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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OpenInfra & Cloud Native Day Korea
OpenStack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2014년 1회 OpenStack Day Korea 행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여덟 번의 커뮤니티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국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에서 주도하는 클라우드 & 

오픈 인프라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행사로 자리매김 해 왔으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의 공동으로 주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름을 Open Infrastructure & Cloud 

Native Days Korea로 정하고, 한국 인프라 관련 주요커뮤니티(OpenStack, OCP, Ceph, Kubernetes 

커뮤니티)와 합동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국내 오픈소스 인프라스트럭처 기술 전문가들이 활발히 기술

교류를 하였습니다.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2019년과 동일하게 OpenStack, OCP, Ceph, Kubernetes 한국 커뮤니티가 힘을 합쳐

OpenInfra Community Day Korea를 2020년 11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12월

7일부터 9일간 총 3일 동안, 다양한 주제의 발표는 물론 온라인 부스를 준비하여 관련 기술 및

솔루션들을 온라인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및 2021년 모두 수십여개의 세션과 함께

다채로운 온라인 버추얼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YouTube 다시보기를 포함, 수천 명이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세션에 참석하였습니다. 

COVID-19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2022년에는 저희 4개 커뮤니티 모두 심사숙고하여 드디어

대면으로 커뮤니티 구성원과 만나는 장을 준비하기로 조심스러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면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발표 세션을 현장/온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준비하고

있으며, 누구나 편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만나는 Open 

Infrastructure 커뮤니티의 축제를 기대해 주셨으면 하며,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활기찬 클라우드

커뮤니티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과 교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전행사 Review (2014~2021)

OpenStack Day
2014

OpenStack Day
2015

2014. 2. 18

세종대학교

700+

2015. 2. 5, 

잠실롯데호텔

800+

OpenStack Day
2016

2016. 2. 18, 

잠실롯데호텔

900+

OpenStack Day
2017

2017. 7. 13,

잠실롯데호텔

2017.7.14, 

COEX

1000+

OpenInfra Days
2018

2018. 

6.28~29, 

COEX Hall E

1,200+

OpenInfra & 
Cloud Native Days

2019

2019. 

7.18~19,

T타워, 페럼타워, 

삼화타워

OpenInfra
Community Day 

Korea
2020

2020. 11. 19, 

온라인

컨퍼런스

500+

OpenInfra
Community Day 

Korea
2021

2021. 12. 07, 

온라인

컨퍼런스

300+

CNCG (Cloud Native 
Community Groups) 

Seoul 2020

2020. 9. 24, 

온라인

컨퍼런스

1000+

KCD (Kubernetes 
Community Day) 

Korea 2021

2021. 9. 9, 

온라인

컨퍼런스

1000+

OpenInfra &
Cloud Native Day 

Korea 2022

2022. 11. 01, 

코엑스

그랜드볼룸

1000+



국내오픈소스커뮤니티

OpenStack
Open Compute Project

(OCP)

● 활동 구성원: 7,025

(*Facebook 그룹 기준)

● www.facebook.com/groups/o

penstack.kr

● 활동 구성원: 403

(*Facebook 그룹 기준)

● https://www.facebook.com/grou

ps/ocpkorea

● 매월 기술세미나 개최 및

오픈스택& 인프라 관련 스터디

프로그램 진행

● 오픈소스 관련 컨퍼런스 발표 및

연 1회 OpenStack Day(s) 개최

● 공식 한국어 번역팀 운영, 스터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

● 정기 meetup (기술 세미나) 진행

● 컨퍼런스 발표 및 전시 진행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Kubernetes Ceph

● 활동 구성원: 9,136

(*Facebook 그룹 기준)

● https://www.facebook.com/gro

ups/k8skr

● 활동 구성원: 623

(*Facebook 그룹 기준)

● https://www.facebook.com/gro

ups/620899444961207

● 매월 기술세미나 개최

● CNCF 가 후원하는 컨퍼런스 연 1회

KCD Korea (Kubernetes   

Community Day in Korea) 개최

● 공식 한국어 번역팀 운영, 스터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

● 정기 meetup (기술 세미나) 진행

● Ceph 관련 기술 스터디 프로그램

진행

● 컨퍼런스 발표

● 공식문서 번역 작업 진행

http://www.facebook.com/groups/openstack.kr
https://www.facebook.com/groups/ocpkorea
https://www.facebook.com/groups/620899444961207


2022 Program (가안)
Track 1 Track 2 Track 3 Track 4 Track 5

09:40~09:50 Opening

09:40~12:30 Keynote

12:30~14:00 Lunch Break 

14:00~14:40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14:50~15:30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15:30~16:00 Break

16:00~16:40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16:50~17:30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17:30~18:00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ponsorship Packages

1 Diamond Sapphire Gold 

7,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참여가능업체수 5 3 10

발표세션(30분) 2개 (온라인 1 / 현장 1) 1개 (현장) 1개 (온라인)

부스크기 대형 중형 소형

무료티켓 20 15 10

로고노출위치 행사장 로비 + 발표장 행사장 로비 + 발표장 행사장 로비

발표영상로고 노출 V X X

쉬는시간 홍보영상 V X X

참가자명단 V V X

▶ 상황에 따라 후원사 모집이 일찍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위에 명시된 후원사 혜택 및 금액은 협의 가능합니다..

(부가세별도)



부스예시
제공품목 수량 비고

부스 규격 1 Booth 2m~3m

메인 배너 1ea Company Name

바닥파이텍스 1 set

인포데스크 1ea

의자 1ea

인터넷회선 1 Port

전기 1kw

콘센트 (2구) 1ea

※ 전시 부스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후원사모집일정

8월 9일1 후원사 모집 시작

10월 10일2 후원사 모집 종료



THANKS!
Do you have any questions? 
sponsor@openinfradays.kr
010-8961-3775

http://openinfradays.kr

CREDITS: This presentation template was created by Slidesgo, 
including icons by Flaticon, and infographics & images by Freepik

mailto:sponsor@openinfradays.kr
http://openinfraday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