예정인 바이어나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질문을 보낼 수 

   있음

   ex. 브로슈어 요청, 

       예산범위 조정 등



◀ 미팅에 참가한 바이어나 

   참가업체 정보를 명함 및 

   배지 스캔으로 자동 

   등록가능하며 미팅 

   내용과 사진 저장이 가능

[그림 3-11] 바이어 매치메이킹 및 데이터 분석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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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사 개최 마무리

◯ 주요 기능

- 전시회 데이터 분석

바이어, 참가업체, 참가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시회 개최현황 및 개선방

안과 관련된 세부결과 제공

◯ 구현 사례

- 리드 엑시비션의 모회사 RELX 그룹은 수집된 HPCC(High Performance

Computing Cluster) 빅데이터 플랫폼을 바탕으로 참가업체의 차기 전시

회 재참가 가능성을 3,900개 요소(소분류) - 410개 요소(중분류) - 8개 요소

(대분류)를 기준으로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함.

- 또한, 어떤 유형의 참가업체가 바이어의 만족도를 높였는지 분석하여 이를 

전시회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함.



HPCC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 달성을 지원

Ÿ INTERLOK: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스트리밍을 통한 가공

Ÿ THOR CLUSTER: 수집된 데이터의 클리닝, 변형, 링킹, 색인을 통해 빅데이터로 변형

Ÿ ROXIE CLUSTER: 색인을 통해 활용 가능한 체계화된 데이터 전달 

Ÿ ECL: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기술적 설명 

Ÿ KEL: 그래프 중심의 묘사적인 설명

Ÿ SALT: 자동적으로 스캔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을 링킹, 클러스터, 데이터 수집 및 필터링

[그림 3-12] RELX 그룹이 운영하는 HPCC 빅데이터 플랫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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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기간 중 바이어가 어떤 부스에 방문하고 얼마간 머물렀는지,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 업체와 소통하였는지 블루투스, 와이파이, 웨어

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함.

- 이를 통해 차기 전시회에 참가할 바이어와 참가업체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도록 도입이 필요한 프로그램과 변경해야 할 전시회의 구성요소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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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2016 참가업체 규모 및 특징 분석



▲ 2018 개최예정인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전시회 플로어 플랜으로 한눈에 구매 가능한

   부스 위치 및 규모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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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행사 기획과 운영 

◯ 주요 기능

- 행사장 플로어 플랜 

2D 전시장 도면을 활용하여 손쉽게 부스 위치, 규모 및 타 업체 참가현황

을 파악하고 부스 구매 가능

- 참가업체 검색

참가업체 이름 검색을 통해 해당업체가 신청한 부스 위치와 규모를 확인

◯ 구현 사례

- 엑스포캐드(EXPOCAD)에서 제작한 전시회 도면은 참가업체 검색을 통해 

부스규모 및 위치, 규모별로 구매 가능한 부스의 위치, 국가관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각 부스의 상태를 ‘구매가능’, ‘대기중’, ‘판매완료’로 구분하였으며, 2D 도

면으로 전시회 전경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함. 또한, 별도의 다운로드 작업 

없이도 화면 출력이 가능함.



▲ 참가업체를 검색하면 부스 위치, 규모, 구매여부 등 확인 가능

▲ 구매 가능한 부스를 크기에 따라서도 검색 가능

[그림 3-14]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전시회 플로어 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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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셜미디어 플랫폼

◯ 주요 기능

- 페이스북(Facebook)

‘인-코스메틱스 아시아’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생성되는 전시회 소식 공유

- 트위터(Twitter)

인-코스메틱스 그룹 전체 전시회 브랜드를 통합하여 개최정보 제공

- 링크드인(Linkedin)

인-코스메틱스 그룹은 약 1,000명 이상의 회원과의 네트워크를 보유

- 플리커(Flicker)

인-코스메틱스 그룹에서 운영하는 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현황을 사진 

콘텐츠를 통해 공유

- 유튜브(Youtube)

인코스메틱스 그룹은 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현황, 실시간 비디오, 360°

가상현실 비디오와 같은 동영상 콘텐츠 제공

- 인스타그램(Instagram)

인-코스메틱스 그룹 전시회와 관련된 사진자료 및 정보제공

◯ 구현 사례

- ‘인-코스메틱스 아시아’는 총 5개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운영하여 참가자와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전시회 온라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그림 3-15]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페이스북 채널

[그림 3-16] 인-코스메틱스 그룹 트위터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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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인-코스메틱스 그룹 플리커 채널

[그림 3-17] 인-코스메틱스 그룹 링크드인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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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인-코스메틱스 그룹 유튜브 채널

[그림 3-20] 인-코스메틱스 그룹 인스타그램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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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호텔 테크놀로지

◯ 주요 기능

- 숙박예약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개최기간 동안 예약 가능한 숙박시설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예약 가능

◯ 구현 사례

- 호텔맵(Hotelmap)은 ‘인-코스메틱스 아시아’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전시장 인근 객실정보를 제공하며 전시회 참가자는 할인된 가격

에 예약이 가능함. 한 눈에 객실 예약현황, 도심과의 거리, 편의시설, 단체

예약가능 여부 등 파악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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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주요 기능

- 전시회 정보 제공

전시회 개요, 개최장소 및 시간, 참가자 등록, 숙박시설, 주최자 등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기본정보 제공

- 프로그램 정보 제공

특별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시상식 등 전시회 개최기간 동안 진행되

는 부대행사 정보 제공

- 컨퍼런스 스케줄

컨퍼런스 주제, 스케줄, 연사정보와 함께 듣고 싶은 강연의 알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연사에게 메시지 전송 가능

- 플로어 플랜

전시회 도면을 한 눈에 파악하고 참가업체 정보와 방문하고자 하는 부스

의 동선 확인 가능

[그림 3-21] 인-코스메틱스 아시아와 호텔맵이 제공하는 인근 숙박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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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 검색

참가업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업체 소개, 부스 위치, 연락처, 주요 

제품사진 및 정보 등 확인

-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으로 연동되어 실시간으로 전시회 개최 정보 

수집

- 노트테이킹

미팅이나 컨퍼런스 진행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한 메모를 작성하고 사진 촬

영 및 보관이 가능하며, 저장된 내용은 외부로 공유 가능

◯ 구현 사례

- 인-코스메틱스 그룹은 행사 중심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인 모브리(mobLee)

와의 협업을 통해 각 전시회 브랜드별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

최지, 전시회, 숙박시설, 후원사, 연락처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함.

◀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시회 참가를 

   위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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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 

   검색으로 연락처, 

   주요 제품, 

   부스위치 등 

   정보수집 가능

◀ 컨퍼런스 일정과 

   연사정보를 

   확인해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듣고 싶은 강연을 

   저장하여 알람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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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회 도면에서 

   참가업체 위치와 

   방문하고 싶은 

   부스의 동선 

   검색이 가능

◀ 전시회 개최지 

   인근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 정보 

   습득 가능

[그림 3-22] 인-코스메틱스 아시아와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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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팅테크놀로지 기대효과

◯ 참가업체와 참가자의 참여 확대

전문정보 제공으로 참가업체와 참가자의 지속적인 행사 참여 활성화

- 주최사가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행사 종료 후에도 참

가업체와 참가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음. ‘인-코스메틱스 아시아’가 개최

되는 동안 웹사이트를 방문한 72%의 참가자가 교육 콘텐츠를 최소 5회 이

상 시청하였으며, 전시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35%의 참가자가 전문 정보습

득을 위해 웹사이트 계정에 다시 로그인 하여 온라인 네트워킹에 계속해

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시회에 대한 만족도 향상

참가업체 및 바이어의 참가목적 분석을 통한 전시회 개선

- ‘인-코스메틱스’ 주최사는 참가업체 및 바이어의 전시회 참가목적을 세부

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프로그램과 행사 기획 구성을 개선해 높은 만

족도를 달성함. 이 결과, 리드 엑시비션에서 개최하는 주요 전시회 전체 

참가업체의 차기 전시회 부스 재참가율이 평균적으로 13% 향상됨.

[그림 3-23] 리드 엑시비션 주최 전시회 참가업체 부스 재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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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어와 참가업체의 지역, 제품 특징 및 제작수량, 유통 형태 등을 세부

적으로 구분하여 1:1 네트워킹을 지원한 결과, 계약 성과를 달성한 미팅이 

2015년 8건, 2016년 80건, 2017년 200건 이상 증가함.

◯ 전시회의 국제적 성장

참가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시회 기획 및 구성 개선

-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참가자의 75%, 참가업체의 99%가 정보 제공에 동

의하여 세부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시회 참가목적에 맞는 기획 및 구성방식을 개선한 결과, 참가자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음.

- 그 결과 ‘인-코스메틱스’는 1990년 런던에서 첫 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현

재는 국제적인 전시회로 성장했으며, 전시회 브랜드는 총 6개로 확장되는 

성과를 이룸.

[그림 3-24] 인-코스메틱스 그룹 글로벌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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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참가자 및 수익증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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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커뮤니케이션 
도구

행사 콘텐츠 기획

제3장 국내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사례분석

- 105 -

5. PCMA 컨비닝 리더스

1) 테크놀로지 도입 배경

◯ 컨벤션전문가협회(Professional Convention Management Association, 이하 

PCMA)는 MICE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협회로, 지정 도시에서 

매년 1월 전 세계 MICE 전문가들을 위한 컨퍼런스인 ‘컨비닝 리더스’를 

개최하고 있음.

◯ PCMA는 미팅테크놀로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PCMA 컨비

닝 리더스’에서 글로벌 MICE 전문가들을 위한 다양한 최신 미팅테크놀로

지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활용하고 있음. 나아가 거리에 상관없

이 전 세계 참가자의 참여를 통한 전문지식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해 다

양한 유형의 미팅테크놀로지를 도입하였음.

Ÿ 행 사 명 : PCMA Convening Leaders

           (PCMA 컨비닝 리더스)

Ÿ 분    야 : MICE산업 전문 전시회

Ÿ 주    최 : 학회·협회

Ÿ 개최기간 : 2018. 1. 7-10

Ÿ 개최규모 : 5,000명 MICE 전문가 참가

Ÿ 개 최 지 : 미국 내쉬빌뮤직시티센터(Nashville Music City Center)

Ÿ 웹사이트 : www.conveningleade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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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크놀로지 기능 및 구현

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주요 기능

- 행사 정보 제공

모바일을 통해 개최지, 행사 일정, 행사장 지도, 컨퍼런스 등 정보검색

- 일정표 작성

개인별로 희망하는 컨퍼런스 세션을 선택해 일정표 작성 가능

◯ 구현 사례

- 코어앱스(Core-Apps)가 개발한 PCMA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개최지,

일정, 행사장 지도, 연사, 컨퍼런스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가 제공됨. 참가

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요한 정보 대부분을 얻을 수 있음.

- 참가자는 참석하고자 하는 세션을 별도로 표시하여 자기만의 일정표를 만

들어 관리할 수 있음. 또한, 직접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행사 기간 동안 진

행되는 각종 인터뷰, 토론, 컨퍼런스 영상 및 관련 뉴스가 실시간으로 업

로드 되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음.

- ‘톡투어텐디스(Talk to Attendees)’라는 명칭의 메시지 센터를 통해, 참가

자가 번거롭게 명함을 주고받을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

어 참가자간의 네트워킹을 더욱 활성화시킴.

PCMA
(Professional Convention 

Management Association)

www.pc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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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PCMA 컨비닝 리더스 어플리케이션 메인 홈(Main 

home)과 전체시간표

      

[그림 3-27] 어플리케이션 메시지 센터 ‘톡투어텐디스’ 및 참가자 

프로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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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시간 네트워킹 

◯ 주요 기능

- 라이브 스트리밍 및 가상회의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컨퍼런스 청강 및 가상회의 참석 가능

◯ 구현 사례

- ‘PCMA 컨비닝 리더스’는 거리적 한계와 예산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직접 

참여가 어려운 참가자를 위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참가자가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의 기기로 연사, 스폰서 및 기타 참가

자와 소통하고 각종 세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INXPO사의 온라인 이벤트 

솔루션(Online Event Solution)을 활용한 가상회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미팅테크놀로지의 도입 목적은 PCMA 브랜드 및 행사에 대한 참

가자의 기대와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상호 네트워킹 경험을 제공하고,

새로운 참가자 층을 확보해 타깃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에 있음.

◀ PCMA 컨비닝 리더스 

   라이브 스트리밍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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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라인 등록과 티케팅

◯ 주요 기능

- 참가자 온오프라인 등록

온라인과 행사장에서 모두 참가자 등록이 가능하며, PCMA 컨비닝 리더

스 등록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콘텐츠 공유를 통한 지인 초대가 가능함.

◀ PCMA 컨비닝 리더스

라이브 및 재방송 등록 

   방법

 

◀ 네리 옥스만(Neri Oxman)

기조연설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홍보 화면

[그림 3-28] PCMA 컨비닝 리더스 라이브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페이지

[그림 3-29] PCMA 컨비닝 리더스 라이브 스트리밍 

부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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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사례

- PCMA는 글로벌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인 이터치스(etouches)

와 함께 사용하기 편리하고 효율성 높은 등록 솔루션을 개발하였음.

- 이터치스의 등록 소프트웨어 모델은 효율적인 등록 관리, 배지 제작, 친구 

초대 등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함.

- 이와 같은 행사 등록 플랫폼을 통해 사전에 등록 및 비용 지불을 완료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서에 명시된 참가자 프로필을 프로그램에 사전 입력

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함.

- 또한 현장에서는 참가자가 스스로 등록, 체크인, 등록배지 프린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바코드가 새겨진 등록배지를 배부하여 참가자의 행사장 

출입 및 트랙킹과 데이터 수집을 용이하게 함.

◀ 이터치스 온라인

   등록 소프트웨어

   예시

◀ 현장 셀프 등록 

   서비스 구역 

[그림 3-30] PCMA 컨비닝 리더스 참가자 온라인 및 현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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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 커뮤니케이션 도구 

◯ 주요 기능

- 무선헤드폰

와이파이에 연결된 무선헤드폰으로 다른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컨퍼런

스 청강 가능

- 오디오 테크놀로지와 어플리케이션 연동

무선헤드폰과 PCMA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네트워킹이 가능

◯ 구현 사례

- 미팅테크놀로지를 소개하는 공간인 ‘Face2Face의 미래(The Future of

Face2Face)’ 세션에서는 연사의 발표를 청강하기 위해 무선헤드폰이 필요

함. 이 무선헤드폰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으며, 채널을 바꾸는 것만으

로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규모 컨퍼런스의 내용을 전부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 공간에는 길이 20미터, 높이 5.5미터에 이르는 대형 스크린인 더믹스

(The Mix)와 소셜월이 설치되어 있는데, 스크린에는 컨비닝 리더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소셜미디어 포스팅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함. 참가자는 무선헤드폰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채널서핑’을 하

는 동시에 다른 참가자와 네트워킹을 할 수 있음.

[그림 3-31] 무선헤드폰을 이용해 들을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좌)과 더믹스(우)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 발간

- 112 -

마. 행사 콘텐츠 기획 

◯ 주요 기능

- 연사선정을 위한 데이터 제공

전 세계 연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로필, 강연모습, 인터뷰 등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

- 연사 매치메이킹

행사 특징과 컨퍼런스 주제에 따라 적합한 연사를 선정하여 제안

◯ 구현 사례

- PCMA는 스피커Inc(SpeakInc)의 연사 선정 솔루션을 통해 각 컨퍼런스의 

연사를 선정하고 있음.

- 스피커Inc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사 데이터베이스를 보

유하고 있는 업체로, PCMA 외에도 MPI(Meeting Professional

International), IASB(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peakers Bureau)가 주요 

회원사임.

◀ 연사 이름, 지역, 

   강연 비용을 기준

   으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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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 약력, 

   강연 자료, 

   주요 발표 주제, 

   인터뷰 내용 등 

   검색이 가능하고 

이 외에도 유사한 

   연사를 추천

[그림 3-32] SpeakInc 연사 라이브러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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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 참가자 만족도 향상

실시간으로 참가자 정보 제공 및 만족도 향상

- 행사에서는 종종 일정이나 연사가 변경되는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때 참가자에게 해당 변경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

이 매우 중요함. PCMA 컨비닝 리더스는 행사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세

션 관련 정보나 일정 등의 변경사항을 참가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지함.

- 참가자 등록기술은 사전 등록자에게 개최지, 행사장을 비롯한 행사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을 수월하게 하여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가능하게 

함. 또한, 현장에서 배부되는 바코드가 새겨진 배지를 활용해 참가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추적하여 행사 개선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 가능함.

- 컨퍼런스 연사선정 솔루션을 활용해 주최사를 대신하여 연사선정 전문가

가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연사를 선정하고, 목표 참가자가 희망하는 

연사를 선정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음.

◯ 행사정보 수집 용이

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사 개선 

- 설문조사는 행사 경험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관리자는 설

문 데이터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함. 행사어플리케이션

을 활용하면 참가자가 세션에 참여한 후 행사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세션 

평가를 할 수 있고, 이 정보는 곧바로 해당 행사를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음.

◯ 참가자 실시간 참여 제고

온라인 네트워킹을 활성화와 참가자 참여 확대

- 참가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행사 경험을 공유하며 네트워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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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참가자 프로필 리스트가 업로드되어 

있어 사진이나 행사 참여 모습 등을 상호 공유하고 메시지 전송이 가능함.

-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하이브리드 행사가 처음 등장하던 시기에 행사 

기획자는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참가자의 참여도가 하락할 것으로 우려했

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남.

- 더믹스(The Mix)와 같은 대형스크린은 컨퍼런스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션을 한 곳에 모아 보여줌으로써 참가자들이 행사 곳곳

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빠르게 훑어보고자 하는 현대 참가자의 욕구를 충족시킴.

-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방송한 영상을 이후 웹사이트, 유튜브, 소셜미

디어 등 다양한 채널에 게재함으로써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2017년도 행사에서는 24개국 1,400명 이상의 사용자가 라이브 스트리밍 서

비스를 이용했으며, 이는 2016년도 수치보다 6% 상승한 결과인 것으로 나

타남. 이들 중 34%는 10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그 중 65%는 비

회원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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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사례 분석

1.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
2. LG 구매·인재개발 대회

주     최 국제기구 및 정부기관 기업

개      요

2017 AIIB 연차총회는 아시아, 태

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구축

을 목표로 중국 주도로 설립된 다

자개발은행이 매년 개최하는 총회

로, 효율적인 행사 운영과 전문 지

식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해 다양

한 유형의 미팅테크놀로지를 도입

LG 그룹사 구매담당자 약 500여명

이 참석하였으며, ‘격변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LG구매사업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

행. LG 구매 역량강화 방안과 구매

의 비전과 미션 등 시장 선도 성과 

창출을 위한 구매의 역할 재정립과 

전문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테크놀로지

적 용 분 야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2. 현장등록과 체크인

3. 실시간 네트워킹

4. 온라인 등록과 티켓팅

1. 증강·가상현실 테크놀로지

2. 현장등록과 체크인

3. 연합뉴스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4. 세계주화책임자회의

주      최 정부기관, 미디어 국제기구, 공사

개      요

연합뉴스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

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 핵 

문제 해법과 한반도 통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

주화 제조국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화와 관련한 법률, 경제, 기

술, 경영 등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

는 행사

테크놀로지

적 용 분 야

1. 참가자 입장 컨트롤 1. 상호교류와 행사 참여

[표 3-3] 국내 사례분석 대상 MICE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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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

Ÿ 행 사 명 : The 2nd AIIB Annual Meeting of the Board of Governors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연차총회)

Ÿ 분    야 : MICE산업 금융분야 정부간 회의

Ÿ 주    최 : 국제기구 및 정부

Ÿ 개최기간 : 2017. 6. 16-18

Ÿ 개최규모 : 총 4,000명, 국내외 재무장관 등 AIIB 회원국 대표단, 국제기구,        

           인프라 관련 금융/기업인, 외신기자 등

Ÿ 개 최 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Jeju)

Ÿ 웹사이트 : www.aiib2017.org

1) 테크놀로지 도입 배경

◯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하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

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과 달리 중국이 주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설립한 다자개발은행임. 매년 6

월 개최되는 AIIB 연차총회는 중국에서 1회 행사를 개최한 이후 최초로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었음.

◯ 2017 AIIB 연차총회는 각 국가 대표단 및 전문가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

율적으로 행사를 운영하며 전문 지식 교류와 참가자들간의 네트워킹을 촉

진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미팅테크놀로지를 도입하였음.

테크놀로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현장등록과 

체크인
실시간 

네트워킹
온라인 등록과 

티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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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www.AIIB.org

2) 테크놀로지 기능 및 구현

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주요 기능

- 행사 정보 제공

모바일을 통해 개최지, 행사 일정, 발표자료, 행사장소 등 정보 안내

- 참가자 상호작용

세션별 설문내용 조사 및 만족도 조사 기능 제공

사진 공유와 참가자 대상 메시지 송수신 기능 제공

- 개인화 및 네트워크 기능 

개인별 희망 컨퍼런스 세션을 선택하여 일정 스케줄링 가능

참가자간 공유 승인 절차에 따라 프로필 교환 기능 제공

◯ 구현 사례

① 행사 정보제공

- 프로그램 일정: 메인 화면에서 하루 단위로 일정과 각 세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

- 연사 및 세션 소개: 어플리케이션에 연사 소개자료를 연동하고 발표자료 

또한 PDF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

- 웹 페이지 연결: AIIB2017.org, AIIB.org 사이트 연결

- 행사장과 숙박시설 안내: 행사장 위치 및 각 프로그램별 배치도 제공, 주

요 숙박시설 위치 및 연락처 안내

- 후원사 배너·리스트: 참가기관 및 후원 기관 리스트 제공



[그림 3-3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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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가자 상호작용

- 설문조사: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모으거나 행사 내용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객관식, 주관식, 점수식의 항목으로 구성)

- 사진 앨범: 사용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기능 제공

- 메시지 푸시 알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사용자가 앱을 켜지 않아도 수신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 사용자가 푸

시 알람을 클릭하면 수신함의 내용으로 연결되어 상세 정보를 알 수 있으

며, 수신한 메세지는 수신함에 저장

③ 개인화 서비스 제공

- 키워드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 후보가 나타나고 그 중 필요한 아이

템을 선택하여 상세 정보를 조회

- 나의 일정: 사용자는 참가할 세션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일정표 관리 가능.

각 세션마다 알림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시간에 푸시 알람 설정

- 나의 프로필: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 구글플러스 계정과 연동하여 프

로필 설정 가능

④ 비즈니스 네트워킹

- 참가자 리스트, 연락카드 교환 및 채팅: 사용자는 참가자 리스트에 노출되

고 사용자끼리 연락카드를 교환하거나 채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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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등록과 체크인

◯ 주요 기능

- 종이형 RFID 배지 및 출입관리 시스템

입장이 승인된 참가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장소의 출입을 허용

◯ 구현 사례

- AIIB 연차총회는 초청된 참가자만 출입할 수 있는 보안이 매우 중요한 회

의로, 일반참가자에 개방된 일부 세션을 제외한 총회 전반의 출입을 제한

하고 있음. 보통의 RFID 명찰은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명찰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보유자와 비보유자가 구별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이형 

RFID 칩을 명찰 속에 감추어 RFID 보안 기능을 구현함.

- 출입관리 및 신속한 정보 확인을 위해 RFID 내에 등록시 검증된 신상정보

와 얼굴 사진을 내장하여 게이트 통과 시 모니터를 통해 경고음 및 얼굴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또한, RFID 시스템을 통해 최종 해당 회의 및 세션의 참가자 정보를 통해 

세션별 참가규모 및 참가자의 주요 활동 경로를 추적 확인할 수 있음.

◀ RFID 카드 내장형 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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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시간 네트워킹

◯ 주요 기능

- 201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를 위한 기간 중 진행되는 회

의를 온라인 생중계를 실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

- 개최국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

◯ 구현 사례

- USTREAM(IBM Streaming Manager)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활용

- 공개 및 비공개 채널을 구분하여 구축

◀ RFID Gate 

◀ 출입자 확인 모니터 

[그림 3-34] 행사장에서 RFID 테크놀로지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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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채널은 온라인을 통해 오픈, 비공개 회의는 행사장 내에서만 방송되는 

별도의 채널을 운영하여 전체 회의를 모니터링 관리

- 모든 중계 영상은 PC, 태블릿, 모바일 등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라이

브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구축

◀ 공개채널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 비공개채널 라이

브 스트리밍

(모니터링 겸함)

[그림 3-35]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서비스 활용

라. 온라인 등록과 티케팅

◯ 주요 기능

- 참가자는 초청된 참가자만 등록이 가능하여 온라인을 통한 등록 후

현장에서는 본인 신분 확인 후 배지 배포

◯ 구현 사례

- 글로벌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업체인 시벤트(Cvent)가 구축

- 이메일을 통한 초청 코드를 부여 받은 대표단 및 승인된 참가자만 등록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축

- 사전 참가자 프로필을 프로그램에 사전 설치,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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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ent 온라인 등록 

소프트웨어 예시

   

◀ 현장 등록 

   서비스 구역 

[그림 3-36] Cvent 참가자 현장 등록운영 예시 

3) 미팅테크놀로지 기대효과

◯ 효율적 행사 운영

실시간으로 참가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만족도 향상

- 행사에서 변경되거나 공유해야 하는 각종 자료 및 안내 정보를 어플리케

이션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리고 실시간으로 참여를 독

려할 수 있는 장점임.

- RFID 보안 기술은 비공개, 고위급 행사에서 참가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행사의 입장 등 지연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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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술은 이 RFID 보안기술과 더불어 종이형 명찰에 기능을 삽입하여 

참여자간 참여 등급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운영할 수 있게 함.

- 또한, 현장에서 본 명찰을 통해 참가자들의 관련 활동, 관련 데이터를   수

집 트래킹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향후 개최되는 총회의 핵심 세션의 규모 

설정 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참가자 참여도 제고

온라인을 통해 네트워킹을 활성화와 참가자 참여 확대

- 참가자들은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네트워킹을 하며 행사에서의 경험

을 공유할 수 있음. 모바일어플리케이션에는 참가자 프로필 리스트가 업

로드 되어 있어, 참가자들은 서로 사진, 포스팅 등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음.

-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채널의 경우 비공개 행사의 의미와 정보를 더 많

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었음.

- 또한, 라이브스트리밍의 비공개 채널은 채널을 시청해야 하는 참가자들에

게만 현장에서 모바일과 현장 스크린으로 제공함으로써 현장감을 높여주

는 시스템이 되었음.

◯ 정보 수집용이

데이터 분석을 통한 행사 개선 반영

- 설문조사는 행사 경험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관리자는 

데이터를 시스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함. 행사어플리케

이션을 활용하면 참가자가 세션에 참여한 뒤 행사어플리케이션에서 바로 

세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 정보는 곧 해당 행사를 발전시키고 문

제점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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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G 구매·인재개발 대회

Ÿ 행 사 명 : LG 구매·인재개발 대회 

Ÿ 분    야 : 기업회의

Ÿ 주    최 : 민간기업

Ÿ 개최기간 : 2017. 9. 12~9.14

Ÿ 개최규모 : 총 800명, LG그룹 인사담당자 임직원

Ÿ 개 최 지 : LG인재개발원

1) 활용 미팅테크놀로지

가. 증강·가상현실 테크놀로지

◯ 주요 기능

- 3D 홀로그램 영상과 실제 무대 퍼포머가 메시지를 담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 공연 연출 기술

◯ 구현 사례

- 무대에 3D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샤막 커튼을 설치하고 이에 홀로그램 

영상을 투사하여 진행하며, 동시에 실제 퍼포머가 등장하여 홀로그램 영

상과 함께 공연을 진행하도록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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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막 커튼과 조명 설치

◀ 3D 홀로그램 영상 상영

◀ 3D 홀로그램 영상과 무대 퍼포머 

   등장하여 콜라보레이션 공연 연출

[그림 3-37] 3D 홀로그램 공연 예시

나. 현장등록과 체크인

◯ 주요 기능

-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하고 명찰을 출력하는 기능 제공

◯ 구현 사례

- 내부 망을 통해 온라인 참가 등록 시 참가자에게 등록 바코드 모바일로 전

송하고, 전송된 바코드를 현장에서 처리 할 수 있는 바코드 리더기와 프린

터를 설치하여 본인이 직접 명찰을 부여 하는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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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신청 시 바코드 등록 코드 

   참가자에게 전송

◀ 바코드 리더기에 모바일 접촉

   (리더기와 출력기)

◀ 리더기 정보에 따라

   현장 명찰 출력

[그림 3-38] 참가자 현장등록 바코드 활용 예시

2) 미팅테크놀로지 기대효과

◯ 행사의 메시지 주목도를 높이는 효과

- 최근의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고, 실제 퍼포머의 공연 연출 기법을 통해 

관심을 환기하고 이를 통해 행사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

◯ 효율적 행사 운영

- 본 행사의 경우 짧은 시간 내 많은 참가자가 등록 및 명찰을 출력해야 입

장 가능한 행사로 참가자 본인이 모바일만 리더기에 접촉하면 등록과 동

시에 명찰 출력이 가능하여 시간 단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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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합뉴스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Ÿ 행 사 명 : 연합뉴스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Ÿ 분    야 : 심포지엄

Ÿ 주    최 : 정부기관, 미디어

Ÿ 개최기간 : 2016. 5. 27

Ÿ 개최규모 : 총 400명, 국내외 통일관련 정/학계 전문가 및 일반인 등

Ÿ 개 최 지 : 웨스틴 조선 호텔

Ÿ 웹사이트 : www.onekorea2016.co.kr

1) 활용 미팅테크놀로지

가. 참가자 입장 컨트롤

◯ 주요 기능

- 국내 스피커 및 VIP 참석, 미참석에 따라 행사 시작 전까지 좌석 배치에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을 현장에서 등록된 참가자 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

에서 드래그앤드래그 방식으로 신속하게 재배치하고, 이를 외부 모니터와 

스크린에 송출하여 안정적인 행사 구현이 가능

◯ 구현 사례

- 온라인 등록된 참가자 중 VIP와 Speaker의 행사장 좌석 배치를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재배치하여 외부 모니터와 스크린으로 송출하는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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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팅테크놀로지 기대효과

◯ 안정적인 VIP 의전 및 효율적 업무 수행 효과 

- VIP 참가자와 연사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좌석배치와 안내에 어려움이 있

으나, 참가자 입장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신속하게 좌석을 배치

하고 안내할 수 있음. 이로써 행사개최 이전까지의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행사 현장에서 참가자 또한 신속한 좌석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매끄러운 

행사운영이 이뤄지는 효과가 있음.

◀ 온라인 등록 

   서비스 구역 

◀ 등록 정보

   관리 구역 

◀ 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드래그 하여 해당 테이블 위치배치

   (본 화면을 외부 화면으로 송출)

 - ‘마이스허브’ 솔루션사 개발제품

[그림 3-39] 온라인 등록 참가자 관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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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주화책임자회의

Ÿ 행 사 명 : 세계주화책임자회의 30th 

Ÿ 분    야 : 컨퍼런스, 회의

Ÿ 주    최 : 한국조폐공사

Ÿ 개최기간 : 2018. 4. 22 ~ 4. 26

Ÿ 개최규모 : 42개국 총 300여 명

Ÿ 개 최 지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Ÿ 웹사이트 : www.mdc2018.com

1) 활용 미팅테크놀로지

가. 상호교류와 행사 참여

◯ 주요 기능

- 연사의 문제 출제 기능 

청중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실시간 조작을 통해 주관식과 객관식으로 

제시 가능

- 청중의 질문 기능

궁금한 내용을 강연 도중에 바로 전송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질문을 추

천하여 공감 표현 가능

[그림 3-40] 연사의 질문에 응답하는 참가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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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 사례

- 심플로우(Simplow)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해야 하는 기존의 불

편함을 없애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브라우저를 통해 사용 가능(무설치)

- 스마트폰, 타블렛, 노트북 등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이 가능한 어떤 기기에

서나 사용이 가능(실시간 응답 확인)

-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

-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최근 청중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고 그러한 소통

의 내용을 현장에서 바로 노출할 수 있음.

▲ 기본 화면 예시

▲ 발표 화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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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플로우(Down-Flow) 화면 예시 

▲ 업플로우(Up-Flow) 화면 예시

[그림 3-41] 심플로우(Simplow)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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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가이드

◯ 본 장에서는 행사 주최자가 컨퍼런스, 컨벤션, 전시회 등을 효율적으로 기

획하고 운영하는 데에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팅테크놀로

지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테크놀로지의 기능과 역할, 그리

고 활용방법을 제시하였음.

- 행사기획 및 운영 업무에 따라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이 가능한 경우 

‘tech+’로 표시하였으며, 3장에서 소개한 국내외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사

례와 5장 미팅테크놀로지 관련 업체 디렉토리를 함께 소개하였음.

- 행사기획 및 운영 단계에 따라 표에서 제시한 미팅테크놀로지는 대부분 

무료로 활용 가능하지만 유료일 경우에 별도 표기하였음.

◯ 미팅테크놀로지의 유형은 ‘행사장과 데스티네이션’, ‘행사 등록과 체크인’,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컨시어지’, ‘행사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참가자 참여와 상호네트워킹’, 그리고 ‘네트워킹과 

매치메이킹’과 같은 7개의 대분류로 구분됨.

1. 행사장과 데스티네이션

Venue and Destination

행사 개최지 선정을 위한 관련정보 및 

실시간 예약 서비스 제공 플랫폼

2. 행사 등록과 체크인

Event Registration and Check In

참가자 행사 등록과 자동 체크인 및 

참가자 관리 서비스

3.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 

Event Management Software

행사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주최자 

맞춤형 업무지원 서비스 

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컨시어지

Mobile Apps, AI and Concierge 

정보 제공과 참가자 네트워킹 촉진을 

위해 주최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5. 행사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Event Marketing and Social Media

행사 마케팅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참가자 

네트워킹을 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

6. 참가자 참여와 상호네트워킹

Engagement and Interaction

참가자간 원활한 네트워킹과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7. 네트워킹과 매치메이킹

Networking and Matchmaking

참가업체와 바이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프로그램 

[표 4-1] 행사기획 및 운영 업무에 따른 미팅테크놀로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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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기획 및 운영단계는 ‘행사 전: 행사 기획과 홍보’, ‘행사 중: 행사 운

영’, ‘행사 후: 개최 결과 분석’과 같이 3단계로 구분됨. 아래의 그림에 각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미팅테크놀로지의 종류와 주요 기능을 제시하였

으며, 동일한 미팅테크놀로지라 할지라도 활용되는 업무 단계에 따라 세부

적인 활용 기능 및 방안이 상이함.

 행사 전: 행사 기획과 홍보 (Planning and Marketing)

Ÿ 행사장과 데스티네이션: 행사 개최지 선정 및 실시간 온라인 예약

Ÿ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 행사 기획과 운영

Ÿ 행사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행사 홍보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마케팅

Ÿ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컨시어지: 행사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마케팅

Ÿ 네트워킹과 매치메이킹: 참가자 데이터 기반 사전 매치메이킹

Ÿ 행사 등록: 온라인 사전 등록과 결제

 행사 중: 행사 운영 (Managing & Operating)

Ÿ 행사 등록과 체크인: 온라인 및 현장 등록, 참가자 컨트롤

Ÿ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 현장 커뮤니케이션, 행사장 운영과 참가자 트래킹

Ÿ 행사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실시간 네트워킹

Ÿ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컨시어지: 행사 정보제공, 참가자 네트워킹 촉진 

Ÿ 참가자 참여와 상호네트워킹: 참가자 커뮤니케이션과 경험 증대

Ÿ 네트워킹과 매치메이킹: 행사 데이터 수집, 설문조사 및 만족도 분석

 행사 후: 개최 결과 분석 (Evaluating)

Ÿ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 행사 개최 결과보고서 작성

Ÿ 행사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고객관리와 지속적 네트워킹

[그림 4-1] 행사기획 및 운영 단계에 따라 활용 가능한 미팅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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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행사장과 데스티네이션

행사장과 데스티네이션은 행사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미팅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최적의 행사 개최지 및 행사장을 선정할 

수 있음. 행사장 및 데스티네이션 선정을 위한 미팅테크놀로지에는 행사장 검색 및 비

교 플랫폼, 가상현실 투어 기술, 참가자 네트워킹 채널과 와이파이, 행사장 이동 동선 

안내, 숙박 및 항공 예약 서비스 등이 포함됨. 

1. 개최지 및 행사장 선정

① 행사장 선정 고려사항

② 타깃 참가자에 대한 이해 

③ 행사장 비교 툴 활용 (tech+)

④ 유니크베뉴와 행사 콘텐츠 구상

⑤ 관광 및 숙박 정보 활용

⑥ 컨벤션센터 가상현실 투어 (tech+)

⑦ 전시회 가상현실 투어 (tech+)

⑧ 호텔 가상현실 투어 (tech+)

⑨ 참가자 네트워킹 채널과 와이파이 

2. 행사장 최종 평가

① 행사장 이용 만족도 및 가격비교

② 행사장 도면 활용

③ 최종 행사장 선정

3. 교통 네트워크

① 대중교통 네트워크 활용 (tech+)

② 항공 스케줄 정보 실시간 제공 (tech+)

③ 참가자 여행일정 계획 (tech+)

④ 실시간 교통 및 주차정보 (tech+)

4. 호텔 테크놀로지

① 객실 예약과 가격 비교 시스템 (tech+)

② 가상 안내원 서비스  (tech+)

③ 호텔 자동화 시스템 (tech+)

5. 행사장 테크놀로지

① 행사 개최 특징에 따른 행사장 분리 (tech+)

② 친환경 행사 개최 

③ 참가자 소통 콘텐츠 개발 

④ 행사장 이동 동선안내 서비스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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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최지 및 행사장 선정

① 행사장 선정 고려사항

Ÿ 행사 주최자가 행사장 선정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 고

려사항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행사장 운영기관

에 제안서를 요청할 수 있음.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Ÿ 행사 개최 날짜 선정가능 여부

Ÿ 행사장과 편의시설의 특징

Ÿ 최대 수용가능 인원의 규모

Ÿ 행사장 운영 기술 지원가능 여부

Ÿ 행사장 운영 인력 지원가능 규모

Ÿ 행사장 케이터링 서비스

Ÿ 과거 행사 개최 연혁

Ÿ 지질 및 기후학적 특징

Ÿ 교통 접근가능성

Ÿ 인근 숙박시설 여부

Ÿ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

Ÿ 행사 운영의 지속가능성

Ÿ 인근 행사장과 임대비용 비교

Ÿ 행사장 브랜드 이미지

[표 4-2] 행사장 선정 고려사항 내외부적 요인

② 타깃 참가자에 대한 이해

Ÿ 행사 주최자는 타깃 참가자가 어떤 유형의 미팅테크놀로지, 프로그램 콘텐츠, 행사 개최 형

식을 선호하는지, 행사 참가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지 등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사장 선정 기준을 수립할 수 있음.

Ÿ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립된 ‘명확한 행사장 선정 기준’은 행사장 운영기관과 계약금

액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

참가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행사 참가 

목적과 기대사항

행사장 내부 

동선
참가자 네트워킹

직·간접적 

과거 경험

[그림 4-2] 타깃 참가자 특징 파악 요소

③ 행사장 비교 툴 활용 (tech+)

Ÿ 행사장별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행사장 비교 툴을 활용하여 효율적

인 의사결정을 해야 함.



제4장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가이드

- 139 -

Ÿ 특히, 선호하는 행사장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해당 행사장의 행사개최 이력, 주최

자의 만족도 및 평가, 임대 요율 등을 조사하고 이해해야 함.

[그림 4-3] 한국관광공사 K-MICE 베뉴파인더

구분 사이트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국내 전시장 안내 www.akei.or.kr

한국관광공사 K-MICE 베뉴파인더 k-mice.visitkorea.or.kr

MICE 서울 컨벤션 시설 검색 kr.miceseoul.com/venue-finder/?center=1

인천 스마트 마이스 베뉴파인더 visitincheon.or.kr

[표 4-3] 국내 주요 행사장 비교 툴 

사 례 해외 3.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7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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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유니크베뉴와 행사 콘텐츠 구상

Ÿ 행사 주최자는 회의나 전시회 주최가 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유니크베뉴를 행사장

으로 선정하여 참가자의 기억에 남을 만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주최자 사이에서 유니크베뉴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고 있음.

Ÿ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유니크베뉴 홍보 및 활용  증진을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엄격

한 심사 기준을 거쳐 선정된 <Korea Unique Venue>를 2018년 1월 발표했음.

분 류 사이트

서울관광재단 MICE 서울 유니크베뉴 kr.miceseoul.com/venue

한국관광공사 K-MICE 유니크베뉴 k-mice.visitkorea.or.kr

[표 4-4] 국내 주요 유니크베뉴 비교 툴

[그림 4-4] K-MICE 유니크 베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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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광 및 숙박 정보 활용

Ÿ 지자체 관광·컨벤션뷰로와 컨벤션센터는 웹사이트에 지역 주요 관광코스, 교통정보, 문

화행사, 숙박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광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Ÿ 주최자는 이러한 지역 관광정보를 행사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에 공유해 참가자의 

행사장 방문 및 주변지역 관광을 쉽게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

⑥ 컨벤션센터 가상현실 투어 (tech+)

Ÿ 가상현실 투어와 행사장 탐색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행사 주최자는 직접 행사장에 방문

하지 않고도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어, 행사장 사전답사와 선정 과정에 소요되는 추

가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함.

[그림 4-5] 인천 Smart MICE – 맞춤형 관광 데이터 검색 및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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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사이트

킨텍스 kintex.gigachances.com

송도컨벤시아 www.songdoconvensia.com

제주국제컨벤션센터 www.iccjeju.co.kr

[표 4-5] 가상현실투어 제공 국내 주요 컨벤션센터 

[그림 4-6] 송도컨벤시아 – 가상현실투어 시설가이드

⑦ 전시회 가상현실 투어 (tech+)

Ÿ 가상현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참가업체 부스에서 전시회 기술이나 서비스를 간접적으

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참가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음.

Ÿ 전시회 주최자가 가상현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참가자가 간접적으

로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으며, 이는 전시회와 참가업체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로도 활

용될 수 있음.

분 류 사이트

서울모터쇼(Seoul Motor Show) motorshowvr.com

캐논엑스포(Canon Expo) www.eyerevolution.co.uk

[표 4-6] 전시회 가상현실 투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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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서울모터쇼 - 가상현실투어

⑧ 호텔 가상현실 투어 (tech+)

Ÿ 컨벤션센터뿐 아니라 몇 곳의 호텔은 호텔 시설과 객실 정보를 온라인 기반의 가상현

실 비디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Ÿ 호텔 가상현실 투어 서비스는 호텔 및 행사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 도구로 활용됨.

분 류 사이트

제주부영호텔&리조트 www.booyoungjejuhotel.com

더 플라자 호텔 www.hoteltheplaza.com

부산 롯데호텔 vr2.dreamvrad.net/lottehotel

[표 4-7] 가상현실투어 서비스 제공 주요 호텔

사 례 해외 3.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75p

디렉토리

VR 콘텐츠 제작

2. 기가찬

6. 레드로버

11. 모젼스랩

13. 브이이이코리아

16. 서커스컴퍼니  

19. 씨큐브디자인스튜디오

25. 유니브이알

38. 포더비전

207p

211p

216p

218p

221p

224p

230p

243p

영상 솔루션 제공

7. 렌탈은행

39. 한국AV

212p

24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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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참가자 네트워킹 채널과 와이파이

Ÿ 참가자간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라이브 스트리밍 이용, 행사 및 컨퍼런스 스케줄 확인 

등 행사 참여에 있어서 와이파이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활용됨.

Ÿ 때문에 주최자는 행사장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의 속도, 광역 범위, 수용 규모 등과 같

은 기술적인 사항을 사전에 테스트해야 함.

Ÿ 와이파이 ID는 행사명과 동일하게 설정할 것을 추천하며, 이는 참가자가 와이파이 ID

를 찾기 위해 헤매지 않고 쉽게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Ÿ 행사 개최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가 상시 연결되어 있

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음. 만약 인터넷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오프라인으로 결제 가능한 대체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야 함.

2. 행사장 최종 평가

① 행사장 이용 만족도 및 가격비교

Ÿ 과거에 행사장을 방문한 주최자와 참가자가 행사장의 시설, 케이터링 서비스, 접근성 

등과 같이 행사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최자는 행사장 운영 기관에 추가 정보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

[그림 4-8] 제주부영호텔&리조트 - 가상현실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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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구글에서 제공하는 위치검색 기능을 통해 방문객이 직접 매긴 별점과 평가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불특정 다수의 견해이기 때문에 최종 의사결정보다는 참

고 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추천함.

Ÿ 주최자에게 행사장 임대료는 효율적 예산운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

문에, 행사 운영을 통한 예상 수익과 임대료를 사전에 계산할 필요가 있음. 코엑스 웹

사이트에서는 전시장 사용면적에 따른 임대료를 자동으로 계산 가능함.

[그림 4-9] 구글지도 - 전시장 리뷰

[그림 4-10] 코엑스 웹사이트 - 임대료 자동 계산기 

② 행사장 도면 활용

Ÿ 대부분의 컨벤션센터와 호텔은 웹사이트를 통해 시설 규모 및 특징, 입구 및 출구, 제

공서비스 등의 정보를 2D, 3D 캐드(CAD), PDF, 이미지(JEPG) 등으로 제공함.

Ÿ 전시회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많을 경우 PDF 대신 디지털 맵을 제공해 행사 참가자에

게 참가업체와 부스위치 검색, 참가업체 정보 수집, 관심업체 등록 등이 가능함.

Ÿ 행사장 도면은 누구나 쉽게 사용가능하며 행사장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 과정을 사전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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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종 행사장 선정

Ÿ 최종 행사장이 선정된 이후 주최자는 행사 공간 활용 계획이 행사장 운영기관에게 명

확히 전달되었는지 계약 조항을 상세하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Ÿ 또한 안전, 보안, 최대 수용가능 인원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행사 개최 기간 동안 비상 문

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음.

사 례 해외 4.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83p

디렉토리
디지털맵 제작

34. 킨터치 239p

[그림 4-11] 서울공작기계대전(SIMTOS) – 디지털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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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 네트워크

① 대중교통 네트워크 활용 (tech+)

Ÿ 대부분의 지자체는 디지털화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버스와 지하철 도착

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함.

Ÿ 주최자는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행사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해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참가

자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도울 수 있음.

Ÿ 행사 운영기간에 교통체증과 같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어플리케이션 알람 기

능을 사용해 다른 이동경로를 안내해 원활한 행사 참여를 도울 수 있음.

분 류 사이트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topis.seoul.go.kr

부산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its.busan.go.kr 

인천광역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us.incheon.go.kr

대구광역시 교통종합정보 car.daegu.go.kr

대전교통정보센터 traffic.daejeon.go.kr 

광주광역시 버스운행정보 bus.gjcity.net

울산교통관리센터 www.its.ulsan.kr

킨텍스(KINTEX) 인근 교통정보 www.kintex.com

[표 4-8]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주요 서비스

② 항공 스케줄 정보 실시간 제공 (tech+)

Ÿ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개최한다면, 주최자는 공항에서 제공하는 항공 스케줄 정보를 실

시간으로 체크할 것을 추천함.

Ÿ VIP, 연사, 바이어를 대상으로 비행기 연착 정보를 이메일이나 어플리케이션 알람 서비

스로 제공해 행사 참가자의 여행일정을 도울 수 있음.

실시간 항공 서비스 사이트

항공정보포털시스템 www.airportal.co.kr

실시간 항공편 추적기 ko.flightaware.com

인천국제공항 www.airport.kr 

[표 4-9] 가상현실투어 서비스 제공 주요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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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가자 여행일정 계획 (tech+)

Ÿ 행사 주최자는 해외 참가자, 바이어, 참가업체의 여행일정을 통해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나 웹사이트를 소개해 손쉬운 여행계획을 도울 수 있음.

Ÿ 이때 주의할 사항은 사전등록과 동시에 행사 주최자는 도시 여행정보와 관련된 콘텐츠

를 제공해 참가자가 비행기 예약과 동시에 여행일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분 류 사이트

어스토리(earthory) www.earthtory.com

위시빈(wishbeen) www.wishbeen.co.kr

투어플랜비(tourplanb) www.tourplanb.com

[표 4-10] 여행일정 플래너 주요 서비스

[그림 4-12] 투어플랜비 - 여행일정 플래너 서비스

④ 실시간 교통 및 주차정보 (tech+)

Ÿ 참가자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 이용 현황, 대체 주차장소 안내 등을 웹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해 참가자 편의를 도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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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사이트

킨텍스(KINTEX) www.kintex.com/client/c020501/c020501_00.jsp

벡스코(Bexco) www.onestore.co.kr/userpoc/apps/view?pid=0000712277

[표 4-11] 실시간 주차안내 제공 주요 컨벤션센터

4. 호텔 테크놀로지

① 객실 예약과 가격 비교 시스템 (tech+)

Ÿ 과거에는 호텔 객실 예약을 위해 웹사이트에서 객실 정보를 확인하고 유선상으로 추가 

문의를 하는 과정을 거친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온라인상으로 모든 객실 예약이 가능함.

Ÿ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채널과 연된된 챗봇(chat bot)은 메시지 전송만

으로 실시간 자동 응답해 누구나 손쉽게 객실을 예약할 수 있음.

[그림 4-14] 벡스코 어플리케이션 - 

실시간 주차안내
[그림 4-13] 킨텍스 웹사이트 - 

실시간 주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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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사이트

호텔엔조이(hotelnjoy) www.hotelnjoy.com 

데일리호텔(daily hotel) corp.dailyhotel.co.kr 

호텔나우(hotel now) www.hotelnow.co.kr 

[표 4-12] 챗봇을 도입한 주요 호텔예약 서비스

② 가상 안내원 서비스 (tech+)

Ÿ 참가자는 숙박하는 동안 프론트 데스크를 방문해 직접 문의하지 않더라도 유명 레스토

랑, 주요 관광지, 행사 일정, 교통현황 등과 같은 도시 관광정보를 가상 안내원 서비스

(Virtual Concierge Servic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③ 호텔 자동화 시스템 (tech+)

Ÿ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객실 예약과 카드키 기능을 대신하며,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호

텔 서비스나 객실 예약, 주차장 위치 확인, 탄소 발자국 측정 등과 같은 호텔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호텔이용 편의를 돕고 커스터마이즈(customize)화된 알림메시지 

전송을 통해 고객관리가 가능함.

분 류 사이트

신라호텔 www.shillahotels.com 

롯데호텔 www.lottehotel.com 

워커힐호텔 www.walkerhill.com 

[표 4-14] 예약 어플리케이션 제공 주요 호텔

분 류 사이트

레드타이버틀러(redtiebutler) www.redtiebutler.com

[표 4-13] 호텔 컨시어지 제공 주요 서비스

사 례 해외 4.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8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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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사장 테크놀로지

① 행사 개최 특징에 따른 행사장 분리 (tech+)

Ÿ 오늘날 대부분의 행사장은 자체 예약 및 운영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행사 주

최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공간 재구성이 가능함.

Ÿ 예를 들어 행사 홀 분리, 자동 냉난방 시스템, 화재 및 안전 시스템, 디스플레이 변형 

등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자동으로 설정 가능하며, 이러한 행사장 자동화 테크놀로지는 

행사 주최자의 현장 운영을 돕는 어시스턴트와 같음.

② 친환경 행사 개최

Ÿ 친환경 전시장 운영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태양열, 지열, 수력, 자동 난방, 전기차단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행사 개최 기간 동안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음.

Ÿ 행사 주최자는 단순히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참가자, 참가업체, 바

이어와 함께 친환경 행사 실현이 가능함.

Ÿ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서 개발한 ISO

20121 이벤트지속가능성경영시스템은 행사 개최를 통해 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사회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툴을 말함. 한국표준협회(Korea

Standards Association, KSA)를 통해 행사 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그림 4-15] 2020년 오픈 예정인 뉴질랜드 컨벤션센터 행사장 도면 구상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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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가자 소통 콘텐츠 개발

Ÿ 행사장 운영기관은 행사장의 설립과정, 역사, 운영 현황, 특징, 주요 개최행사 등과 같

은 콘텐츠로 구성된 가상현실 비디오를 제작해 행사장 방문객 인상에 남을 만한 경험 

마케팅을 선사할 수 있음.

④ 행사장 이동 동선안내 서비스 (tech+)

Ÿ 행사장 운영의 대표적인 테크놀로지는 무선인식 칩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비콘,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음. 행사 주최자는 참가자 동선을 안내할 뿐

만 아니라 수집된 참가자 이동경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함.

분 류 사이트

코엑스마이스 www.coex.co.kr

스마트벡스코 www.bexco.co.kr

[표 4-15] 비콘 기반 어플리케이션 제공 주요 컨벤션센터

사 례 해외 4.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83p

[그림 4-16] 스마트벡스코 – 비콘기반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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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행사 등록과 체크인

등록 및 체크인 단계는 참가자가 현장에서 처음으로 특정 행사에 대한 인상을 받게 

되는 시점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등록 및 체크인이 매우 중요함.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참가자의 행사 등록 과정을 효율적으로 돕는 한편, 주최자의 참가자 행사장 

동선 컨트롤이 가능함.

1. 온라인 등록과 티케팅

① 참가자 온라인 등록 시스템

② 행사 개최목적 달성을 위한 바이어 특징 파악

③ 차기 행사 준비를 위한 참가자 정보 수집

④ 티켓 할인 마케팅 

2. 개인정보 보안

① 사전 동의 및 참가 약관 수립

② 참가자 데이터 보안

③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의 시행

3. 예산관리
① 행사 운영과 예산 관리 (tech+)

② 행사 운영 목표 설정

4. 현장등록과 체크인
① 행사 현장 운영 테크놀로지

② 참가자 입장과 동선 설정

5. 참가자 입장 컨트롤

① 참가자 자동 컨트롤 시스템 (tech+)

② 참가자 관리와 NFC 시스템 (tech+)

③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결제 서비스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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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등록과 티켓팅

① 참가자 온라인 등록 시스템

Ÿ 온라인 등록 시스템은 참가자가 행사 참가를 위해 가장 먼저 이용하는 서비스로 행사

에 대한 첫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주최자는 참가자가 웹사이트나 모바일로 쉽고 빠르

게 등록할 수 있는 단순한 형식의 질문지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Ÿ 이전에 웹사이트를 방문한 참가자가 개인정보를 추가 입력할 필요 없이 과거 작성내역

을 불러오는 자동화 시스템은 참가자 등록과정의 편의를 도움.

Ÿ 행사 기획자는 참가자 데이터를 온라인상에서 관리하고 행사 참가를 위한 지불, 할인,

세금납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거래가 가능함.

Ÿ 주최자는 이러한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 오픈되기 전 문제점이 없는지 최종 점검 과정

을 거쳐야 하며,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 빠르게 시스템 관리자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메시지 전송 기능을 갖춰야 함.

② 행사 개최목적 달성을 위한 바이어 특징 파악

Ÿ 무료로 개최되는 행사일지라도 효율적인 행사장 운영과 안전을 위해 몇 명의 참가자가 

행사에 등록했는지 정확한 규모 파악이 필요함.

Ÿ 행사 주최자는 참가업체가 사전등록에 작성한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매

칭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바이어 수요에 맞는 비즈니스 매치메이킹이 가능함.

분 류 세부사항

회사 기본정보 회사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회사규모 연간수익, 종사자수, 설립연도, 수출규모 및 대상 국가

사업 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주요 제품 소개 제품 가격, 기능에 대한 상세 설명, 사진자료 등

바이어 관련 사항
관심 바이어 산업 분야 및 직종, 타깃 국가, 거래 예산, 비즈매칭 프

로그램 참가 목적, 기타 기대사항 등

[표 4-16] 바이어 특징 파악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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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차기 행사 준비를 위한 참가자 정보 수집

Ÿ 행사장에서 수집된 참가자 이메일 데이터를 통해 어떤 목적으로 행사에 참가하는지 그

리고 어떤 그룹이 주를 이루는지 등과 같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함.

Ÿ 주최자는 참가자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차기 개최될 행사에 대한 현실적인 기획안

수립이 가능함.

분 류 세부사항

참가자 기본정보 회사명, 성명, 소속부서, 직책, 연락처

회사규모 연간수익, 종사자수, 설립연도

사업분야 1순위, 2순위, 3순위

행사 관련 사항
행사 참가 목적, 행사 방문 기간, 행사 참여 프로그램, 행사 정보수

집 경로, 행사 참가 성과, 행사 만족도 및 개선사항 등

[표 4-17] 참가자 특징 파악 요소

④ 티켓 할인 마케팅

Ÿ 주최자는 티켓 마케팅을 위해 스텝, 스폰서, 연사, 참가업체에게 각기 다른 할인코드를 

제공해 누가 가장 참가자 마케팅에 영향력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티켓 판

매 전략을 세울 수 있음.

Ÿ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티켓 할인 마케팅 전략은 VIP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티

켓, 초기 티켓 구매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얼리버드 티겟, 여러 장을 묶어서 

판매하는 그룹 티켓 외에도 소셜커머스 티켓 판매 웹사이트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방

법이 있음.

분 류 사이트 비 고

네이버 QR코드 제작 qr.naver.com

바코드 생성기 barcode.tec-it.com

캔고루 www.cango.to 유료

온오프믹스 www.onoffmix.com 유료

[표 4-18] 주요 티켓 마케팅 활용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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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안

① 사전 동의 및 참가 약관 수립

Ÿ 개인정보보호 및 노쇼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최자는 참가자의 등록과 동시에 

행사 참여 약관과 조항에 동의하는 과정을 수립해야 함.

Ÿ 하지만 조항 수립에도 불구하고 행사 특성상 노쇼 바이어가 행사 운영에 있어서 큰 차

질을 끼친다면, 등록을 취소하는 바이어에게 일정 금액의 패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② 참가자 데이터 보안

Ÿ 행사 주최자는 참가자 안전과 같은 물리적 보안 문제 외에도 스팸, 바이러스,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함.

Ÿ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주최자는 참가자가 등록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삭제되었는지 재확인 과정을 거쳐 보안문제를 철저히 해야 함.

③ 유럽연합 개인정보호 규정(GDPR)의 시행

Ÿ 개인정보 이동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설립한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2018년 5월 부로 시행되고 있음.

Ÿ GDPR에 따르면 행사 개최 지역에 상관없이 유럽국적의 참가자 데이터를 개인정보보호 

통제국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행사 주최자는 해당 규정 숙지가 필요함.

3. 예산관리

① 행사 운영과 예산 관리 (tech+)

Ÿ 행사를 기획할 때 주로 사용되는 미팅테크놀로지 중 하나인 회계관리시스템은 예산안 

작성부터 수입과 지출 관리까지 행사 운영에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온라인상으로 확

인 가능하도록 함.

Ÿ 행사 주최자는 과거에 예산을 다루었던 경험이나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

도 미팅테크놀로지 솔루션의 도움으로 손쉽게 행사 예산안을 기획해 관리할 수 있음.



제4장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가이드

- 157 -

② 행사 운영 목표 설정

Ÿ 행사 주최자는 티켓 판매를 통해 얼마 만큼의 수익을 달성하고 싶은지 목표를 먼저 세

우고, 이에 따른 행사 마케팅 및 예산운영 전략을 설정해야 함.

Ÿ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할 것인지, 실제로 어디

에 많은 지출을 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남은 예산은 얼마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음.

1 행사 개최목적 설정

2 타깃 참가자·바이어·참가업체 선정

3 행사 개최 이점과 가치 평가

4 행사 마케팅 도구 선정

5 예상 지출과 수입에 따른 예산 산정

[표 4-19] 행사개최 전략 수립 5단계

4. 현장등록과 체크인

① 행사 현장 운영 테크놀로지

Ÿ 행사장 현장에서 참가자 등록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미팅테크놀로지는 비콘, QR 코드,

어플리케이션, 스캐너, 안면인식, NFC, RFID 등임. 이러한 미팅테크놀로지는 참가자의 

행사장 체크인,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 일정표 확인, 행사 정보 검색 등을 간편하게 하

는 효과가 있음.

Ÿ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핸드폰 디바이스를 통해 추가적인 노력을 들여 다운받아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주최자는 사용방법을 설명해주는 안내요원을 행사장 입구에 

별도 배치해 참가자에게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음.

② 참가자 입장과 동선 설정

Ÿ 주최자는 행사 등록 데스크를 운영하기 전 몇 명의 참가자가 방문할 것인지, 등록에 소

요되는 시간과 인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각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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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러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주최자는 참가자 입장 과정을 간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는 야외 행사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이 가능함.

5. 참가자 컨트롤 테크놀로지

① 참가자 자동 컨트롤 시스템 (tech+)

Ÿ 주최자는 실시간으로 몇 명의 참가자가 사전등록을 하였고 몇 개의 티켓이 판매되었는

지 행사 개최 규모를 파악하여 유동적으로 행사장 현장 운영계획에 반영해 효과적인 

참가자 관리가 가능함.

Ÿ 특히 참가자에 따라 자석배치가 시시때때로 변경되는 VIP 만찬과 같은 경우 참가자 소

속 및 특징에 따라 자동으로 원형테이블 배석이 가능함.

[그림 4-17] 붐셋(boomset) - 참가자 관리 온라인 통합시스템

사 례

해외 1. 오스트레일리아 위크 인 차이나 63p

해외 5. PCMA 컨비닝 리더스 105p

국내 1. AIIB 연차총회 117p

국내 2. LG 구매·인재개발 대회 125p

디렉토리

참가자 등록 시스템 제작과 운영

17. 시스포유

22. 아임스인터내셔널

26. 유비컴

222p

227p

23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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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참가자 관리와 NFC 시스템 (tech+)

Ÿ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복잡한 행사일 경우 참가자 컨트롤을 위해 

NFC 기능이 탑재된 배지 스캔만으로도 참가자 개인정보와 프로그램 등록 현황 파악이 

가능함.

Ÿ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NFC 리더기로 결제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참가자가 오랜 기간 줄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이 신속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함.

Ÿ 행사 주최자는 NFC 시스템 도입에 예산문제가 있다면, 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체 가능함.

③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결제 서비스 (tech+)

Ÿ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NFC 기능이 부착된 시계, 팔찌, 장갑, 목걸이, 안경 등과 같이 신

체에 착용하여 사용하는 전자장치를 말하며, 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가상현실 헤드셋

이 가장 대중화되었음.

Ÿ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참가자의 신체적 활동이 많은 축제, 스포츠 행사 등과 같은 야외

행사에서 입장배지, 어플리케이션, 결제 시스템 등을 대체해 행사 정보제공 및 참가자 

컨트롤에 유용함.

Ÿ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해 결제하는 온라인 시스템은 가상의 데이터를 기

반으로 하기 때문에 행사장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할 염려가 없음.

Ÿ 행사 주최자는 다양한 방법의 등록비 온라인 결제 시스템 중, 타깃 참가자가 어떤 방법

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국제적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국제법상에 어긋나지 않는 

지 등의 여부를 파악해 미팅테크놀로지 사용을 결정해야 함.

[그림 4-18] 2018 평창 동계올림픽 - VISA카드 NFC 결제 장갑과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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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는 행사 기획부터 운영 및 마케팅 활동까지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all-in-one solution)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사 기획과 운영에 도

움을 주어 행사 주최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음.

1.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 활용

① 행사관리통합소프트웨어 (tech+)

② 행사관리통합소프트웨어의 활용 

③ 자료 공유 및 네트워킹 (tech+)

2. 현장 커뮤니케이션 도구

① 무전기를 활용한 신속한 현장 네트워킹 (tech+)

② 실시간 네트워킹 플랫폼 (tech+)

③ 회의내용 기록 및 저장 (tech+)

3. 현장 운영과 참가자 트래킹

① 참가자 동선 분석 (tech+)

② 참가자 행사 참가현황 분석 (tech+)

③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현황 분석 (tech+)

④ 실시간 행사 정보 제공 (tech+)

4. 행사 마무리와 만족도 조사

① 행사 개최 마무리

② 참가자 만족도 조사

③ 비즈니스 매칭 데이터 분석

④ 행사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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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 활용

① 행사관리통합소프트웨어 (tech+)

Ÿ 과거 주최자는 행사 개최를 위해 각기 다른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테크놀로지를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동하며 사용해야 했음. 이와 달리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Event

Management Software)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단계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서비스임.

Ÿ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의 장점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접속하여 정보 수정이 가능하고,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고객

관리 및 행사 개최결과 분석이 용이하다는 점임.

Ÿ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각 팀원의 업무와 역할을 실시간으로 배분하고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고도 예기치 못한 상황

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경되는 행사 진행상황을 손쉽게 파악 가능함.

Ÿ 주최자는 팀원이 어떤 업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분석해 행사 운영의 문제

점을 파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기 개최될 행사의 전략적인 기획과 

운영 방안을 설립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Ÿ 반면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는 여러 개의 디지털 디바이스에 데이터가 분산되어 공유되

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 철저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9] 시벤트(Cvent)-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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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사관리통합소프트웨어의 활용

Ÿ 행사관리통합소프트웨어는 주최자가 바이어와 VIP 참가자에게 행사 참가 안내를 위해 

항공 일정표, 숙박일정, 여권 및 비자 정보와 같이 복잡한 데이터를 일일이 관리하지 

않도록 매뉴얼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함.

Ÿ 예를 들어 교육 행사와 같은 경우, 세부적인 프로그램 구성, 행사장 위치, 콘텐츠 공유,

강연내용 기록 및 평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음. 전시회의 경우 참가업체는 부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등록 비용 결제가 가능함.

 

③ 자료 공유 및 네트워킹 (tech+)

Ÿ 대용량의 파일을 전송할 때에는 로그인 없이도 손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웹하드, FTP(File Transfer Protocol)를 활용할 것을 추천함. 이러한 서비스는 대

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 데이터 보안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움.

Ÿ 구글 독스(Google Docs)는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온라인 자료공유 플랫폼으로 실시간으

로 문서를 편집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팀원이 한꺼번에 접속해 피

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여줌.

Ÿ 웹사이트 제작 및 관리

Ÿ 행사 어플리케이션 제작

Ÿ 프로그램 일정표 제작

Ÿ 행사 예산기획 및 운영

Ÿ 참가자 등록 및 관리

Ÿ 연사 및 바이어 관리

Ÿ 온라인 결제 시스템 구축

Ÿ 행사장 디자인

Ÿ 참가업체 부스 배치

Ÿ 수출상담회 비즈매칭

Ÿ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Ÿ 전시회 개최결과 데이터 분석

[표 4-20] 행사 관리 소프트웨어 주요 기능

디렉토리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4. 다음소프트

9. 마이스허브

18. 씨에스

20. 아이크래프트

28. 이렌컴더마이스 

29. 이벤터스

34. 킨터치

36. 티에스엠

209p

214p

223p

225p

233p

234p

239p

24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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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사이트 분류

KT 클라우드 비즈 ucloudbiz.kt.com 유료

LG U+ 웹하드 www.webhard.co.kr 유료

구글독스(Google Docs) www.google.com/docs/about

[표 4-21] 자료 공유 서비스 제공 주요 온라인 플랫폼

[그림 4-20] 구글독스 - 스프레드시트 샘플

2. 현장 커뮤니케이션 도구

① 무전기를 활용한 신속한 현장 네트워킹 (tech+)

Ÿ 행사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손쉽게 소통하기 위해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는 

무전기임. 무전기는 행사장 내에서 팀원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 주로 사용될 뿐만 아니

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

Ÿ 때문에 주최자는 행사 개최 전 팀원과 자원봉사자에게 무전기를 배포하고 사용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음. 만약 무전기를 사용할 만큼 행사 규모가 크지 않거나 예산이 부족

하다면, 무전기 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대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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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세부 기능

오키토키(okidoki) 무전기, 워키토키, PTT, 아웃도어, 모임, 밴드

보비(Bobi) 무전기 영상통화 화상회의 

스마트폰 무전기 무선 보조장치(B-Talk)

[표 4-22] 무전기 서비스 제공 주요 어플리케이션 

② 실시간 네트워킹 플랫폼 (tech+)

Ÿ 이메일로 대량의 자료를 전송하고 업무를 지시하기보다는 핸드폰 디바이스를 활용해 

손쉽게 메시지를 보내고, 팀원 전체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위챗 

등과 같은 메신저를 사용할 것을 추천함.

Ÿ 온라인 메신저는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며,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자일 경우 뛰어난 음질 서비스를 갖춘 인터넷 비디오 콜(video call) 기능을 활용해 

전화요금에 구애받지 않고 해외 연사 혹은 바이어와 통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③ 회의내용 기록 및 저장 (tech+)

Ÿ 행사 기획 과정에서 수많은 회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회의 내용을 직접 손으

로 기록하거나 타이핑하는 것은 팀원의 업무 피로도를 높이는 요소 중 하나임.

Ÿ 주최자는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기록해 컴퓨터로도 손쉽게 수정 가능한 노트테이킹 어

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면 메뉴얼적인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분 류 세부 기능

MetaMoJi Note Lite 메모 노트, PDF, 디지털 스크랩 북, 클라우드

Microsoft One Note 전자 필기장, 아이디어 캡쳐, 클라우드

국민 메모장 솜노트 메모 작성, 사진 첨부, 클라우드

[표 4-23] 노트필기 서비스 제공 주요 어플리케이션 

사 례 해외 5. PCMA 컨비닝 리더스 105p

사 례 해외 1. 오스트레일리아 위크 인 차이나 6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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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운영과 참가자 트래킹

① 참가자 동선 분석 (tech+)

Ÿ 전시회 부스 바닥에 설치하는 일반적인 매트가 아닌 스마트 매트(Smart Mat)는 적은 양

의 에너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에서 참가업체의 부스 위치 파악, 참가자의 시

간당 통행량 분석, 스폰서의 로고나 배너의 노출빈도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

Ÿ 이와 유사한 미팅테크놀로지로는 적외선 열지도 카메라, 드론, 360° 카메라 등이 있으

며, 행사 주최자는 이처럼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참가자 행동

과 동선 분석이 가능함.

Ÿ 특히 실시간으로 행사장 진행 현황을 파악하는 미팅 테크놀로지는 예기치 못한 발생했

을 때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② 참가자 행사 참가현황 분석 (tech+)

Ÿ 행사장에서 참가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지오로케이션(Geo-location), RFID, 비콘(Beacon)

등과 같은 기술은 특정 참가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함.

Ÿ 예를 들어 타깃 참가자가 주로 어떤 컨퍼런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지, 어느 참가업체의 

부스에 관심을 보였는지, 얼마나 행사장에 머물렀는지 등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해 주최

자의 행사 개선을 위한 2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③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현황 분석 (tech+)

Ÿ 빅데이터(Big Data)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

가 짧으며,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함.

Ÿ 관광 빅데이터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과거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음. 대표적으로 관광객의 관광

시설 이용성향, 소비성향, 이동 동선 등과 같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함.

사 례

해외 1. 오스트레일리아 위크 인 차이나 63p

해외 2. IPCO 비즈니스 관광 컨퍼런스 69p

국내 3. 연합뉴스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1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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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시간 행사 정보 제공 (tech+)

Ÿ 주최자는 행사장 현장에서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행사 일정, 부스 도면, 실시간 날씨,

교통, 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음.

Ÿ 실시간으로 행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컨시어지,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과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을 활용해 인쇄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가능함.

사 례

해외 1. 오스트레일리아 위크 인 차이나 63p

해외 4.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83p

해외 5. PCMA 컨비닝 리더스 105p

국내 1. AIIB 연차총회 117p

디렉토리

행사 어플리케이션 제작

1. 가이드북

32.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37. 티에스엠아이

206p

237p

242p

분 류 링크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bigdata.gwangju.go.kr

빅데이터 맛집 검색 다이닝코드(Dinning Code) www.diningcode.com

[표 4-24] 빅데이터 관광객 분석 서비스 제공 사례

[그림 4-21]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 지역별 관광객 유동인구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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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사 마무리와 만족도 조사

① 행사 개최 마무리

Ÿ 주최자는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온라인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행

사 산업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나 전문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지식 확산과 

네트워킹을 도움.

Ÿ 몇몇 참가자는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행사 참가 증명서, 연사 발표 자료,

결과보고서, 사진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최자의 지속적인 고객관리

와 대응이 필요함.

② 참가자 만족도 조사

Ÿ 주최자는 행사개최 전 타깃 참가자를 대상으로 어떤 행사 콘텐츠, 컨퍼런스 프로그램,

연사, 개최지, 부대행사 등을 선호하는지 사전조사를 통해 보다 성공적인 행사 기획안 

작성이 가능함.

Ÿ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소셜미디어, 이메일, 웹사이트 등과 같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참가자 설문조사, 인터뷰를 진행하고 행사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음.

[그림 4-22] 시벤트(Cvent) - 행사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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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러한 사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최자는 참가자 만족도와 행사 참가 목적 달성을 

돕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및 개선방안 모색이 가능함.

Ÿ 사전·후 설문조사 진행을 위해 유·무료로 제공되는 설문조사 프로그램으로 설문조사지 

제작,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발송, 경품이벤트 추첨, 조사결과 분석 등이 가능함.

③ 비즈니스 매칭 데이터 분석

Ÿ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참가업체들의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성과 금액이 동일하다고 할지

라도 어떤 바이어와 계약을 성사시켰는지, 몇 개의 제품을 판매했는지 등과 같은 구체

적인 사항에 따라서 계약 성공여부가 달라짐.

Ÿ 행사 주최자는 단순히 계약 총금액을 기준으로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성과를 측정하기 

보다는 참가업체 구체적 계약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④ 행사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tech+)

Ÿ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는 국내외 참가인원, 행사 기간, 개최비용 

등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 가능함.

분 류 사이트

K-MICE k-mice.visitkorea.or.kr/ecoEffect.kto

[표 4-26]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공 수요 서비스

분 류 사이트 비 고

서베이몽키(SurveyMonkey) ko.surveymonkey.com 유료

나우앤서베이(Nownsurvey) www.nownsurvey.com 유료

두잇서베이(doitsurvey) dooit.co.kr 유료

구글 설문지(Google Survey) www.google.com/intl/ko_kr/forms/about

[표 4-25] 온라인 설문조사 및 분석제공 주요 서비스

사 례

해외 1. 오스트레일리아 위크 인 차이나 63p

해외 2. IPCO 비즈니스 관광 컨퍼런스 69p

해외 3.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75p



제4장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가이드

- 169 -

[그림 4-23] K-MICE -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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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컨시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2000년도 중반에 등장하여 현재 대부

분의 행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정보전달 기능을 넘어 실시간 비즈니스 네트워

킹의 도구로 떠오르고 있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는 행사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행사 개최결과와 대량의 참가자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가치

가 큼. 

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활용

①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준비 

② 어플리케이션 개발 고려사항 

③ 어플리케이션과 행사 마케팅 

④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후원사 광고

⑤ 행사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능 및 특징

① 음성 및 정보검색 기능 (tech+)

② 알림 메시지 전송기능 (tech+)

③ 위치 기반의 비콘 테크놀로지 (tech+)

④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행사 참여 유도 (tech+)

⑤ 사진 촬영과 공유기능 (tech+)

⑥ 문자메시지와 챗봇 (tech+)

3.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전망

①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②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대 성과 창출 

③ 인공지능 통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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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활용

①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준비

Ÿ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선 타깃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

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이를 바탕으로 행사 주최자는 어플리케이션의 콘텐츠 제

작과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을 세울 수 있음.

Ÿ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 행사 주최자가 가장 주의할 점은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구

축이 완료된 것(2단계)이 최종적인 완성을 의미하지 않다는 것임.

Ÿ 타깃 고객에게 행사에 대한 신뢰도와 전문성을 전달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어플리케

이션의 콘텐츠 업데이트, 이용률 분석, 시스템 유지보수, 차별화를 위한 리뉴얼 전략이 

수반되어야 함.

1단계 전략수립

Ÿ 티깃 고객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Ÿ 개발 계획 수립

Ÿ 커뮤니케이션 전략

Ÿ 시스템 전략

Ÿ 브랜드 차별화 전략

Ÿ 마케팅 전략

▼
2단계 구축

Ÿ 프로그램 제작

Ÿ 콘텐츠 제작

Ÿ 요건 정의

Ÿ 시스템 설계

Ÿ 디자인, 코딩

Ÿ 품질관리

▼
3단계 운영

Ÿ 가이드라인 수립

Ÿ 업무 설계 및 운영

Ÿ 주기적 업데이트

Ÿ 시스템 유지보수

▼
4단계 품질관리

Ÿ 품질 분석

Ÿ 로그 분석

Ÿ 리뉴얼 전략

Ÿ 업무 및 일정 수립

[표 4-27]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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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플리케이션 개발 고려사항

Ÿ 기업 입장에서 어플리케이션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 상품과도 같음. 때문에 행사 주최자

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어떻게 차별화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인지 전략

수립을 통하여 상품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음.

Ÿ 가장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은 뛰어난 최신 기술을 사용하기보다 언제 어디에서나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개발되어야 함.

Ÿ 행사 주최자는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을 최초로 공개하기 전 타깃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뮬

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해 개선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단순화

(Simplicity)

어플리케이션은 이용자 편의를 도와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기능을 단

순화하여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작해야 함

스피드

(Good Performance)

너무 많은 콘텐츠를 한 번에 어플리케이션에 담으려하면 속도가 느

려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기 쉬움

보안

(Security)

보안문제는 이용자의 개인적인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경우 보안에 

대한 이슈가 더욱 중요해짐

오프라인 모드

(Offline Mode)

네트워크문제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을 경우 오프라인에서도 어플

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동

(Integration)

어플리케이션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연동하는 것은 보다 광범위한 

이용자와 네트워킹이 가능함

개인화

(Personalization)

이용자 기호에 맞게 어플리케이션 메뉴를 직접 조정하거나 흥미있는 

콘텐츠를 저장하는 기능은 참가자의 어플리케이션 이용에 대한 친밀

도를 높여줌

공유

(Sharing)

어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콘텐츠는 소셜미디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외부 플랫폼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어플리케이션 활용

도와 행사 마케팅효과를 높일 수 있음

차별화

(Branding)

어플리케이션의 색상, 이미지, 스타일을 행사 특징에 맞게 차별화하

는 것은 타깃 고객이 행사 브랜드 이미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표 4-28] 어플리케이션 개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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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플리케이션과 행사 마케팅

Ÿ 어플리케이션은 행사 마케팅을 위한 또 다른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품(Product),

가격(Price), 촉진(Promotion), 유통(Place)으로 구성된 4P 전략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함.

Ÿ 어플리케이션 이용 활성화(Promotion)를 위해 행사 주최자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QR 코드를 인쇄해 행사장과 온라인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고객 경품추첨 캠페인과 

같은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

④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후원사 광고

Ÿ 주최자는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에 후원사의 배너 및 로고를 삽입하거나 공식 웹사이트 

사이트를 연동시켜 참가자를 대상으로 후원사 노출 빈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행사 

주최자의 광고수익 기반이 됨.

⑤ 행사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Ÿ 참가자 혹은 바이어가 행사장을 방문하기 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시회나 컨퍼런스

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비즈니스 목표를 미리 세울 수 있도록 돕기 때문

에 참가자의 행사 참가 성과를 높여줌.

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기능 및 특징

① 음성 및 정보검색 기능 (tech+)

Ÿ 어플리케이션상에서 문자 대신 음성으로 검색하는 기능은 ‘다음 컨퍼런스 세션은?’, ‘전

시장 셔틀버스 시간은?’, ‘행사 종료시간은?’ 등과 같은 정보를 참가자가 행사장 현장에

서 길을 걸으면서도 쉽게 얻도록 하는 장점이 있음.

② 알림 메시지 전송기능 (tech+)

Ÿ 행사 프로그램 시작 시간, 응급상황, 설문조사 참여, 바이어 미팅 일정 등과 같은 정보

를 어플리케이션 알림 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참가자의 행사 참여율을 높임.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 발간

- 174 -

Ÿ 하지만 과도하게 어플리케이션 메시지를 전송하면 참가자가 스팸으로 간주해 알림기능

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가자가 입력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③ 위치기반의 비콘 테크놀로지 (tech+)

Ÿ 블루투스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인 비콘은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하여 행사장에서 

참가자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함. 따라서 행사 주최자는 참가자 위치를 기반으로 행

사 자동 등록, 스마트 네트워킹, 부스위치, 행사장 시설안내, 식음료 가이드 등과 같은 

방법에 비콘 테크놀로지를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Ÿ 행사 주최자는 비콘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참가자가 행사장에 머문 시간이나 동선을 파

악할 수 있어 행사 개선을 위한 2차 정보 획득이 가능함.

사 례 해외 1. 오스트레일리아 위크 인 차이나 63p

디렉토리

비콘 서비스 운영

14. 블루토스

15. 비코닉스

219p

2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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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내  용 활용 예시

이벤트 

자동등록

참가자가 직접 기계에 어플리케

이션 속 QR코드를 찍거나 어플

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등록하고 

체크인을 완료

SXSW 2014: 오스틴컨벤션센

터 내에 비콘을 설치하여 참

가자가 행사장에 도착한 것이 

감지되면 등록코드를 발송

스마트 

네트워킹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해 모바

일로 네트워킹 대상들에 대한 정

보를 사전에 습득 가능하며, 특

히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룰 제공

2014 칸느 라이온필름 영화제: 

내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의 

사진과 소개를 띄움

히트맵

비콘을 장착한 참가자들이 어디

에 많이 위치해있는지 실시간으

로 파악하여 이에 따른 홍보 및 

광고를 진행하거나 통로가 붐비

는 것을 완화

전시이벤트마케터협회(E2MA)

의 레드 다이아몬드 총회: 실

시간 히트맵을 제공하고 위치

에 기반한 푸쉬 알림을 발송

함

네비게이션

비콘을 활용한 플로어맵은 현재 

위치와 목표 위치를 동시에 제시

하여 효과적으로 길을 안내하고, 

이용자 근처에 위치한 부스들은 

광고 알림을 발송 가능

본나루: 의료용 텐트의 위치

와 길안내를 제시하도록 함. 

25% 이상의 사용자가 활용하

는 주요 기능으로 나타남

게이미피케이션

위치에 기반한 게임을 제공하거

나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효과적

인 마케팅 수단으로써 활용 가능

CES 2014: 보물찾기 게임을 

통해 참가자들을 전시장 내 

주요 장소들을 방문하도록 함

식음료 가이드

식음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의 

위치를 나타낼뿐 아니라, 음식물

에 대한 식품영양학적 정보, 다

양한 선택지 등을 제시하고 선택 

가능 

코첼라 페스티벌: 개수대가 

위치한 곳을 보여주고 안내함

리드 교환

참가자가 어느 시간 이상을 특정 

부스에서 보낸 경우, 해당 업체

와 팔로업을 원하는지 자동으로 

안내를 발송

테이베카 영화제: 참가자들에

게 푸쉬 알림을 발송하여 상

영 영화에 대한 피드백을 입

력할 수 있도록 안내함

[표 4-29] 비콘의 주요 기능과 활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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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행사 참여 유도 (tech+)

Ÿ 게임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서비스에 게임적 요소를 넣는 기능을 의미하는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은 참가자의 적극적인 행사 참여를 유도함.

Ÿ 주최자는 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플리케이션에 단순한 게임을 추가할 수 있음. 예

를 들어 증강현실 보물찾기 게임과 같은 경우 참가자가 보물을 찾기 위해 행사장 곳곳

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자연스러운 동선 유도가 가능함.

Ÿ 게이미피케이션 외에도 활발한 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가자가 세션 참가, 설문지 

응답, 소셜미디어 활동, 사진 공유, 메시지나 연락처 전송 등과 같은 네트워킹 활동을 

할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점을 제공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참가자에게 경

품을 증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그림 4-24] 비콘을 활용한 CES 부스 체크인 게이미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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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진 촬영과 공유기능 (tech+)

Ÿ 행사 어플리케이션 내부에 구축된 사진 촬영 기능은 행사 로고, 엠블럼, 캐릭터, 이모티

콘, 해쉬태그, 장소 및 날짜, 액자 등을 스스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참가자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음.

Ÿ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작된 행사 사진을 소셜미디어, 이메일, 메시지 등 외부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유하도록 하여, 이를 마케팅 콘텐츠로도 사용 가능함.

[그림 4-25] IBTM World 어플리케이션 셀프촬영 

⑥ 문자메시지와 챗봇 (tech+)

Ÿ 챗봇(chatter bot)은 채팅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빅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일상언어로 사람과 대화를 하며 해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신속한 고객 응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Ÿ 참가자는 행사 어플리케이션에 구축된 챗봇 기능을 통해 단순한 메시지 전송만으로도 

원하는 정보에 대한 대답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음.

Ÿ 주최자는 챗봇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참가자의 질문사항을 바탕으로 행사 개선을 위한 

2차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함.

Ÿ 문자메시지는 행사 주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업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대표적인 

고객 마케팅 수단임. 과거엔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챗봇은 참가자의 질문사항에 실시간으로 응답해 행사 주최자의 추가 

업무를 덜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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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테크놀로지 전망

①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Ÿ 알파고를 통해 잘 알려진 인공지능(AI)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동시에 기계학습을 

통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테크

놀로지를 말함.

Ÿ 수출상담회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된다면 수집된 참가업체와 바이어 데이터에 대한 정교

한 분석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비즈니스 매치메이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②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대 성과 창출

Ÿ 전시회 참가자는 배지에 인쇄된 정보만으로 바이어를 구분했던 과거 참가 방법과 달리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바이어의 전시장 부스 방문과 동시에 행사 참가 목적,

관심 품목, 계약 예상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 파악이 가능함.

Ÿ 행사에서 인공지능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상으로 참가업체가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

[그림 4-26] CES 어플리케이션 - 챗봇 서비스

경기국제보트쇼 - 카카오 메시지 응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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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공지능 통역 서비스

Ÿ 인공지능 테크놀로지가 대중들에게 점차 노출됨에 따라서 자동번역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는 예견과 함께 제2의 언어 학습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음.

Ÿ 미래에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통역 서비스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행사 참가자

의 더욱 원활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도울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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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행사 마케팅과 소셜미디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마케팅 활동은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행사와 참가자 등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함.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면 체계적

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사 주최자는 불필요한 업무에 소요되는 자

원을 절약하고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1. 온라인 마케팅

①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② 소셜미디어 채널 선정

③ 웹사이트 제작과 참가자 네트워킹 

④ 웹사이트 자체제작 시스템 (tech+)

⑤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2.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① 적극적인 온라인 네트워킹 참여 (tech+)

② 소셜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tech+)

③ 행사장 라이브 스트리밍 (tech+)

3. 온라인 마케팅 성과분석
① 마케팅 성과 분석 (tech+)

② 소셜미디어 픽셀 서비스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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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마케팅

①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Ÿ 주최자가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채널의 종류에는 ‘검색엔진최적화(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소셜미디어최적화(SMO, Social Media Optimization)’, 이메일 

뉴스레터 및 문자메시지 발송, 공신력 높은 검색엔진 및 모바일 활용 등과 같은 방법이 

있으며, 각 기능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검색엔진최적화(SEO)
웹 페이지와 관련된 검색어로 검색한 검색 결과 상위에 오르게 

하여 웹 방문객 수를 늘리고 콘텐츠를 알릴 수 있음

소셜미디어최적화(SMO)

검색엔진최적화와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색 결과 상위

에 오르게 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럴 마케팅으

로 활용됨

이메일 뉴스레터

비용이 저렴하고 다수를 대상으로 마케팅 콘텐츠 전달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신자

가 스팸으로 차단할 수 있음

문자메시지
비용이 저렴하고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지만 상업적으로 활용

되는 경우가 빈번해 영향력이 적음

검색엔진
네이버, 구글, 네이트 등에 마케팅 콘텐츠를 개제하는 것으로 비

용이 비싸지만 효과가 큼

모바일 

모바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PC마케팅보다 효과적이며 어플

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인터넷 창에 배너광고 혹은 콘텐츠를 개제

하는 방법이 있음

[표 4-30] 온라인 마케팅 방법

② 소셜미디어 채널 선정

Ÿ 모바일 디바이스 사용이 증가하며 소셜미디어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일종이자 행사 

참가자에게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로 활용됨. 2004년 페이스북 등장을 시작으로 

이용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셜미디어가 등장하였으며, 주최자는 효과적인 온

라인 마케팅을 위해 타깃이 선호하는 적합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선정해야 함.

Ÿ 소셜미디어 채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행사 주최자는 사전 테스트와 피드백 과정을 

거치거나 경쟁사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채널과 비교해 마케팅에 가장 효과적인 채

널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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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웹사이트 제작과 참가자 네트워킹

Ÿ 웹사이트는 참가자가 행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산업 종사자와 네트워킹을 활

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온라인 플랫폼임.

Ÿ 행사 주최자는 웹사이트에 과거 행사 개최 연혁,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전문자료, 교

육 콘텐츠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참가자에게 행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Ÿ 특히 일방적으로 이러한 콘텐츠를 제공하기보다는 참가자가 얻고 싶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호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가 운영되어야 함.

소셜미디어 개요 주요사용자 특징 키워드

페이스북

(facebook)

개인 인맥에 

기반을 둔 

오픈형 SNS

10-20대

남자 56%

여자 44%

Ÿ 검색 기능이 있으나 활용빈도

가 적음

Ÿ 카드뉴스, 스낵 영상 등의 콘

텐츠가 주를 이룸

Ÿ 네이티브 광고를 지향했으나 

상업성이 점차 짙어짐

친구, 소통, 

사진, 동영상, 

타깃 광고, 

이슈, 카드 뉴스

인스타그램

(Instagram)

반오픈형 

SNS

20-30대

남자 47%

여자 53%

Ÿ 감성적이거나 임팩트있는 사진 

및 짧은 영상이 주요 콘텐츠를 

이룸

Ÿ 페이스북이 인수하여 페이스북 

특징을 띄고 있음

Ÿ 네이티브 광고형태

사진, 동영상, 

해시태그, 

검색, 감성

트위터

(twitter)

실시간 소통 

SNS

10-30대

남자 44%

여자 56%

Ÿ 마케팅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

지 않으나 텍스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이슈 확산에 영

향력이 큼

Ÿ 국내에서는 활발히 사용되지 

않음

텍스트, 

실시간 소통, 

이슈

카카오톡 

스토리 채널

(Story 

Channel)

어른용 

페이스북

10대

30-50대

남자 49%

여자 50%

Ÿ 페이스북과 비슷한 스폰광고가 

있음

Ÿ 카드뉴스, 영상, 텍스트 등 다

양한 콘텐츠로 구성

Ÿ 폐쇄형 SNS로 카카오톡 이용

자에게만 제공됨

사진, 영상, 

소식 받아보기

네이버 밴드

(BAND)
폐쇄형 SNS

30-50대

남자 51%

여자 49%

Ÿ 스폰광고의 광고형태를 띄고 

있음

공동구매, 

동호회

[표 4-31] 소셜미디어 채널의 특징

디렉토리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10. 메드소프트

30. 인포랑

216p

2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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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웹사이트 자체제작 시스템 (tech+)

Ÿ 웹사이트 제작을 돕는 DIY 콘텐츠 관리 시스템 (DIY Content Management Systems,

CMS)은 특별한 기술과 지식 없이도 직접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업체와 같은 제3자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도움.

Ÿ DIY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행사 주최자가 디자인 업체에 추가적인 지시를 내리고 수정

하는 것과 같은 매뉴얼적인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덜어줌.

⑤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Ÿ 행사 주최자는 온라인 마케팅 채널과 타깃을 설정한 후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얼마나 자주 콘텐츠를 제작할 것인지 

주기를 설정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Ÿ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컨퍼런스 연사의 발표자료, 인터뷰, 이

슈화 되는 기사를 활용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음.

Ÿ 제작된 콘텐츠는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이메일 뉴스레터, 보도자료 작성 등과 같이 

다양한 마케팅 채널에 활용될 수 있으며, 공유 기능을 추가해 온라인상에서 넓게 확산 

가능함.

최신정보 전달 시각화 비디오 콘텐츠 활용 정기적 업데이트

최신 정보를 제공해 

구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음

단순한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와 같은 

인포그래픽을 통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음

이미지와 소리가 

결합된 비디오 

콘텐츠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해 

흥미 유도가 가능함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구축했지만 콘텐츠가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면 

고객의 신뢰를 잃기 

쉽기 때문에 정기적 

업데이트가 필요함

[표 4-32]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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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① 적극적인 온라인 네트워킹 참여 (tech+)

Ÿ ‘소셜월(Social Wall)’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행사와 관련된 콘텐츠와 참가자가 직접 업로

드한 피드(feed)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대형 스크린으로, 보는 이의 흥미를 유도해 

온라인 네트워킹 참여를 할성화함.

Ÿ 만약 소셜미디어 네트워킹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주최자는 ‘오늘 행사장에서 몇 번의 미

팅을 가졌나요?’, ‘어느 국가에서 왔나요?’ 등과 같이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아이

스 브레이킹 질문을 던질 수 있음.

② 소셜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tech+)

Ÿ 소셜미디어의 장점은 실시간으로 다수의 참가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임.

Ÿ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행사장에서 연사 발표 취소나 프로그램의 변동, 비행기 

지연 상황, 날씨, 대중교통 등과 같은 실시간 정보를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공유하는 것

은 참가자의 행사 참가 편의를 도움.

[그림 4-27]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 소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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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사장 라이브 스트리밍 (tech+)

Ÿ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는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참가자에게 실시간으로 행사 진행현

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마케팅 콘텐츠로도 활용이 가능함.

Ÿ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해 전시장이나 컨퍼런스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계획이라면 

2-30분가량이 가장 적당하며, 그 이상 진행되는 장시간의 방송은 참가자의 집중도를 떨

어뜨림.

Ÿ 최근에는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행사에서 드론을 사용해 참가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다

양한 시각에서 행사장을 촬영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함.

사 례
해외 5. PCMA 컨비닝 리더스 105p

국내 1. AIIB 연차총회 117p

[그림 4-28] PHP - 실시간 소셜미디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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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마케팅 성과분석

① 마케팅 성과 분석 (tech+)

Ÿ 주최자가 제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참가자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마케팅 성

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수립이 가능함.

Ÿ 예를 들어 타깃 참가자의 온라인 채널 방문경로, 방문빈도와 시간, 이용만족도, 주요 사

용메뉴, 콘텐츠 다운로드 및 감상 횟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온라인 채널 이용자의 행동

을 분석해 마케팅 성과를 높일 수 있음.

[그림 4-29] 제네바 모터쇼(Geneva Motor Show) - 라이브스트리밍 



제4장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가이드

- 187 -

② 소셜미디어 픽셀 서비스 (tech+)

Ÿ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픽셀(pixel)10) 테크놀로지는 타깃 참가자의 특징과 위치를 기반으

로 광고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마케팅 효과를 높임.

Ÿ 또한 픽셀은 페이스북 마케팅 콘텐츠의 이용자 도달률 및 응답률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행사 주최자가 소셜미디어 마케팅 성과 분석에 소요하는 시간을 줄여줌.

10) 픽셀(pixel): 사진(picture)과 요소(element)의 합성어로 디지털 화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 요소

를 말한다. 페이스북이 개발한 픽셀 테크놀로지는 고객의 특징을 세분화한다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4-30] 알렉사(Alexa) - 웹사이트 방문객 분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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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페이스북 픽셀 - 이용자 콘텐츠 도달률 분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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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참가자 참여와 실시간 상호작용

네트워킹은 행사주최 및 행사참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지식의 교류와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기본이 되는 활동임.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을 통해 행사장에서 단순히 명함을 교

환하는 것을 넘어 실시간 메시지 전송 등 실시간 온라인 네트워킹, 업체 정보 및 특징 

파악, 참가자의 경험 증대 등이 가능함.  

1. 상호교류와 행사 참여

① 참가자 중심의 컨퍼런스 콘텐츠 제작 

② 컨퍼런스 및 부대 행사 무대운영 

③ 종이를 대신하는 디지털 콘텐츠 (tech+)

④ 실시간 투표와 질의응답 시스템 (tech+)

⑤ 독특한 컨퍼런스 무대 디자인

2. 온라인 네트워킹, 스트리밍, 통역

① 글로벌 네트워킹 활성화와 웨비나 (tech+)

② 라이브 스트리밍의 2차 콘텐츠 활용 

③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은 오디오 스트리밍 (tech+)

④ 와이파이 기반의 동시통역 시스템 (tech+)

3. 증강·가상현실 테크놀로지

① 증강·가상현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제품시연 (tech+)

② 증강·가상현실 기반의 경험 마케팅 콘텐츠 (tech+)

③ 미래의 증강·가상현실 테크놀로지와 홀로그램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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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교류와 행사 참여

① 참가자 중심의 컨퍼런스 콘텐츠 제작

Ÿ 대부분의 컨퍼런스 연사가 사용하는 발표도구는 파워포인트임. 이때 행사 주최자는 참

가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연사에게 텍스트보다 이미지 중심의 자료를 제작하고 시

청각 자료 활용하며 발표자료를 제공하도록 제안할 수 있음.

Ÿ 또한 행사 주최자는 참가자의 활발한 네트워킹을 위해 실시간 투표 및 질문 시스템, 비

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화상통화 등과 같은 다양한 미팅테크놀로지를 컨퍼런스 발표에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음.

② 컨퍼런스 및 부대 행사 무대운영

Ÿ 컨퍼런스나 부대 행사에서 사회자가 큐카드(Q card)를 필요로 한다면 종이대신 아이패

드나 태블릿 PC와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참가자에게 전문화된 행사 이미지

를 보여줄 수 있음.

Ÿ 연사가 참가자를 바라보며 발표할 때 어떤 내용의 발표 자료가 화면에 띄워지고 있는지 

무대 뒤를 돌아보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세컨드 스크린을 설치하면 청중과의 원활

할 소통이 가능함.

③ 종이를 대신하는 디지털 콘텐츠 (tech+)

Ÿ 과거 컨퍼런스 발표 자료는 대부분 종이에 인쇄해 배포했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는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Ÿ 디지털 형태의 발표자료는 주최자의 종이인쇄 비용을 줄여주어 경제적이며, 폐지 낭비

를 줄여주기 때문에 친환경적임.

분 류 세부 기능 비 고

트릴(Trill) 행사장 및 프로그램 정보안내, 발표자료 공유 유료

[표 4-33] 발표자료 공유 주요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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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시간 투표와 질의응답 시스템 (tech+)

Ÿ 실시간 투표와 질의응답 시스템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혹은 인터넷 접속을 통해 누구

나 손쉽게 참여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연사와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

자는 개인적인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연사에게 전달할 수 있음.

Ÿ 특히 손을 들고 발표 혹은 질문을 하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아시아 국가에서 참가

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효과적임.

[그림 4-32] 이벤트모비(EventMobi)의 실시간 투표 시스템

사 례
해외 2. IPCO 비즈니스 관광 컨퍼런스 69p

국내 4. 세계주화책임자회의 130p

디렉토리

네트워킹 플랫폼 개발

5. 댓츠잇 

8. 리바이벌랩스

21. 아이티앤베이직

33. 퀴즈올

210p

213p

226p

23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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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독특한 컨퍼런스 무대 디자인

Ÿ 컨퍼런스 주최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극장 형식의 무대 디자인을 고수하기보다 참가

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색다른 무대 디자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Ÿ 예를 들어 참가자 좌석 중앙에 무대를 배치해 360°로 연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4면 

무대’는 참가자가 좌석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연사와 가까이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독특한 행사장 디자인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선사함.

2. 온라인 네트워킹, 스트리밍, 통역

① 글로벌 네트워킹 활성화와 웨비나 (tech+)

Ÿ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컨퍼런스인 웨비나(Webinar)11)는 참가자가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시청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Ÿ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와 함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통역 시스템, 연사 인

터뷰, 투표, Q&A, 메시지 전송 등과 같은 추가적인 미팅테크놀로지 적용이 가능함.

11) 웨비나(Webinar):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웹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실시간 혹은 

녹화의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을 말한다. 

디렉토리
디지털 전시 디자인

31. 지스마트글로벌 236p

[그림 4-33] C2몬트리올(C2 Montreal)의 창의적 네트워킹 공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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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행사 주최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라이브 웨비나 

서비스를 운영하기보다 촬영업체를 고용해 고품질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해 전문성을 

높일 것을 추천함.

분류 세부 기능 비 고

나우앤나우(nownnow) www.nownnow.com/now2016/index.php 유료

줌(zoom) zoom.us 유료

올쇼티브이(allshowtv) www.allshowtv.com 유료

[표 4-34] 웨비나 서비스

② 라이브 스트리밍 2차 콘텐츠 활용

Ÿ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녹화된 콘텐츠는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웹사이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참가자에게 행사 내용 전달이 가능함.

Ÿ 행사 주최자는 온라인상에 연사 발표 자료와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 컨퍼런스 연사에 

자료 공유에 대해 동의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③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은 오디오 스트리밍 (tech+)

Ÿ 모바일 오디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참가자가 시간과 장소에 관

계없이 컨퍼런스 세션을 직접 선택 가능하도록 함.

Ÿ 참가자가 어떠한 세션에 참석해야 할지 고민되는 경우,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

한 세션 비교를 통해 선택이 가능하며, 동시간대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전시장 

부스에 있더라도 청강이 가능함.

사 례

해외 4.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83p

해외 5. PCMA 컨비닝 리더스 105p

국내 1. AIIB 연차총회 117p

디렉토리

화상회의 솔루션

3. 다림

23. NDS솔루션

27. 유프리즘 

35. 통합정보통신

208p

228p

232p

2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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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와이파이 기반의 동시통역 시스템 (tech+)

Ÿ 동시통역은 해외 참가자가 참석하는 국제행사에 빼놓을 수 없는 서비스로, 통역사가 헤

드셋을 통해 동시통역을 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스마트폰을 와이파이에 연결해 언어

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Ÿ 행사 참가자가 지역을 관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역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챗봇이 

대표적이며, 이를 활용해 간단한 소통이 가능함.

분 류 세부 기능

한국관광공사 

저스트 터치 잇(Just Touch It)
안전 여행 팁, 여행준비물, 통역 서비스

ETRI 말랑말랑 지니톡 8개 언어 실시간 통역 서비스

제주관광통역비서 음성인식 및 출력, 자동번역, 기본회화정보 

[표 4-35] 인공지능을 활용한 주요 통역 어플리케이션

[그림 4-34] 링궈리(LINGUAL)I의 와이파이 기반 동시통역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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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강·가상현실 테크놀로지

① 증강·가상현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제품시연 (tech+)

Ÿ 참가업체는 증강현실(AR) 혹은 가상현실(VR)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참가자와 바이어에

게 제품시연 및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상호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Ÿ 예를 들어 물리적 거리나 예산상의 문제로 전시장에 들여오지 못한 제품이나 공장 운영

모습을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로 선보여 행사 참가자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② 증강·가상현실 기반의 경험 마케팅 콘텐츠 (tech+)

Ÿ 증강·가상현실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대중들에게 생소한 영상 체험 콘텐츠로 알려져 있

으며, 몰입감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여 경험 마케팅의 콘텐츠로써 주로 활용됨.

Ÿ 행사 주최자나 베뉴 운영자는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 VR 장비를 활용해 유명 관광지, 연예인, 실제 행사 장면 등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제

공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 같은 생동감 있는 느낌을 선사받음.

사 례 해외 3. 로스앤젤레스 관광청 75p

[그림 4-35]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 공사장 안전시설 및 사고유형 VR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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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래의 증강·가상현실 테크놀로지와 홀로그램 (tech+)

Ÿ 맞춤제작 과정을 거쳐 탄생하는 홀로그램은 제작비용의 문제로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

음. 미래에는 스포츠 행사나 콘서트장 무대에 증강·가상현실 테크놀로지가 활용되어 헤

드셋을 착용하지 않고도 영상 콘텐츠 감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Ÿ MICE산업에서 홀로그램이 활용된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명 연사를 간접적으로 

초청한 컨퍼런스 개최가 가능함.

사 례 국내 1. LG 구매·인재개발 대회 125p

디렉토리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40. 홀로티브글로벌

41. 홀로홀릭

245p

246p

[그림 4-36] 홀로그램을 활용해 연설하는 프랑스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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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네트워킹과 매치메이킹

행사에 참가하는 가장 큰 동인 중 하나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지

식과 정보를 얻기 위함임. B2B, B2C 등 행사의 종류에 관계 없이 특정 행사에 대한 인

식은 참가자가 다른 사람들과 얼마만큼의 교류가 가능했는가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

을 수 있음. 따라서 행사 주최자는 참가자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이를 지원하는 비

즈니스 매치메이킹 플랫폼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① 매치메이킹 프로필 작성 (tech+)

② 매치메이킹 참여 활성화

③ 어플리케이션과 매치메이킹 (tech+)

④ 프로필 저장 시스템 (tech+) 

⑤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규정 수립 

⑥ 행사 결과보고서 데이터 수집 

⑦ 매치메이킹 만족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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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매치메이킹 프로필 작성 (tech+)

Ÿ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가장 먼저 바이어와 참가업체의 기업 정보,

행사 참가목적, 관심분야 등과 같은 정보 작성이 이루어져야 함.

Ÿ 매치메이킹은 비즈니스 성과 달성률을 높이고 현장 미팅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불필요

한 시간을 줄임.

Ÿ 바이어와 참가업체가 비즈니스 매치메이킹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구체적일수록 성공적

인 미팅 성과와 행사 참가자의 만족도 제고 및 재참가율에 도움이 됨.

[그림 4-37] 이벤티아(eventtia) - 매치메이킹 시스템

사 례
해외 4. 인-코스메틱스 아시아 83p

해외 5. PCMA 컨비닝 리더스 105p

디렉토리

비즈니스 매칭

9. 마이스허브

17. 시스포유

36. 티에스엠

214p

222p

24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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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치메이킹 참여 활성화

Ÿ 행사가 개최되기 전 매치메이킹이 완료된 비즈니스 미팅 스케줄을 바이어와 참가업체

에게 제공해 미팅 사전 준비를 도울 수 있음.

Ÿ 만약 바이어와 참가업체의 매치메이킹 프로그램 등록률이 낮을 경우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사전홍보를 진행하거나 등록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③ 어플리케이션과 매치메이킹 (tech+)

Ÿ 행사 어플리케이션의 바이어 및 참가업체 검색, 미팅 스케줄 확인, 메시지 전송 기능은 

현장에서도 활발한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함.

Ÿ 특히 회사명, 산업분야, 소재지, 주요제품 등과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원하는 바이어와 

참가업체 정보가 저장된 어플리케이션 검색엔진을 통해 현장 매칭이 용이하도록 할 수 

있음.

Ÿ 비즈니스 매치메이킹에 참가하는 바이어와 참가업체의 일정관리를 위해 행사 주최자는 

어플리케이션 알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

④ 프로필 저장 시스템 (tech+)

Ÿ 행사장에서 별도의 명함이나 회사 브로슈어 교환 없이 행사 배지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캐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비즈니스미팅 어플리케이션은 바이

어나 참가업체 정보를 저장함으로써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편리한 네트워킹이 가능

하도록 함.

[그림 4-38] 이벤트파일럿(EventPilot) - 참가자 프로필 저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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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규정 수립

Ÿ 행사 주최자는 매치메이킹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규정

을 수립해야 함.

Ÿ 예를 들어 ‘참가업체가 바이어를 먼저 선정한다‘, ’미팅 스케줄은 행사 개최 10일 전부

터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하다‘, ’노쇼일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등과 같은 규정

을 통해 비즈니스미팅 참석율과 성과 달성률을 높일 수 있음.

⑥ 행사 결과보고서 데이터 수집

Ÿ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시스템은 사전매칭과 메시지 전송을 통해 현장매칭

된 참가업체와 바이어의 정보를 모두 저장함.

Ÿ 주최자는 수집된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사 성과분석을 할 수 있으

며, 행사 개선을 위한 실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음.

⑦ 매치메이킹 만족도 분석

Ÿ 행사가 종료된 이후 참가자, 참가업체, 바이어의 행사 각자의 행사 참가목적을 달성했

는지,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함.

Ÿ 만약 참가업체가 희망했던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잦을 경

우, 바이어 선정 방법을 개선해 미스매칭을 최소화할 수 있음.



제 제 55장장

미팅테크놀로지 관련 업체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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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미팅테크놀로지 관련 업체 디렉토리

◯ 미팅테크놀로지 관련 업체 디렉토리는 MICE 행사에 기술 및 서비스를 제

공한 경험이 있는 업체와 한국MICE협회, 한국전시산업전시산업진흥회, 한

국관광공사 회원사 및 협력사 외 KOREA MICE EXPO 2018 참가업체를 

바탕으로 전수조사가 아닌 수집된 41 업체를 기준으로 디렉토리를 작성함.

◯ 수집된 미팅테크놀로지 관련 업체는 41개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참

가자 등록 시스템 제작과 운영, VR 콘텐츠 제작,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영상 솔루션 제작, 디지털 전시 디자인, 행사 어플리케이션 제작, 네트워킹 

플랫폼 개발, 비콘 서비스 운영,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화상회의 솔루션, 운송 서비스, 스탬프 서비스임.

◯ 해외 미팅테크놀로지 업체에 비해 MICE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서비스

를 제공하는 국내 업체는 한정적이었으며, 평균설립연도는 2008년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설립된 업체가 대부분이었음.

- 전체 41개 업체 중 일부만이 MICE 행사 주최자 및 운영자를 주요 고객으

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업체의 주력 기술 및 서비스가 미팅테

크놀로지라고 보기는 어려움.

- 해외 MICE 행사 주최자 및 운영자를 주요 고객을 타깃으로하는 전문적 

미팅테크놀로지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지만, 국내의 경우 

업체별로 부분적인 서비스로서 미팅테크놀로지를 제공하고 있음.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 발간

- 204 -

NO 상  호 대표자 웹사이트 페이지

1 가이드북 조아라 www.guidebook.com 206

2 기가찬 황  산 www.gigachances.com 207

3 다림 김영대 www.darim.com 208

4 다음소프트 송성환 www.daumsoft.com 209

5 댓츠잇 김범수 thatzit.co.kr 210

6 레드로버 가  삼 www.redrover.co.kr 211

7 렌탈은행 김성찬 www.rentalbank.co.kr 212

8 리바이벌랩스 김양근 congkong.net 213

9 마이스허브 김응균 www.micehub.com 214

10 메드소프트 강영실 www.medsoft.co.kr 215

11 모젼스랩 최이권 www.mogencelab.com 216

12 벅시 이영학 www.buxikorea.com 217

13 브이이이코리아 조정식 www.veecompany.com 218

14 블루토스 이원찬 www.bluetos.com 219

15 비코닉스 최신호 www.beaconyx.com 220

16 서커스컴퍼니 박선욱 www.circusar.com 221

17 시스포유 장상훈 www.sysforu.co.kr 222

18 씨에스 최민호 www.ucsit.co.kr 223

19 씨큐브디자인스튜디오 임상균 www.ccube3.com 224

20 아이크래프트 박우진 www.icraft21.com 225

21 아이티앤베이직 민경욱 www.itnbasic.com 226

22 아임스인터내셔널 이석재 www.eims.kr 227

23 NDS솔루션 김남교 www.netds.net 228

24 원투씨엠 한정균 www.12cm.co.kr 229

25 유니브이알 곽태진 www.univrworld.com 230

26 유비컴 강광수 www.ubcomm.kr 231

27 유프리즘 차민수 www.uprism.com 232

[표 5-1] 미팅테크놀로지 관련 업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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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디렉토리는 MICE 행사에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업체와 한국MICE협회, 한국
전시산업전시산업진흥회, 한국관광공사 회원사 및 협력사 외 KOREA MICE EXPO 2018 참가
업체를 바탕으로 수집된 41 업체를 기준으로 디렉토리를 작성하였으며,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는
공사 연락 시 검토 후 추가 가능.

28 이렌컴더마이스 노현진 www.erencomtm.co.kr 233

29 이벤터스 안영학 www.event-us.kr 234

30 인포랑 나신택 www.medrang.co.kr 235

31 지스마트글로벌 이기성 www.g-smattglobal.com 236

32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김덕은 www.fondueapp.io 237

33 퀴즈올 오세진 www.quizall.co.kr 238

34 킨터치 박장혁 kr.kinterch.com 239

35 통합정보통신 인창식 www.wxw.co.kr 240

36 티에스엠 서원준 www.tsm.asia 241

37 티에스엠아이 서원준 www.tsmi.kr 242

38 포더비전 윤정현 www.4thevision.com 243

39 한국AV 조형국 www.avkorean.com 244

40 홀로티브글로벌 강인철 www.holotive.co.kr 245

41 홀로홀릭 이두헌 www.holoholik.com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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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이드북 ㅣ guidebook

주요사업 어플리케이션 개발, 데이터 분석

설립연도 2011(미국본사), 2014(한국지사)

지 사 장 조아라 

전    화 02-568-7233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373 LG Eclat B 12층

웹사이트 www.guidebook.com

이 메 일 support@guidebook.com

활용사례

Ÿ 대한정형외과학회

Ÿ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Ÿ 세계유방암학술대회

Ÿ 세계견주관절학회

사업소개

Ÿ 가이드북은 어플리케이션 제작 플랫폼으로 특별한 기술적인 지식 

없이도 누구나 활용 가능

Ÿ 행사, 캠퍼스, 베뉴, 기업 등을 운영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어플리

케이션 제작 서비스를 제공 

Ÿ 4단계 과정 템플릿 선택, 색상 및 특징 선택, 콘텐츠 작성, 배포를 

거쳐 고객 스스로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가능

Ÿ 가이드북의 기본 구현 기능은 안내, 교류, 참여, 분석과 개선, 소

통, 수익 창출, 소셜미디어 및 어플리케이션 연동 플랫폼 제공, 

ROI 분석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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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가찬 ㅣ Gigachances

주요사업 VR 콘텐츠 제작, 레이아웃 배치 시스템 제공

설립연도 2014

대    표 황산

전    화 070-8692-9468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508호

웹사이트 www.gigachances.com

이 메 일 gigachances@naver.com

연    혁

2015 현대중공업 벤처 비즈니스 지원 엔지니어링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2016
인천광역시 ‘스마트 마이스’ 1단계 사업 VR 솔루션 구축 

서울특별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2017

인천광역시 ‘스마트 마이스’ 2단계 사업 VR 솔루션 구축 

서울모터쇼 VR 솔루션 구축

벤처기업협회장 표창 수상

2018 인천광역시 ‘스마트 마이스’ 3단계 사업 VR 솔루션 구축 

활용사례

Ÿ 서울모터쇼

Ÿ 인천광역시 스마트 마이스

Ÿ 송도컨벤시아 

사업소개

Ÿ 기가찬은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과 사용자의 특성에 맞춘 솔루션

을 개발하고 수집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용 대비 효과적인 

VR·AR·MR 엔지니어링과 마케팅 솔루션을 제안 

Ÿ MICE VR 솔루션: 도시의 주요 관광지와 컨벤션 시설을 사진/동영

상/항공 VR로 제작하여 도시의 공간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는 

VR 솔루션

Ÿ 레이아웃 배치 시스템: VR/CG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전시 및 회

의장에 대한 정확한 공간 및 배치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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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림 ㅣ Darim

주요사업 화상회의 솔루션, 스튜디오 제작

설립연도 1991년

대    표 김영대

전    화 02-6953-0291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1로 131 BYC 하이시티 B동 703호

웹사이트 www.darim.com

이 메 일 info@darim.com

연    혁

1993 제조 공장 건설

1995 MPEG1 S/W 인코더, H/W 디코더 텔레 게이밍 출시

1996
미국 다윈 비젼 사 설립

세계 최초로 저렴한 MPEG 인코더, MPEGator 발표

2007
독일 Darim EU 설립 

캐나다 BC 주 Darim R & D 사무소 개설

2008
한국 도로 공사 디지털 CCTV ITS 시스템 구축

올인원 방송 스튜디오 발표

2011 가상 광고 솔루션 출시 

2014 개인방송솔루션으로 eStudio 소프트웨어 발표

2015 다기능 UHD 업 컨버터 소자 발표

2017 전자신문인터넷·엔터와 온라인 컨퍼런스 및 방송제작 마케팅 MOU

사업소개

Ÿ 다림은 MPEG 인코딩 및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화상회의 솔루션을 

제작

Ÿ e-Learning: 스마트 교실 강의 녹화 솔루션, AR/VR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 제작, 3D 가상 스튜디오 제작 및 운영

Ÿ TV방송: 3D 가상 스튜디오, 크로마키 스튜디오, 자동 재생 서버, 

멀티 디스플레이 평면 비디오 WALL 컨트롤러 운영

Ÿ WALL 프리젠테이션: 회의실과 강의실용 와이드 스크린 WALL컨트

롤러, 차세대 디지털 화이트보드 iBoard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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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소프트 ㅣ Daumsoft

주요사업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데이터 분석

설립연도 2000

대    표 송성환

전    화 02-565-0531 

팩    스 02-565-0532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97 

웹사이트 www.daumsoft.com

이 메 일 hon712@daumsoft.com 

연    혁

2001 HIP ESSP 파트너 협정

2002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민원처리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사업 구축(통합검색, 고객센터)

2006 Microsoft MSN 메신저 대화형 에이전트 (i-Buddy) 서비스

2007 고객 중심 데이터 마이닝, 분석 서비스 사업 확대

2008 검색엔진(Talkro IR 4.0) 개발

2009 4개국 기계어 번역기 개발

2012 트윗몹 서비스 개발, 18대 대선 트윗분석 서비스

201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빅데이터 수집, 분석모델 구축

2014 산업자원부 유전체산업 비즈니스 클러스터 구축

2016 KISTI 특허지식기반 제품, 기업 관계망 분석 시스템 구축

활용사례

Ÿ 현대, 기아차 상담지식 관리시스템 구축

Ÿ 킨텍스 통합 예약 및 전시시스템 개발

Ÿ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 시스템 구축

Ÿ 법무부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생활법률 지식서비스 구축

사업소개

Ÿ 다음소프트는 2000년 7월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분사 자연언어처

리기술을 기반으로 비정형 빅데이터 수집, 검색, 분석을 제공

Ÿ 빅데이터: 기업 내외부 대량의 문서로부터 인사이트를 발굴 및 이

슈 모니터링

Ÿ 인공지능: 기업 활동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 시간 이내에 분석하고 

보고서를 제작 

Ÿ 챗봇: 혼합 주도형 쌍방향 대화 기술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담 서

비스 제공 

Ÿ 소셜 분석: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해 언어 이해를 기

반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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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츠잇 ㅣ THATZIT

주요사업 네트워킹 플랫폼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설립연도 2012

대    표 김범수  

전    화 010-7638-0901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웹사이트 www.thatzit.co.kr

이 메 일 thatzit@gmail.com

활용사례

Ÿ 북한여행모바일 어플리케이션

Ÿ 축제스탬프 투어 어플리케이션

Ÿ 경주여행 모바일 스탬프 어플리케이션

Ÿ 전라도 스탬프 투어 어플리케이션

Ÿ 속초 스탬프 투어 어플리케이션

Ÿ 농축산식품부 농촌여행 스탬프 어플리케이션

사업소개

Ÿ 댓즈잇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로 축제스탬프투어, 모바일스탬프투

어, 속속 포인트 등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 및 운영 

Ÿ 샵나인: 개인정보 입력 없이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시스템 

제공

Ÿ 모바일 스탬프 투어: 관광객 위치를 기반으로 문화관광 스탬프 서

비스 제공 

Ÿ 메이크앤드: 사용자 위치가반의 실시간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

스로 사업주와 고객을 직접 연결

Ÿ 사비니: 모바일 스탬프 투표 플랫폼 제작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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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레드로버 ㅣ redrover

주요사업 VR 콘텐츠 제작

설립연도 1996

대    표 가삼  

전    화 031-5171-3800

팩    스 031-5171-3801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46번길20, 12층/13층

웹사이트 www.redrover.co.kr 

이 메 일 ysh245@redrover.co.kr

연    혁

2000 대학 교수 및 연구진을 주축으로 3D 입체 모니터 기술 연구∙개발

2006 3D 입체 게임 ‘로보칸’ 우수게임공모전 수상 (문광부장관상)

2008 북미 굴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전략적 사업 제휴 계약 체결

2009 3D 입체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 특허 취득

2010

롯데시네마 4D 상영관 제작 독점계약 체결

KOSDAQ 상장

영국 INITION社와 3D 장비 독점 공급 계약 체결

경주세계문화EXPO 3D영상 제작 수주(27.7억)

2011
2012 고성 세계 공룡 EXPO 5D영상관 수주(13.7억)

LG전자와 콘텐츠 계약 체결 (Bolts&Blip)

2012 대한민국 최초 3D 글로벌 애니메이션’볼츠와 블립’ 국내 대개봉

2015 중국 쑤닝 유니버설 미디어와 중국 상해 합자법인 설립 계약 체결

2016 스파크, 북미 메이저 배급사 오픈로드와 배급계약 체결

2017 스파크, 북미 전역 개봉

사업소개

Ÿ 레드로버는 글로벌 애니메이션과 CG&VFX 제작, 4D시네마 및 특

수영상관 구축, VR기술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콘텐츠 및 제반 하

드웨어를 제공

Ÿ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VR·AR·애니메이션·영화·게임·캐릭터·TV 

시리즈·공연 콘텐츠 제작, L/M, 출판, F&B 프랜차이즈, 테마파크 

기획 및 운영

Ÿ 전시문화사업: 전시 홍보관 공간기획 및 4D·특수영상관 설계와 첨

단 영상 콘텐츠 제작 

Ÿ 연구소&미디어 랩: 차세대 기술인 3D 및 VR/AR 관련 핵심 기술, 

파이프라인 솔루션, 프로젝션맵핑솔루션 연구 및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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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렌탈은행 ㅣ RentalBank

주요사업 영상 솔루션 제공, 주변기기 대여

설립연도 1998

대    표 최두성  

전    화 1588-3639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에이치비즈니스파크 A동 311호, 312호

웹사이트 www.rentalbank.co.kr

이 메 일 rentalbank@rentalbank.or.kr

활용사례

Ÿ 국가브랜드대상

Ÿ 세계미래보고서 블록체인과 메가트렌드

Ÿ 세계교육포럼

Ÿ 블록체인 심포지움

Ÿ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

사업소개

Ÿ 렌탈은행은 국내 최고의 MICE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마이스 서

비스를 제공하며 행사계획과 운영을 도움 

Ÿ 자체장비, 자체인력, 자체기술 지원: MICE 복합 시스템 연출기획, 

MICE 컨설팅 제공, 최신형 MICE 시스템 운용과 원활한 물류 시스

템, 국내 최고의 MICE 행사 수행경험, MICE 시스템 설계 및 환경 

디자인 제공

Ÿ 비디오 컨퍼런스, 동시통역, 영상촬영, 음향, 조명, 무대 디자인 서

비스 제공

Ÿ 홀로그램 시스템: 매쉬스크린을 통한 미디어 공연, 홀로그램 블레

이드 제공

Ÿ 비콘&와이파이: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제공

Ÿ VR & 3D: 생동감 있는 VR 영상 촬영, 3D 모션 그래픽 촬영 서비

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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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바이벌랩스 ㅣ Rivivallabs

주요사업 네트워킹 플랫폼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명 콩콩(Cong Kong)

대    표 김양근

전    화 070-8676-3070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길 23, 1층

웹사이트 www.congkong.net

이 메 일 contact@congkong.net

활용사례

Ÿ KBS, CBS, 조선비즈,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Ÿ 서울카페쇼, 서울디자인페스티벌,리빙디자인페어, 창조경제박람회

Ÿ 현대건설, IBM, SAP, 샤넬코리아,엘지유플러스, 필립스 기업행사

Ÿ 서울시청, 환경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부산시청, 군포시청

Ÿ 리더스모닝포럼(KMA), 표준협회, 세계선교대회, 

Ÿ 겟잇뷰티콘, 파크뮤직페스티벌,포항거리예술축제,영덕 대게 출제

Ÿ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스포츠의학회, 대한의학교육학회, HCI학회 학술대회

사업소개

Ÿ 리바이벌랩스에서 운영 중인 라이브 이벤트 플랫폼인, 콩콩

(CongKong)은 행사의 등록-결제-입장-운영-통계에 이르는 전 과

정을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

Ÿ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제공 

Ÿ 모든 기능과 컨텐츠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 모바일 웹을 

통해 원클릭 서비스 제공

Ÿ 모든 기능은 카드타입으로 생성, 카드 위치변경, 카드 show/hide, 

active/inactive 등 현장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플레이카드를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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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마이스허브 ㅣ MICE Hub

주요사업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설립연도 2005

대    표 김응균

전    화 02-6464-7222

팩    스 02-6008-4440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147 아이에스비즈타워 606호 

웹사이트 www.micehub.com

이 메 일 jeff@mediacore.co.kr

연    혁

2005
(주)미디어중심 설립

콘텐츠관리솔루션(CMS) MediaHub 개발 및 공급

2007 국내·일본 CMS시장 1위 기업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에 매각

2009
기업분리 및 ㈜미디어중심 재설립

MICEHUB(1.0) 컨벤션 미팅 서비스 개발 및 대외 오픈

2012 MICEHUB(1.5) 세미나, 포럼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오픈

2013
기업연구소 설립

MICEHUB(2.0) CMS, 전시 모듈 개발 및 서비스 오픈 

2016 MICEHUB PSA 시스템 서비스 개시

활용사례

Ÿ 경기국제보트쇼

Ÿ 코리아 브랜드&한류상품 박람회

Ÿ 광주 ACE Fair

Ÿ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Ÿ 대한민국산업전 B2B 상담회

사업소개

Ÿ 마이스허브는 미디어중심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품질관리, 지속적 

연구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IT+MICE 전문기업 

Ÿ 전시회 웹사이트 관리, 다국어 지원, 온라인 참가신청, 회원정보 

관리, 인보이스 발송, 디렉토리 관리, 전자결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부가기능 지원 

Ÿ 수출상담회 웹사이트 관리, 다국어 지원, 온라인 신청, 상담신청 

관리, 바이어 관리, 체류관리, 상담매칭 관리

Ÿ 포럼·세미나 웹사이트 관리, 연사 및 VIP관리, 테이블링 시스템, 

온라인 신청

Ÿ 사전 비즈니스 매칭 시스템 운영, 자율매칭, 스케줄 조율, 현장 상

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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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메드소프트 ㅣ MEDSOFT

주요사업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등록 시스템 운영

설립연도 2010

대    표 강영실

전    화 1600-4605

팩    스 0505-115-5985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557, 금강펜테리움IT타워 1409호

웹사이트 www.medsoft.co.kr 

이 메 일 master@medsoft.co.kr 

연    혁

2011 전용서버 구축, E-CRF 솔루션 개발

2012 상호 변경(메드소프트) 

2013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 학회운영 솔루션 개발

2014 국제학술대회 솔루션 개발

2015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벤처 이노비즈기업인증, 교보문고 MOU체결

2016 특허출원 및 투자유치로 솔루션 고도화

2017 광교테크노벨리로 사무실 이전

2018 동탄테크노벨리로 사무실 확장 이전

활용사례

Ÿ GEEF (반기문센터 주관) 국제포럼 시스템 

Ÿ APEC 여성기업리더스포럼 컨퍼런스 시스템 

Ÿ HBP (간담췌외과) 국제학술대회 시스템 

Ÿ PENSA (아시아정맥경장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 시스템

Ÿ ICKSH (대한혈액학회) 국제학술대회 시스템

Ÿ FIP (세계약사연명) 컨퍼런스 시스템

Ÿ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시스템

사업소개

Ÿ 메드소프트는 2010년 의학 관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시

작으로 소프트웨어 제작을 시작으로 학회웹사이트, 온라인논문투

고시스템, 국제학술대회 웹사이트로 사업영역을 확장

Ÿ PCO 행사 운영을 위한 국내외 사전등록, 카드결제, 입금 및 미입

금 자동계산, 등록명단 엑셀출력가능, 초록등록, 심사 시스템, 회

원등급에 따른 등록비 자동체크, 스폰서 관리, 자동 이메일 발송, 

연사 및 세션관리,  PCO 및 행사특성에 맞춘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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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모젼스랩 ㅣ MOGENCElab

주요사업 VR 콘텐츠 제작, 문화기술(CT) 콘텐츠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설립연도 2004

대    표 최이권  

전    화 02-538-0058

팩    스 02-538-0059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웹사이트 www.mogencelab.com

이 메 일 ceo@mogencelab.com 

연    혁

2010
SKT ‘Tworld Culture Zone 공연 · 예매 App’ 개발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능형 전시마케팅을 위한 개인화 마케터’ 

2011

KOCCA CT개발과제 ‘관객반응에 대응하는 진화형 인터랙티브 전

시 통합제어 기술개발’ 선정

저작권위원회 ‘오픈 소스 S/W 활용 기반 구축’ 개발

2012
전자신문 ‘2012 인기 상품_추천 상품 부분 Smart MICE 솔루션’

프랜차이즈협회 ‘Smart MICE App』 서비스

2013
Smart MICE Solution 국제건강산업박람회 시범 사업

Smart MICE Solution ‘orange coconut show case’ 개최

2014
Smart MICE Solution 2차 ‘orange coconut show case’ 개최

가상현실 콘텐츠 지원 사업 과제 선정

2015 사용자에게 반응하는 실시간 공연 영상 VJ 소프트웨어

2016 스포츠기술개발 '태권퍼포먼스를 활용한 인터렉트 공연개발'

2017 송도 컨벤시아 SMART MICE 조성사업

2018 DMC홍보관 디지털콘텐츠 제작

사업소개

Ÿ 모젼스랩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션 인터페이스, 터치 인

터페이스 등의 인터렉티브 기술개발을 연구 

Ÿ R&D: 가상현실 기반 무안경 3D기술 및 다중 인터렉션 기술, 지능

형 XR 미디어 서비스 기술, 사용자 중심의 개인화 추천 콘텐츠 기

술 개발

Ÿ 문화콘텐츠: EDM HOLIC, 융복합 3면 매핑공연, 4면 큐브 융복합 

공연, 야외 풀 홀로그램 공연 제공 

Ÿ 인터렉티브 콘텐츠: 스마트 마이스 콘텐츠, 5면 큐브 과학체험 콘

텐츠, VR·AR 체험 콘텐츠 제작 

Ÿ SI·SM: 모바일쇼핑몰, 유통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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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벅시 ㅣ Buxikorea

주요사업 운송 서비스

설립연도 2015

대    표 이태희

전    화 1666-2174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삼평동 629) 8층

웹사이트 www.buxikorea.com

이 메 일 support@buxikorea.com

고 객 사

Ÿ 서울관광마케팅

Ÿ 제주항공

Ÿ 여행박사

Ÿ 모두투어

Ÿ 서울 N 호텔

사업소개

Ÿ 소셜 렌터카 셰어링 서비스 벅시는 공항을 오가는 가장 편한 스마

트 모빌리티를 제공

Ÿ 배차 예약 및 결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에서 기사

님을 포함한 승합차 예약과 배차 가능

Ÿ 벅시 어플리케이션 이용시 예약 정보 배차 알림, 차량 정보 안내, 

실시간 남은 운행거리 확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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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브이이이코리아 ㅣ VEE Korea

주요사업 VR 콘텐츠 제작, 전시 기획

설립연도 2016

대    표 조정식

전    화 02-761-4546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여의도에클라트 611호

웹사이트 www.veecompany.com

이 메 일 veekorea@naver.com

활용사례

Ÿ 독도, 서울 VR

Ÿ 프리드라이프 크루즈 VR

Ÿ 삼성기어 프로모션 360 VR

Ÿ 문화체육관광부정책 VR

Ÿ 세계지식포럼 VR

사업소개

Ÿ 브이이이코리아는 방송환경에 맞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

Ÿ 광고기획, 영상 제작,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배포, VR 제작, 국제 

매니지먼트, 각종 전시회 및 전람회 기획, 콘서트 등에 미디어 서

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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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블루토스 ㅣ BLUETOS

주요사업 비콘 서비스, 네트워킹 플랫폼 개발, 고객 모니터링

설립연도 2014

대    표 이원찬

전    화 1800-6246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15-1 효정빌딩 4층 

웹사이트 www.bluetos.com

이 메 일 help@bluetos.com 

활용사례

Ÿ 서울도시농업박람회

Ÿ 창조경제박람회

Ÿ 안양사이버과학축제

Ÿ 국제낚시박람회

사업소개

Ÿ 블루토스는 비콘기반 위치정보 H/W, S/W 플랫폼을 제조하는 IT회

사로 국내외적으로 보기 드물게 SW와 HW 둘 다 제공하는 토탈 

플랫폼 공급

Ÿ 웹 솔루션서비스: IoT통합관리시스템(JAVA,PHP), 쇼핑몰 

(JAVA,PHP), 부동산 솔루션, 중고차 거래 솔루션, 구인구직 솔루

션, 검색포탈 솔루션, 설문조사 솔루션, 고객관리 솔루션 운영

Ÿ 셀핀 네트워크: 셀핀(SELFN)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지구 어디서

든 스스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앱 그리고 웹 솔루

션, 정보 제공 서비스, 실내 위치 제공 서비스, 이벤트 정보 제공 

Ÿ 토스콘: 토스콘(Toscon)은 사용자 스마트 기기로 다양한 위치 기

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 제공 서비스, 실내 위치 제공 서

비스, 이벤트 정보 제공 서비스, 정보전달과 쿠포닝, 영역 모니터

링과 인지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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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비코닉스 ㅣ Beaconyx

주요사업 비콘 서비스, 데이터 분석

설립연도 2014

대    표 최신호  

전    화 02-585-5152

팩    스 02-584-5152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42-4

웹사이트 www.beaconyx.com

이 메 일 beaconyx@beaconyx.com

활용사례

Ÿ 춘천마임축제 비콘 서비스

Ÿ 세계다문화박물관 비콘 서비스

Ÿ 북촌 8경 IoT 투어가이드 비콘 서비스

Ÿ ‘슬그머니’ 비콘 결제 서비스

Ÿ 서울시 강남구 시각장애인 보행지원 시스템 구축

Ÿ ‘버스킹’ 공연문화정보 플랫폼

사업소개

Ÿ 비코닉스는 비콘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정보수집 및 분석 및 네

트워킹 서비스 제공

Ÿ CiTron: 클라우드와 BLE4.0 Beacon을 활용한 IoT 모바일 전시 서

비스 방문객이 전시 Booth 근처에만 가도 상품정보가 폰에 자동전

달, 방문객의 상품 관심여부, 전자명함 전달, 위치 찾기, 실시간 홍

보 및 이벤트 공지, 실내 Navigation, 관심 업체 등록, 업체부스 방

문 횟수, 관심 상품 등록 등 전시장 내에서의 관람객 행동을 분석

Ÿ 버스킹(Busking): IoT Beacon 문화 컨텐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비콘을 활용한 Smart Search 를 통해 관람객이 

쉽게 공연자와 소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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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서커스컴퍼니 ㅣ circus AR

주요사업 VR 콘텐츠 제작, 어플리케이션 개발

설립연도 2012

대    표 박선욱

전    화 02-6261-2330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12길 64 (산호빌딩 3층)

웹사이트 www.circusar.com

이 메 일 like@circusar.com

활용사례

Ÿ 자라 섬 재즈 페스티벌 e-브로슈어

Ÿ 자라섬 씽씽 겨울축제 e-브로슈어

Ÿ 다산 문화재 관광지 홍보 엽서

Ÿ DSP엔터테인먼트 G-satr 존 

Ÿ 남양주 다산 정약용 유적지 관광안내 브로슈어 및 지도

사업소개

Ÿ 서커스 컴퍼니는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ICT+크리에이티브 파

트너 서비스를 제공

Ÿ AR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현실의 사물(이미지, 형상)을 인식, 분

석한 후 가상의 콘텐츠를 인식한 사물 위에 시각화

Ÿ 서커스AR 크리에이터: 서커스AR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식, 분석한 사물의 정보를 처리하고, 자동으로 증강현실 콘텐츠

를 관리

Ÿ 브랜드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개발: 다양한 콘텐츠 제작 개발경

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컨설팅 서비스 제공

Ÿ 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Oculus Rift, Samsung Gear VR 를 사용

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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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스포유 ㅣ SYSFORU

주요사업 참가자 등록 시스템 운영, 데이터 관리, 비즈매칭, 웹사이트 제작

설립연도 2006

대    표 장상훈

전    화 02-539-3313  

팩    스 02-536-0899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9길 27(삼성동) 삼송빌딩 3층

웹사이트 www.sysforu.co.kr

이 메 일 info@sysforu.co.kr

연    혁

2006
㈜시스포유 법인 설립

COEX, BEXCO 지정협력업체 등록

2007 KINTEX 지정협력업체 등록

2009 송도컨벤시아 지정협력업체 등록

2012
환경부 장관상 수상(환경보전 친환경 시스템 유공자 표창)

지식경제부 장관상 수상(전시산업발전 유공자 표창)

2013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2013 경기국제보트쇼 유공자 표창)

2016 ㈜한국전시 주최자협회 감사장 수여

협 력 사

Ÿ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Ÿ 킨텍스(KINTEX)

Ÿ 한국수입업협회

Ÿ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Ÿ 환경보전협회

Ÿ 월드전람

Ÿ 한국경제

Ÿ 경연전람  

사업소개

Ÿ 시스포유는 전시·컨벤션에서의 RF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참가자 데

이터 관리시스템을 제공

Ÿ 유·무인 등록 시스템, KIT 수령 확인 시스템, RF 게이트·트랙 관리 

시스템 제공

Ÿ 전시·컨벤션 등록운영, 전자투표, 경품 시스템 제공

Ÿ 전시회 웹사이트 제작 및 웹호스팅 서비스 공급 

Ÿ 참가업체, 참가자 사전등록 관리

Ÿ 비즈매칭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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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씨에스 ㅣ CS

주요사업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회계 관리 솔루션

설립연도 2004

대    표 최민호

전    화 064-756-1633 

팩    스 064-756-1634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505호

웹사이트 www.ucsit.co.kr

이 메 일 cs@ucsit.co.kr 

연    혁

2009 제주특별자치도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2013
CS 인도법인 설립 (CS INDIA Private Limited)

CS 베트남 공동법인 설립 (NC9)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창

2016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벤처기업인증(연장)

활용사례

Ÿ 개방형 스마트관광 플랫폼 구축

Ÿ 제주컨벤션뷰로 서비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Ÿ ICCJEJU 웹사이트 및 행사관리 프로그램 개편

Ÿ WCC생태문화탐방로 모바일안내 시스템구축

Ÿ 제주관광공사 MICE 마케팅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Ÿ 스마트테마코스 QR코드 디자인 개발

사업소개

Ÿ 씨에스는 IoT, O2O, 스마트 팜, 공공과 기업정보화,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중심으로 기업관리 솔루션을 제공

Ÿ MICE 원스톱 솔루션: MICE One-Stop Service는 컨벤션 뷰로 및 

MICE 행사 유치관리를 하는 관련 기관을 위한 맞춤 솔루션으로 

운영자 관리, 배너 관리, DB관리, 행사관리, 통계관리, 게시판관리 

등의 기능을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성

Ÿ 회계 관리 솔루션: 웹기반 회계 관리 시스템으로서 현지 외국인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회계 관리 솔루션으로 한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지원하며 쉬운 업데이트

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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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씨큐브디자인스튜디오 ㅣ ccube

주요사업 VR 콘텐츠 제작, 전시 기획, 어플리케이션 개발

대    표 임상균

전    화 070-4656-6217

주    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6길 7-9 1층

웹사이트 www.ccube3.com

이 메 일 leader@ccube3.com

활용사례

Ÿ ‘괌 샌드캐슬 시어터 매직쇼’ 360 VR Contents 제작 프로젝트

Ÿ ‘SM Town 버츄얼 데이트’ 프로젝트

Ÿ ’From Heaven to Earth’ 괌 정부 관광청의 VR 홍보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Ÿ 국립중앙박물관 VR 콘텐츠 및 체험존 제작 프로젝트

Ÿ LG U+ 배 3쿠션 마스터즈 경기 실황 VR 라이브 중계 프로젝트 

Ÿ 한국프로야구 경기 실황 VR 라이브 중계 시범 프로젝트 

Ÿ 평창 동계 올 립픽 플레이어 프로젝트

Ÿ 괌 온워드 비치 리조트 360 VR Contents 제작 프로젝트

사업소개

Ÿ 어라운드는 씨큐브 디자인 스튜디오의 VR 컨텐츠 브랜드로. 

VR·AR, 360 컨텐츠,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디자인, 체험관, 3d 

프린팅 등 소비자의 니즈에 최적화된 트랜드 컨텐츠를 제작

Ÿ 주요 제공 서비스는 행사 브랜드 콘텐츠 제작, 전시기획, 패키지 

디자인, 프로모션 캠페인, 그래픽&편집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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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이크래프트 ㅣ iCRAFT

주요사업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설립연도 2000

대    표 박우진

전    화 02-541-0474

팩    스 02-543-144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12층 (논현동, 두산건설빌딩)

웹사이트 www.icraft21.com

이 메 일 jsjeon@icraft21.com

연    혁

2002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2004 가입자 인증 관리시스템 프로그램등록

2005 코스닥시장 상장

2006 히다찌 Mid-range 제품 리셀러계약

2007
KT Best Partner상 수상 

벤처기업대상 산업자원부장관상 수상

2015 브랜드세이퍼 상용화

2016 위변조 방지 솔루션 '브랜드세이퍼2' 출시

2017

Gigamon과 Reseller 계약

Mellanox Technologies와 DVAR계약 

'정품인증수단, 정품인증 시스템' 미국특허 취득 

활용사례

Ÿ 인천 스마트 마이스 프로젝트 통합 프로그램 개발

Ÿ 우리은행 차세대 시스템 인프라 구축

Ÿ 서울대 전산망인프라 강화 사업

사업소개

Ÿ 아이크래프트는 인터넷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

Ÿ 인터넷 핵심망 사업: 핵심망 고도화, 접속망 고도화, 광 전송용 솔

루션

Ÿ 인터넷 인프라 부가 서비스: CDM, MAN, xDSL, FTTH, QoS 프리

미엄 네트웍

Ÿ 무선 인터넷 서비스: Wibro/ WCDMa, 무선인터넷, 위성인터넷 

Ÿ 대용량 데이터 관리 솔루션: Storage 구축, 재난복구 센터, SAN 

Switch

Ÿ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Web 가속, Web Mail, 화상 Meeting 서비스

Ÿ 인터넷 통합 보안 서비스: 침입탐지, 해킹 차단 시스템, Firewall, 

바이러스 차단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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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이티앤베이직 ㅣ IT&BASIC

주요사업 네트워킹 플랫폼 운영, 질의응답 시스템 제작,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명 심플로우(Simflow)

설립연도 2013

대    표 민경욱

전    화 1877-152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 494 조양프라자 6층

웹사이트 www.itnbasic.com 

이 메 일 ask@itnbasic.com

연    혁

2013 콜라보 서비스 런칭

2014 누적계정1,000개돌파

2015

심플로우 서비스 런칭

KBS 온라인참여시스템구축

심플로우 사용 이벤트1,000회, PV 100만 돌파

2016

POSCO IMP 최종선정

콜라보서비스종료, 심플로우B2C 결제서비스시작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법인 설립 및 엔젤 투자 유치

Onoffmix와 협업 모델 오픈

2017

특허출원 완료, 웅진컴퍼스와 영작서비스 연구시작

청년기업인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

일본사무실 및 일본법인 설립 완료

활용사례

Ÿ Global Startup Conference, 창조경제박람회

Ÿ Nexon Developer Conference, SDF

Ÿ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포럼

Ÿ Google x 500 Startup

Ÿ 세계지식포럼

사업소개

Ÿ 아이티앤베이직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네트워킽 플랫폼을 운영

Ÿ 심플로우: 교육, 컨퍼런스, 이벤트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효

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클라

우드 서비스를 제공함. 

Ÿ 심플레이스: 누구나 쉽게 모임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모임 개

설 및 중개 서비스로, 심플로우와 연계해 모임 관리 및 참가자 등

록, 정보를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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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임스인터내셔널 ㅣ Eims

주요사업 참가자 등록 시스템 운영, 데이터 관리

설립연도 2010

대    표 이석재  

전    화 02-2052-6660

팩    스 02-2052-6667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1길 14 이연빌딩 9층

웹사이트 www.eims.kr

이 메 일 hans@eims.kr

사업소개

Ÿ 아임스인터내셔널은 전문전시회, 컨퍼런스, 국제회의 등의 등록시

스템을 개발해 컨벤션 산업의 IT 인프라 구축 서비스 제공

Ÿ 컨버런스 및 세미나 등록시스템: 사전·현장 등록시스템, 무인등록

&자동출입증 발급 시스템, 세션별 입장현황 트랙 체크 시스템, 

Web·Mobile·On-line Service를 기반으로 하는 유비쿼터스형 등록

시스템 추구

Ÿ 전문전시회 등록시스템: 사전·현장 등록시스템, 국내최초의 전문전

시회 등록시스템, 글로벌 환경에 적용되는 One-Stop 

Registration, One-Click Information 구현, 실시간 On-line 

System, 모바일 DM발송 등 맞춤형 시스템 제공

Ÿ 주최사 행사관리 서비스와 고객관리시스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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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DS솔루션 ㅣ NDS Solution

주요사업 화상회의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개발, 키오스크 제작, 위치안내 솔루션 제공

설립연도 2008

대    표 김남교  

전    화 031-281-3381

팩    스 031-281-3224

주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유타워 1507호

웹사이트 www.netds.net

이 메 일 info@netds.net

활용사례

Ÿ 용인시 관광 가이드 콘텐츠 제작

Ÿ 한국전자제조산업전 안내 콘텐츠 제작

Ÿ 싱가포르 엑스포 안내 콘텐츠 제작

Ÿ 필리핀 마닐라 여행 및 각종정보 콘텐츠 제작

Ÿ 호텔 및 날씨안내 콘텐츠 제작

사업소개

Ÿ NDS솔루션은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며 전세계 20개국에 걸쳐

있는 다양한 유통구조를 보유 

Ÿ 키오스크: 길 찾기 키오스크, 미러 키오스크, 야외 키오스크, 안드

로이드 키오스크, 테이블 키오스크 등 콘텐츠 제작 및 관리

Ÿ Q-Sign 모바일 매니저: 컨퍼런스 프로그램 일정표를 모바일로 전

송하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맞춤형 제작 가능 

Ÿ Q-Wayfiner: 검색을 통한 길 찾기 시스템으로 모바일, 키오스크, 

PC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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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원투씨엠 ㅣ 12cm

주요사업 스마트 스탬프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데이터 수집

서비스명 에코스(echoss)

설립연도 2013

대    표 한정균

전    화 1522-9185

팩    스 031-705-7789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35 판교 실리콘파크 A동 5층

웹사이트 www.12cm.co.kr

이 메 일 service@12cm.co.kr

사업소개

Ÿ 12cm은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휴대폰 스크린에 도장

을 찍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스마트 에코스(echoss) 스탬

프 개발

Ÿ 현장비치용 에코스 스마트 스탬프: 에코스 스탬프는 폰의 터치화

면을 통하여 정보가 입력되어 앱 또는 모바일 Web 서비스 적용을 

위한 별도의 SDK 제공

Ÿ 에코스 인증센터: 폰의 터치화면을 통하여 입력되는 에코스 스탬

프의 고유정보는 12cm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인증센터를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Ÿ 에코스 정보센터: 폰의 정보, 사용자 정보, 스탬프 정보, 위치 정

보, 시각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O2O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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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니브이알 ㅣ uniVR

주요사업 VR 콘텐츠 제작

설립연도 2017

대    표 곽태진

전    화 042-625-4897

팩    스 042-366-4898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웹사이트 www.univrworld.com

이 메 일 admin@univrworld.com

사업소개

Ÿ 유니브이알은 제안, 설계부터 구현, 시공까지 한 번에 맞춤형 가상

현실 종합 솔루션을 제공 

Ÿ 가상현실 마케팅: 가상현실 마케팅 콘셉트부터 콘텐츠제작, 시스템 

개발까지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자체적으로 제공

Ÿ 체감형 장치 지원: 모션플랫폼, 워킹 플랫폼, 가상 윈드 블로워 등 

다양한 체감장치를 공급하고 기술을 지원

Ÿ 주요 제품으로은 워킹 VR 모델하우스, 건물조감 VR 롤러코스터, 

3D촬영 실사 VR투어, 다자체험형 VR홍보관, VR 윈드블로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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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비컴 ㅣ ubcomm

주요사업 참가자 등록 시스템 운영, 웹사이트 개발

설립연도 2007

대    표 강광수

전    화 02-501-2640 

팩    스 02-501-2675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5 대종빌딩 806호

웹사이트 www.ubcomm.kr

이 메 일 event@ubcomm.kr 

활용사례

Ÿ 서울디지털포럼

Ÿ G20 재무장관회의

Ÿ IBM 컨퍼런스

Ÿ NIKE RACE

Ÿ G-Fair Korea

Ÿ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Ÿ 서울디자인페어

Ÿ 서울세계 시각장애인경기대회

Ÿ 로보월드

Ÿ UN DPI/NGO 컨퍼런스

사업소개

Ÿ 유비컴은 MICE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축

Ÿ 스마트박스: 학회평점관리, 실시간평점확인, 무인등록을 제공

Ÿ 등록프로그램: 등록현황 실시간 제공, 모바일 바코드 연동,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Ÿ 웹페이지개발: 등록페이지, 온라인결제페이지, 선착순 등록페이지

를 운영

Ÿ RFID GATE: 입/출입 체크, GATE별 출입통제, 국가별 인사말 서

비스 제공 

Ÿ 스마트패스: 입장용 바코드, 모바일설문, 모바일투표  및 행사 안

내

Ÿ 발표자료관리: 발표자가 직접 업로드, 현장 업로드, 발표 자료 자

동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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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프리즘 ㅣ uPrism

주요사업 화상회의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개발

설립연도 2006

대    표 차민수

전    화 070-4077-0100

팩    스 02-385-0614

주    소 강남구 테헤란로 501, 7층 711호 (삼성동, 브이플렉스)

웹사이트 www.uprism.com

이 메 일 uPrism@uPrism.com 

연    혁

2007

국내최초 인터넷폰 SMS수신 시스템 상용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H.323 표준 화상회의 솔루션 (CURIX) 개발 완료

2008 ETRI ‘IPTV용 ISMA 및 P2P 개인방송 플랫폼’개발 수주

2010
SK그룹포탈 화상회의 구축

CURIX 화상회의 5.0 출시 (Full HD, HW코덱연동)

2011 현장 영상공유 통화솔루션 iGuardian출시

2012 모바일 화상회의 솔루션 큐릭스 컨퍼런스 출시

2013 국내 금융권 최초 스마트폰지원 화상상담 솔루션 공급(기업은행)

2014
국내최초 무인 우체국 화상상담 솔루션 공급

대한민국국회 화상회의 솔루션 공급

2015 'CURIX 7' 화상회의 출시(유무선 통합 화상회의)

2016 국내최초 KC인증 하드웨어 CURIX MCU 시스템 출시

사업소개

Ÿ 유프리즘은 멀티미디어처리 기술, UX노하우를 갖춘 국내 화상회의 

솔루션을 제공

Ÿ 솔루션 유통: 화상회의 패키지, 그룹 영상 유통화 패키지, 구축 컨

설팅 및 교육 서비스 운영

Ÿ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임대형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및 고객 관리

Ÿ 시스템 통합: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소프트웨어 커스터

마이징, 제안서 제작,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공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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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렌컴더마이스 ㅣ Erencom The MICE

주요사업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데이터 관리, 영상 솔루션 제공, 주변기기 대여

설립연도 1998

대    표 노현진

전    화 02-466-7051      

팩    스 02-466-7708

주    소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4길 10 

웹사이트 www.erencomtm.co.kr

이 메 일 hjroh@erencomtm.co.kr

연    혁

1999
컴퓨터 렌탈 서비스 운영

온라인 자동 등록시스템 도입

2000 부산지사 설립

2001 시스템 및 솔루션 개발부서 신설

200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장비 대여

2008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2010 G20 서울정상회의 

2011 세계 검찰총장 서울총회 / 세계개발 원조총회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세계 자연보존총회

2013 세계 에너지 총회

2014 UN 생물다양성 협약총회 / ITU전권회의

2016 서울안보대화

2017 세계원전사업자협회

2018 동계올림픽 총회

사업소개

Ÿ 이렌컴은 컨퍼런스와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MICE 행

사운영시스템을 운영

Ÿ 영상시스템: LED, 프로젝터, 영상스위처, 화상회의시스템 설치 

Ÿ 회의시스템: 발표시스템(KVM, 큐라이트, 세션타이머, E포디움) 설

치

Ÿ 솔루션 개발: 등록, 출입통제, 세션관리(발표자료, 발표정보관리),

이포스터(컴퓨터나 DID를 활용한 포스터 전시) 등 개발 운영, E – 

Save: 데이터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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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벤터스ㅣ EVENT US

주요사업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데이터 관리, 어플리케이션 개발

설립연도 2014

대    표 안영학

전    화 02-2088-8327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69길 5, 롯데엑셀러레이터 13층

웹사이트 www.event-us.kr

이 메 일 business@event-us.kr

활용사례

Ÿ GE HEALTHCARE KOREA ALL EMPLOYEE MEETING 운영

Ÿ Global Accelerators Conference & Demoday 운영

Ÿ Drone Show Korea Conference 운영
Ÿ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창의 세미나 운영

Ÿ 정보보호 인력채용 박람회 운영

Ÿ 청심환 페스티벌 운영

사업소개

Ÿ 이벤터스는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행사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행사 전, 중, 후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

Ÿ 참가자 모집·관리 솔루션: 행사 참가신청, 출석확인·현장등록, 문

자·이메일 발송, 결제 시스템, 행사홍보·참가자 모집

Ÿ 실시간 소통 솔루션: 질의응답, 투표 + 결과, 설문조사·퀴즈, 채팅, 

이벤트 운영 

Ÿ 다양한 이벤트 솔루션: 경품추첨, 모의투자·전문심사, 스탬프·코인 

미션, 1대100 퀴즈, 실시간 경매 진행

Ÿ 행사정보 제공: 모바일 지도, 부스정보 제공, 모바일 가이드 제공

Ÿ 통계 보고서 솔루션: 각 기능별 통계 대쉬보드 제공, 각 기능별 원

본 데이터 파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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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인포랑 ㅣ INFOrang

주요사업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등록 시스템 운영

설립연도 2003

대    표 나신택

전    화 02-337-3337

팩    스 02-325-7667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가길 8-17

웹사이트 www.medrang.co.kr

이 메 일 mkt@inforang.com 

연    혁

1975 도서출판 의학문화사 창립

2000
의학회 관련 인터넷 사업 시작

Convention 사업부 신설, 학술대회 종합 기획 및 지원업무

2001 의학문화사 ㈜메드랑으로 법인화

2002 학술대회 관련 웹기반 솔루션 개발

2003 메드랑 온라인 사업부 ㈜인포랑으로 독립 법인화

2004 컨벤션서비스, 출판, 웹사이트 제작의 온오프라인 통합 시스템운영

2005 컨벤션 종합관리 프로그램 개발

201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활용사례

Ÿ 대한장연구학회 국제행사 웹사이트 

Ÿ 대한심폐소생협회 모바일 페이지

Ÿ 대한뇌전증학회 국제행사 웹사이트

Ÿ 대한마취통증학회 웹사이트

Ÿ 고려인산학회 웹사이트

사업소개

Ÿ 인포랑은 설립 이래 학술지 편집·출판, 학술대회 기획·운영, 온라

인 솔루션 제공으로 온오프라인 토탈서비스를 선도한 학회 전문 

서비스를 제공

Ÿ 웹&모바일 플랫폼 제작: 기관·행사 목적에 최적화된 웹사이트 구

축과 개발수행 조직과 운영관리 조직의 연속성 지원

Ÿ 소사이어티 웹 제작: 학회 업무에 최적화된 웹사이트 제공, 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 제시, 종이 없는 학회를 운영

Ÿ 국제 컨벤션 웹 제작: 초록 접수, 심사 시스템, 사전 등록, 현장 

등록 시스템, 숙박, 관광 예약 관리, 프로그램 등록 및 전시 안내, 

관리자 및 각종 통계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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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지스마트글로벌 ㅣ GSMATT Global

주요사업 디지털 전시 부스 디자인

대    표 이기성

전    화 070-4896-500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556 서울아카데미빌딩 

웹사이트 www.g-smattglobal.com

이 메 일 info@g-smattglobal.com

활용사례

Ÿ 겟잇뷰티콘

Ÿ 서울국제공작기계박람회(SIMTOS)

Ÿ 경기관광박람회

Ÿ 한국수력원자력 홍보관

Ÿ 키엠스타 국제 농기구 박람회

사업소개

Ÿ 지스마트글로벌 스마트글래스를 기반으로한 G-Glass, G-Tainer, 

G-Wall 등을 기획 및 판매 그리고 렌탈서비스를 제공

Ÿ 미디어 파사드의 수요확대에 따라 종합솔루션을 기반으로 영상, 

컨텐츠를 제공 

Ÿ G-Glass: 차별화된 실내외 경관의 연출, 인테리어 조명 효과, 효

과적인 정보 등 이러한 모든 효과를 기존의 벽체나, 유리, 파티션

등을 G-glass로 대체 

Ÿ G-Tainer: 지글라스와 컨테이너를 결합한 융복합 제품으로  실내 

공간의 활용과 미디어 기능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제작된 세계 유

일의 신규 전시/홍보/행사 컨텐츠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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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즈 ㅣ Fondue

주요사업 어플리케이션 개발

설립연도 2018

대    표 김덕은

전    화 010-2850-1152

주    소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3층 301호

웹사이트 www.fondueapp.io

이 메 일 dekim74@fondueapp.io

사업소개

Ÿ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즈는 컨퍼런스, 전시회, 축제 등에 사용되는 

행사 운영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

Ÿ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즈에서 제작한 퐁듀서비스는 컨퍼런스 준비

를 위한 연사 섭외부터 행사 안내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까지 행

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올인원(All-In-One) 이벤트 플래닝 서비스

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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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퀴즈올 ㅣ Quiz All

주요사업 네트워킹 플랫폼 개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제작, 어플리케이션 개발

대   표 오세진

전    화 02-420-6700

팩    스 02-420-8600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62길 21-1 범창빌딩 3층 

웹사이트 www.quizall.co.kr

활용사례

Ÿ 대한민국 소방·과학기술 경연대회 

Ÿ SPOTV 커넥티비티 스포츠 퀴즈 

Ÿ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퀴즈 

Ÿ 현대모비스 수련대회 복면가왕 

Ÿ 진로교육페스티벌 법체험 찬반투표 

사업소개

Ÿ 퀴즈올은 무선응답시스템과 무선투표기를 사용한 실시간 응답시스

템으로 교육, 퀴즈쇼, 기업연수, 팀빌딩, 세미나, 컨벤션, 관공서, 

TV 프로그램 구성, 장학퀴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Ÿ 투표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투표 및 설문 집계를 

진행할 수 있으며, 파일, 이미지 저장 기능을 이용해 진행한 결과

를 따로 보관 가능

Ÿ 퀴즈 마스터: 파워포인트 내에서 퀴즈 문제를 자유롭게 구성하여 

실시간 집계 및 통계 분석이 가능

Ÿ 퀴즈 익스프레스: 퀴즈 게임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참

가자의 퀴즈 풀이를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아 퀴즈 게임 진행

Ÿ 무선 투표기: 6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어 퀴즈 게임, 투표, 설

문조사, 인기투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Ÿ 버저(buzzer): 부저는 투표기와 동일하게 무선으로 조작되며, 다수

의 참가자 중 문제를 단 한 명만 풀 수 있는 스피드 퀴즈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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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킨터치 ㅣ KINTERCH

주요사업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디지털 맵 제작, 데이터 관리

설립연도 2016

대    표 박장혁

전    화 02-565-4237

팩    스 0504-407-4237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42 역삼빌딩 5층

웹사이트 www.kinterch.com 

이 메 일 kinterch@gmail.com

연    혁

2016
스탬프와 앱간의 정보교환 관련 특허 출원 완료

스페인 BOOKSTOP 스탬프 샘플 공급 및 프로젝트 진행

2017

인도 GTL사 공급계약 체결

KOTRA 주관 아스타나 엑스포 관련 유니온 커뮤니케이션 공급계약

루시드스톤 공급계약 체결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엑스포 한국관 방문객 리워드 서비스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4.0 보증 체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강소기업 글로벌 진출 사업 확정

2018 공작기계협회 SIMTOS2018 스마트 서비스 제공

사업소개

Ÿ 킨터치는 전시회에서 참가 업체와 참가자 사이에 원활한 비즈니스 

소통을 위해 고안된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

Ÿ PEXPO(Paperless Expo): 정전식 터치와 사운드 알고리즘 테크놀

로지를 활용한 디지털 스탬프 인증기기와 행사운영 전용 어플리케

이션 제작, 사전 미팅 약속, 사전/현장등록, 디지털 설문조사, 디

지털 정보교환, 디지털 맵, 비주얼 데이터를 운영 

Ÿ 디지털 마케팅: AI(Deep learning)와 BigData(Data mining) 테크

놀로지를 활용한 행사 모객 및 참가자 행동 패턴 분석에 의한 산

업군 추세 분석, 비콘 통한 고객 분석 및 구글 맵 연동 통한 O2O 

마케팅, 오프라인 비즈니스 강화 지원

Ÿ 네트워크 영상 솔루션: 알고르즘 정렬, 해싱, 순차적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보안 카메라, 비디오 인코더 및 액세서리, 액세스 컨트롤 

제품군 보유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 발간

- 240 -

35. 통합정보통신 ㅣ United Information Communications

주요사업 화상회의 솔루션, 어플리케이션 개발

설립연도 2008

대    표 인창식  

전    화 02-556-3050

팩    스 0303-0955-3050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1 동성빌딩 

웹사이트 www.wxw.co.kr

이 메 일 jiworld@nate.com

협 력 사

Ÿ 코엑스

Ÿ 구글

Ÿ 다음

Ÿ LG전자

Ÿ 경기도교육청

사업소개

Ÿ 통합정보통신은 세계 최초의 DIY 통합커뮤니티&인터넷방송 통합 

어플리케이션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Ÿ 통합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올인원 디자인, DB관리, 공지사항 

및 그룹 메뉴 기능, 전용 어플리케이션 운영, 게시판 관리, GPS기

능, 이메일 및 전화 연결, 푸시알림기능, SNS 전송을 통한 회원초

대, 인터넷 방송채널과 VOD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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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티에스엠 ㅣ TSM

주요사업 행사운영시스템 개발, 전시회 부스 제작

설립연도 1998

대    표 서원준

전    화 02-455-3700

팩    스 02-455-3780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32길 5(중곡동)

웹사이트 www.tsm.asia

이 메 일 info@tsm.asia

연    혁

1998 회사설립

2002 하이픽텐트 국내 최초 개발 공급(안면도 꽃 박람회)

2003 영상, 음향, 조명, 중계 및 통역부문 사업영역 확대

2011 본사 광진구 중곡동 사옥 준공

2014 경기도 이천물류센터 준공 

활용사례

Ÿ G20

Ÿ 가스텍

Ÿ 교황방한

Ÿ 국제물포럼

Ÿ 세계내과학회

Ÿ 한아세안 정상회담

Ÿ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사업소개

Ÿ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영상, 동시통역, 음향, 조명, 중계, OA기기

&집기 등 컨벤션 사업 하드웨어와 함께 소프트웨어 시스템 제공

Ÿ 하드웨어: 영상, 음향, 조명, 중계, 동시통역, 등록시스템, OA기기 

& 집기 등 시스템 렌탈 서비스를 제공

Ÿ 소프트웨어: 세션관리프로그램, 등록, 비즈매칭을 구축 및 운영 

Ÿ 텐트: TFS, 하이픽텐트, AL-HALL, MQ 프로그램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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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티에스엠아이 ㅣ TSMi

주요사업 어플리케이션 개발

설립연도 2014

대    표 서원준

전    화 02-455-3753

팩    스 02-455-3780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32길 5(중곡동)

웹사이트 www.tsmi.kr

이 메 일 sales@tsmi.kr

연    혁

2014 회사 설립

2014 국제회의 및 전시행사 전용 모바일 어플 “퀵가이드” 출시

2014 서울관광재단 서울마이스 얼라이언스 공식앱 연간계약

2015 이천시 농촌체험 가이드 어플 “이천 나드리” 출시 

2015 현대자동차외 기업행사 공식앱 출시

활용사례

Ÿ ISAAR&ICIC 

Ÿ UCLG culture summit 

Ÿ APAA 

Ÿ 국제입자가속기 컨퍼런스

Ÿ ICAO 글로벌 항공교육 심포지엄 & 제5차 국제항공협력 컨퍼런스

Ÿ HMGDC

사업소개

Ÿ 티에스엠아이는 관계형 비즈니스 네트워킹 솔루션을 개발해 MICE 

행사에서 네트워킹, 기업 마케팅 효과, 행사 정보전달, 데이터 분

석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Ÿ 도입기간 단축: 기존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도입기간 1/5로 단축 

가능

Ÿ 사용자와 사용자: 사용자간(주최측포함) 네트워크 강화 및 커뮤니

케이션 활성화 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

Ÿ 홍보 및 광고효과: 고유 브랜드 앱 보유, 스폰서 및 기업체 유치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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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포더비전 ㅣ 4THEVISION

주요사업 VR 콘텐츠 제작, 어플리케이션 개발

설립연도 2015

대    표 윤정현

전    화 031-8017-0360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이노밸리 B동 603호

웹사이트 www.4thevision.com

이 메 일 info@4thevision.com

활용사례
Ÿ 앨리스스토어 실사 스캐닝

Ÿ 한국 전통 공연 VR 콘텐츠 제작

사업소개

Ÿ 포더비전은 VR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하고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인터렉션을 설계해 쇼핑, 교육, 엔터테이먼트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새로운 Virture life system을 제공 

Ÿ VR 인터페이스 & 인터렉션 개발: 모션인식을 통한 공간이동 및 

가상공간 인물간의 다양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세컨라이프(second 

life) 플랫폼을 운영

Ÿ 제품 실사화 & 결재 시스템 연동: 실제 제품을 스캐닝 하여 현실

감 있는 가상 쇼핑몰 구현은 물론, 결제 시스템 연동을 통해 구매

까지 가능한 VR 쇼핑공간 연출  

Ÿ 콘텐츠 제작: VR 라이브 방송, CG, 3D 효과 등 뉴미디어 전문 프

로덕션 제작

Ÿ 어플리케이션 개발: 웹/모바일 환경을 위한 VR 어플리케이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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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한국AV ㅣ AV Korea

주요사업 영상 솔루션 제공, 주변기기 대여

설립연도 1992

대    표 조형국 

전    화 02-776-3333

팩    스 02-756-0303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49길 서울숲 코오롱디지털타워3차 904호

웹사이트 www.avkorea.com

이 메 일 avkorea@avkorea.com

연    혁

1993 Sony, 3M Korea, Kodak Korea 판매대리점 계약 체결

2002 한국 전시공업협동조합 가입

2010 영상연구소 기업부설연구서 인증

2014 고용노동부 강소기업으로 선정

2016  PANASONIC 렌탈Projector 및 화상회의시스템 공식대리점 체결

2017  미국 ATLONA와 대리점 체결

활용사례

Ÿ 평창동올림픽 개막식, ICT홍보관, 한전홍보관, 알리바바홍보관

Ÿ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Ÿ 베니스 비엔날레 하이퍼파빌리온

Ÿ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Ÿ 상해모터쇼

사업소개

Ÿ 한국 AV는 해외 AV 제품을 수입 및 공급하며 토탈솔루션을 제공

Ÿ SI사업: LED 디스플레이 솔루션, 방송 및 A/V시스템, IBS 

(Intelligent Building System), 네트워크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시

스템, 상황실 및 출입통제설비 시스템, 화상회의, 원격강의 시스템 

운영

Ÿ 렌탈 서비스: 건축설계를 고려한 시스템 설계, 기반설비 설계, 

AT&T Bell 연구소와 통합 설계, 복잡한 통신 환경의 단일화 설계, 

최고의 확장성 유지  

Ÿ 유통사업: LCD,  DLP, LASER Projector 및 Home Theater 

Projector 판매, LED Display 실내외용 보유 시연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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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홀로티브글로벌 ㅣ HOLOTIVE GLOBAL

주요사업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설립연도 2012

대    표 강인철  

전    화 02-2633-3700

팩    스 02-2633-3710 

주    소 서울 마포구 포은로 2가길 42 (합정동)

웹사이트 www.holotive.co.kr

이 메 일 biz@holotive.co.kr 

연    혁

2012

-

2014

일본 YM Glory Co.,Ltd와 판매 독점 계약 체결

CIP CI Group 내 제품독점공급 계약 체결

일본 동경 시나가와 홀로티브 재팬 설립

태국 방콕 홀로티브 타일랜드 설립

2015

홀로티브 싱가포르 설립

싱가포르 센토사 K-POP 홀로그램 공연장 구축 및 운영 계약 체결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LG전자 NSV 공급계약 체결

홀로티브 중국 향주, 상하이 설립, 중국 상업발전중심 업무 협약

2016
옥외광고용 홀로그램 스크린 POLYNET-R 개발

홀로그램 뮤지컬 요괴워치 제작 계약 체결

2017 3D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생산

활용사례

Ÿ AFOC ZST Opening Ceremony

Ÿ 잘생겼다! 서울20, 270도 홀로그램

Ÿ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

Ÿ 동대문 DDP 간송전시회 

Ÿ 포항구룡포과메기문화관 가상해저체험관

Ÿ 하이네켄 맥주 신제품 런칭쇼

사업소개

Ÿ 홀로티브글로벌은 자사 홀로그램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홀로

그램 전용 하드웨어 및 솔루션, 콘텐츠를 제공하는 홀로그램 토털 

플랫폼 기업

Ÿ 홀로그램 하드웨어: HT Glass Facade, VLL 홀로그램 경관조명, 

NSV 디지털 홀로그램 사이니지, SKY FACADE 홀로그램 옥외광고 

서비스 제공 

Ÿ 홀로그램 제품: POLYNET 홀로그램 스크린, HEXA 홀로그램 투명

필름, SKYNET 공급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 발간

- 246 -

41. 홀로홀릭 ㅣ Holo Holik

주요사업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 주변기기 대여

대    표 이두헌

전    화 02-456-1107

팩    스 070-4900-6578 

주    소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창의관 213호

웹사이트 www.holoholik.com 

이 메 일 contact@holoholik.com 

활용사례

Ÿ 인공지능협회 컨퍼런스

Ÿ 신년 축하쇼

Ÿ 상해 스마트 시티 컨퍼런스

Ÿ 르방택배 상장파티

Ÿ 삼천 화교성 행사

사업소개

Ÿ 홀로홀릭은 3차원 비디오와 그래픽 영상을 무안경 방식의 디스플

레이 장치를 국내에 상용화

Ÿ 광고서비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원격제어 가능한 플

랫폼 시스템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효율적으로 상품 및 기업

홍보를 지원

Ÿ 컨텐츠 제작: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영상 컨텐츠를 기획 및 

제작

Ÿ 미디어 아트: 기업 전시, 런칭행사, 트레이드쇼, 미디어쇼케이스, 

쇼룸에서 기업 및 기관 행사 홍보를 위한 홀로그램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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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기업 대상 설문조사지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기술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의 기업운영 일반사항, 미팅테크놀로

지 현황 조사,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분석을 위해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음. 

문1. 귀사의 설립년도는 언제입니까?           (                    년도) 

문2. 귀사의 연간 매출액이 어떻게 되십니까?    (                    억원)

문3. 귀사의 근무 인력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                     명)

II. 미팅테크놀로지 현황 조사

다음은 귀하가 국내 MICE 관련 분야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느꼈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1. 국제회의 관련 분야에서 가장 선호하는 미팅테크놀로지의 순위를 정하시오. 

I. 기업운영 일반사항

① 행사운영시스템 ---------------------------- (        )위

② 소셜미디어 캠페인 ---------------------------- (        )위

③ 국제회의 참가자용 앱 ---------------------------- (        )위

④ 비콘/GPS ---------------------------- (        )위

⑤ AR/VR ---------------------------- (        )위

⑥ 홀로그램 등 영상 솔루션 ---------------------------- (        )위

⑦ 화상회의 솔루션 ---------------------------- (        )위

⑧ 기타 ---------------------------- (        )위

국내 MICE산업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2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본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 제작을 위한 연구로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관련 기
업의 현황 및 디렉토리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학술자료로만 이용되오니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
사합니다.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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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 전시회 관련 분야에서 가장 선호하는 미팅테크놀로지의 순위를 정하시오.

문1. 미팅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이 다음 중 어느 항목에 가장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순위를 정하시오.

문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국제회의 기획업체 혹은 주최기관이 미팅 테크놀로지 사용을 결정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가격   ② 편의성   ③ 기능성   ④ 보안   ⑤ 디자인   ⑥ 기타(          )

문3. 미팅테크놀로지 제작 및 서비스 지원 업체에 종사하시면서 개선/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① 전시회운영시스템 ---------------------------- (        )위

② 소셜미디어 캠페인 ---------------------------- (        )위

③ 전시회 참가자용 앱 ---------------------------- (        )위

④ 비콘/GPS ---------------------------- (        )위

⑤ AR/VR ---------------------------- (        )위

⑥ 홀로그램 등 영상 솔루션 ---------------------------- (        )위

⑦ 기타 ---------------------------- (        )위

① 참가자 참여 ---------------------------- (        )위

② ROI 분석 ---------------------------- (        )위

③ 엔터테인먼트 ---------------------------- (        )위

④ 데이터 수집과 분석 ---------------------------- (        )위

⑤ 행사 운영 전략 수립 ---------------------------- (        )위

⑥ 예산 절감 ---------------------------- (        )위

III.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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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국내 PCO 대상 설문조사지

   국내에 회의 운영 경험의 있는 PCO의 기업 운영 일반 현황,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초 인식,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전망 파악을 위해 이메

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회사

정보

회 사 명

지 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설 립 연 도 ___________________ 년

근 무 인 력 ___________________ 명

매 출 규 모 ____________________ 억 원

응답자

정보

근 속 연 수 ___________________ 년

직 급 ____________________ 

본 설문 시작 전 숙지해 주십시오.

Ÿ 미팅테크놀로지(Meeting Technology): MICE 행사 운영과정에서 사용되는 ICT(정
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반의 테크놀로지를 
의미함.

Ÿ 미팅테크놀로지 적용분야: 행사장운영도구, 참가자 네트워킹, 데이터 수집 및 관
리, 고객관계관리, 실시간 네트워킹, VR/AR, 실시간 방송,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
발, 참가자 등록, 프로그램 일정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함. 

국내 PCO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설문조사 ID

2

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은 <미팅테크놀로지 가이드> 발간을 통해 국

내 MICE산업 전문인의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국내 PCO 종사자의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및 인식도 파악을 통해 <미팅

테크놀로지 가이드> 발간 참고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사항

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 34조에 따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10분 내로 끝나는 간단한 설문지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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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초 인식

문1. 귀하는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문2. 최근 국내 MICE 행사에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이 활발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활발히 활용된다 ② 어느 정도 활용된다

③ 별로 활용되지 않는다 ④ 전혀 활용되지 않는다

문3. 유사 경쟁 행사에서 미팅테크놀로지가 활용되어 위기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어느 정도 있다 ③ 없다 ④ 전혀 없다

문5. 현재 귀사께서는 MICE 행사 개최를 위해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5번 문항에 ‘예’라고 체크하신 분만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5-1. 귀사가 주로 활용하는 미팅테크놀로지는 무엇입니까? 중복 체크(v) 해주십시오.

□ 행사운영시스템 □ 소셜미디어 캠페인 □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 비콘/GPS □ AR/VR □ 홀로그램/영상 솔루션

□ 화상회의 □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II.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현황

귀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 무료로 활용 가능한 미팅테크놀로지에는 행사장 베뉴 파인더(K-MICE), 컨벤션센터 VR 투어(킨텍스, 송

도컨벤시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여행일정 플래너 서비스(투어플랜비), 실시간 교통 및 주차정보(킨

텍스, 벡스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K-MICE), 무전기 어플리케이션, 실시간 투표서비스(슬라이도) 등이 

있습니다.

문4. 귀하는 무료로 활용 가능한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습니까?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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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킹 플랫폼 □ 기타 ________________

문5-4.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했을 때 행사 개최에 개선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개선되었다 개선되지 않았다

1) 참가자 만족도 ① ②

2) 네트워킹 효과 ① ②

3) 마케팅 효과 ① ②

4) 정보 전달의 용이성 ① ②

5) 데이터 수집과 분석 ① ②

6) 현장 운영 및 관리 ① ②

7) 운영 예산절감 ① ②

8) 업무시간 단축 ① ②

9) 행사 운영 전략 수립 ① ②

문5-3. 행사 개최를 위해 미팅테크놀로지 사용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은 무

엇입니까?

① 가격 ② 편의성 ③ 기능성

④ 보안 ⑤ 심미성 ⑥ 기타 ________________

문5-5.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에 있어서 귀사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2가지만 체크(v)해 주십시오.

① 미팅테크놀로지 기술 제공 업체의 MICE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② 행사 운영 예산의 문제로 미팅테크놀로지 도입 어려움이 있음

③ 단발성 행사로 인해 미팅테크놀로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④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제공업체의 기술적 한계가 있음

⑤ 국내 미팅테크놀로지 기술과 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5-2.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행사 참가자의 규모는 대략 몇 명입니까?

________________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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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팅테크놀로지 활용 전망

귀사가 향후 활용 계획인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 5번 문항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신 분만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5-6. 귀사가 MICE 행사 운영에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미팅테크놀로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함

②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③ 행사 운영 예산의 문제로 인함

④ 기술 제공업체를 잘 알지 못함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6. 앞으로 행사 운영을 위해 미팅테크놀로지를 사용할 계획입니까?

① 사용할 계획이다 ② 사용할 계획이 없다

※ 6번 문항에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체크하신 분만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6-1. 행사 개최를 위해 활용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팅테크놀로지는 무엇입니

까? 중복 체크(v) 해주십시오.

□ 행사운영시스템 □ 소셜미디어 캠페인 □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 비콘/GPS □ AR/VR □ 홀로그램/영상 솔루션

□ 화상회의 □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네트워킹 플랫폼 □ 기타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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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6-2. 행사 개최에 있어서 미팅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기대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기대한다 기대하지 않는다

1) 참가자 만족도 ① ②

2) 네트워킹 효과 ① ②

3) 마케팅 효과 ① ②

4) 정보 전달의 용이성 ① ②

5) 데이터 수집과 분석 ① ②

6) 현장 운영 및 관리 ① ②

7) 운영 예산절감 ① ②

8) 업무시간 단축 ① ②

9) 행사 운영 전략 수립 ① ②

♣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7. MICE산업에 종사하면서 ‘미팅테크놀로지 활용’을 위해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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