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RTUAL SEOUL
활용 안내
서울형 웹 기반 3D 가상행사 플랫폼
MICE기획팀

=

버추얼 서울 플랫폼
플랫폼 유형 및 주요 기능 설정

Type

웹 GL (웹 페이지 기반)
연사 강연 송출(녹화/라이브)
분과회의 (라이브 세션)

=

Functions

참가자 간 네트워킹(그룹/1:1)
가상투어관 (360VR 영상 시청)
게이미피케이션(버추얼 스탬프 투어)

세계 최초, 개최지(도시)를 마케팅 할 수 있는
3D 가상행사 플랫폼

버추얼 서울 플랫폼
가상 베뉴 기획

메인 로비(서울 맵)

=

창덕궁
(컨퍼런스 홀)

세빛섬
(워크샵 룸)

남산서울타워
(홍보부스)

DDP
(씨어터)

서울식물원
(네트워킹 라운지)

버추얼 서울 플랫폼
가상회의 기능(현재 구현 완료)

로그인/My Page

e-컨퍼런스 기능

사전등록이 필요한 행사 시
회원가입 및 참가자 계정
DB 연동으로 참가자 관리,
로그인 후 My Page를
통한 정보 수정 기능

컨퍼런스 홀에서 프로그
램 일정에 맞춰 녹화된
연사의 강연 재생,
다시 보기 및 연사 정보
확인 기능 등 구현

=

라이브 세션

네트워킹 기능

패널 디스커션, 실시간
QnA, 참가자간 소모임
(라운드테이블)등
라이브로 진행되는 세션

참가자간 그룹챗,
접속자 리스트 확인 및
명함정보 열람, 1:1 화상
미팅 신청 기능

버추얼 서울 플랫폼
가상회의 기능(현재 구현 완료)

이벤트 기능

홍보부스 운영

버추얼 스탬프 투어,
만족도 조사, 멤버십 카드
만들기 등 미니 게임 구현

남산서울타워에서 주최
기관의 홍보부스 운영
(브로셔, 홈페이지 연결,
홍보영상 송출, 주최측
과의 실시간 상담 등)

=

씨어터 운영

통계 분석 기능

서울 투어 영상(360VR),
후원사 홍보영상 등
카테고리 별 영상 업로드
및 시청이 가능한
가상씨어터 기능

총 접속자 수, 가상 베뉴
별 클릭 수, 홍보영상 조
회수 및 재생 시간 등
세부적인 행사 결과
통계 데이터 리포트

버추얼 서울 플랫폼
가상회의 기능(21년 하반기 개발)
행사 전 상담 매칭 (별도 페이지)

가상전시관 기능

비즈니스 상담(PSA)

온라인 전시 부스 선택,
전시관 콘텐츠(브로셔, 홈
페이지, 홍보영상, FAQ,
라이브커머스 등)관람,
전시운영사와 1:1 채팅 및
화상상담 기능 탑재

사전 바이어-셀러 간
1:1 비즈니스 상담 매칭
페이지 구축, 확정된 미팅
스케쥴에 맞춰 버추얼
서울에서 화상상담 진행

※9월 이후 행사 적용 가능

=

※9월 이후 행사 적용 가능
버추얼 서울에서 화상상담

콘텐츠 관리시스템
(CMS) 구축
버추얼 서울 플랫폼의
배너, 이미지, 세션 정보,
송출 영상 등의 콘텐츠
직접 등록/수정 가능
※11월 이후 행사 적용 가능

참가자 관리(CMS)
CMS로 참가자/바이어/
셀러 별 등록 및 관리,
전시참가사 별도 계정 발
급으로 직접 전시부스
콘텐츠 등록/수정 가능
※11월 이후 행사 적용 가능

버추얼 서울 플랫폼 소개

=

이미지 클릭하여
버추얼 서울 둘러보기

버추얼 서울 플랫폼 소개

=

이미지 클릭하여
실제 행사 모습 보기

버추얼 서울 플랫폼
플랫폼 활용 사례(행사 개최)

=
2020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2020 서울관광 스타트업 데모데이

개최일시

2020.11.6 ~ 11.19

개최일시

2020. 11. 26.

개최형태

온라인

개최형태

온라인

참가규모

해외 27개국 140개사,
국내 160개 의료기관

참가규모

관광스타트업 12개사,
총 252명 참가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
주요내용
채용박람회, 서울홍보 등

스타트업 IR 발표,
주요내용
홍보존, 1:1 투자상담 등

2020 아시아테플 국제학술대회
개최일시

2020. 11. 27.

개최형태

하이브리드

참가규모 총 800명(외국인 400명)
300개 이상의 e-컨퍼런스,
주요내용 e-포스터, 홍보부스 등

버추얼 서울 플랫폼
플랫폼 활용 방법

제공 사항

플랫폼 편집이 필요한 경우

서버
이용료

3D 그래픽 소스

무료 배포

프로그램
= 편집비
화상회의
플랫폼
이용료
별도 비용 소요

행사 세부 사항 및 신청서 작성
(https://url.kr/cdr1bm)
주최측과 세부 협의를 통해
플랫폼 수정, 콘텐츠 삽입

플랫폼 운영 테스트 및 운영
(필요 시 행사 당일 기술 인력 지원)

버추얼 서울 플랫폼
플랫폼 편집 필요 시 표준 비용

2,000만원(부가세 별도)

※ 외국인 참가자 50인 이상의 행사인 경우 2021년 서울 MICE 국제회의 지원 신청 시 1,000만원 지원
※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개발 후에는 비용 무료(2021년 11월 이후, 현장 기술인력 필요 시 이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항목

No

설명

비고

1

행사 전용 플랫폼 설치 및 운영

• 행사 기간 전후 총 1개월 플랫폼 운영 (CDN 기본 지원)

• 중국 접속은 별도 협의

2

행사 전용 도메인 / URL 지원

• 플랫폼 접속에 주최자의 도메인 사용 지원

• 주최자가 도메인 SSL 제공

3

행사 참가자 및 Live 행사일

• 등록 사용자 2,000명 • 동시 접속 사용자 300명 지원

• Live 행사일은 실시간 발표/

4

Landing Page, Main Menu, Seoul Map,
Conference Hall, Workshop Room

강연, 화상회의 이벤트 기준

• Live 행사 최대 3일 지원

=

• 행사 로고, Text, 영상, 이미지 삽입

5

Track / Session / Presenter Profile

• 1일 최대 4개 Track 지원 / Track 별 세션 지원

6

다중 사용자 Video Conferencing

• 화상회의 SW 사용 최대 10회 지원 ( 동시 4회 지원 )

• 주최자는 화상회의 SW 라이센스 불필요

7

라이브 / VOD 스트리밍

• 총 100 개 Live / VOD 스트리밍 제공

• 주최자가 Live 촬영 담당

• Streaming 시 Q&A • 텍스트 채팅 지원/ VOD는 Vimeo 이용

• 인도네시아 접속은 별도 협의

8

360 Theater / Mice Booth

• 영상, 이미지, 브로셔, URL Link 삽입

9

이벤트 / 설문

• Stamp Tour, 멤버십 카드 / 구글 설문 지원

10

참가자 디렉토리 & 네트워킹

• 참가자 간 1:1 텍스트 채팅 지원

11

서비스 사용 통계

• 사용자 접속 기록을 Excel 형식으로 제공

12

기술 지원

• 온라인 사용자 문의 처리 / 행사일 Onsite 기술 지원

13

기타

• PC • Mobile 지원 / 사이트 메뉴 영어 + 한국어 지원
• 행사 종료 후 통계자료 리포트

• 주최자가 구글 설문 작성 후 제공

버추얼 서울 플랫폼
기본 항목 외 추가 비용
No

항목

설명

가격 (부가세 별도)

1

행사 전용 플랫폼 운영 기간 추가

• 기본 1개월 운영 또는 행사 기간 종료 후 사이트 유지 시

100 만원 / 월

2

Live 행사일 추가

• 기본 Live 행사 3일 초과 시

100 만원 / 일

3

등록 사용자 추가

• 등록 사용자 2,000명 초과 시

4

사전 등록 기능 추가

• 참가자가 직접 행사 등록 시

5

Track / Seesion / Present Profile 추가

• Track 4개 초과 시

6

다중 사용자 Video Conferencing 추가

• 총 10회 초과 시

20만원 / 1회

7

라이브 / VOD 스트리밍 추가

• 총 100개 초과 시

20만원 / 100개

8

메뉴 언어 추가

• 영어, 한국어를 제외한 메뉴 언어 추가 시

9

추가 기능 개발

10

타 시스템 인터페이스

=

• 이벤트/ 설문 / 서비스 통계 등의 기본 기능 외
추가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협의
• 주최측의 CRM 등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는 별도 협의

100 만원 / 2천명
100 만원 / 사전등록 기능 추가
50만원 / Track

100만원 / 1개 언어
별도 협의
별도 협의

버추얼 서울 플랫폼
플랫폼 편집 시 수정 영역

=

버추얼 서울 플랫폼
플랫폼 편집 시 수정 영역

=

버추얼 서울 플랫폼
플랫폼 편집 프로세스
- 2주I

- 2주-

- 4주 -

플랫폼
요구사항 정의

II

플랫폼 설치•수정 /
데이터 이관

III

Phase

플랫폼
테스트 / 보완

Task

• 행사 주최자 요구사항 확인

I

플랫폼 요구사항 정의

= 기능, 세션 수, VOD(녹화) 및
- 행사 기본 정보, 필요
라이브 세션 수, 각 가상공간 별 활성화 기능 등

II

플랫폼 수정/
데이터 이관

III

플랫폼 테스트/보완
IV

• 플랫폼 편집 작업(행사 주최자 제공 콘텐츠 삽입)
- 행사 로고, 이미지, 영상, 참석자, 스케줄, 설문 등
• 편집된 플랫폼 기반으로 행사 리허설
• 플랫폼 보완 및 행사 개최 준비

플랫폼 운영

• 온라인 행사 개최(행사 주최자측에서 장소 제공)

(행사 개최)

• 개발사의 기술 지원 및 행사 종료 후 서비스 리포트 제공

IV

플랫폼
운영

버추얼 서울 플랫폼
플랫폼 활용 시 유의사항

=

Copyright @ 2020. Seoul Tourism Organization.
All rights reserved.

버추얼 서울 플랫폼 활용
시 네비게이션 바 하단의
‘서울관광재단 저작권’
문구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