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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추얼 서울 2.0 CMS 이용 매뉴얼
(행사 생성 및 e-컨퍼런스 개최)

행사 주최자용



1. 이벤트 계정 생성 과정

버추얼 서울
이용 신청

행사용 플랫폼
도메인 생성

버추얼 서울
CMS 계정 발급

CMS 접속 및
행사 콘텐츠 등록

테스트 및
행사 개최

STEP

PLAYER 이용자
(PCO/PEO/주최자)

서울관광재단
이용자

(PCO/PEO/주최자)

Details

1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 접속

2
왼쪽 하단 <PLUS 
SEOUL 지원신청>
아이콘 클릭

3
단체회원 가입 후
로그인

4
하단 <지원 신청>-
<버추얼 서울> 클릭

5
도메인 등 신청정보
작성 후제출

플랫폼 신청하기 도메인 생성 CMS 계정 발급

1
버추얼 서울 관리자
(admin)계정생성

2
이용자에게 CMS 
접속 정보 발송
(ID/임시비밀번호)

CMS 접속 및
행사 콘텐츠 등록

1
수신 메일의 접속
정보로 CMS 접속

2
행사 생성하기
(기본 정보 입력)

3 참가자/연사 등록

4
가상 베뉴 별
플랫폼 콘텐츠 등록

5
E-컨퍼런스, 전시
등세부 기능 설정

테스트 및 행사 개최

1
CMS설정 잘출력
되는지 테스트

2
버추얼 서울에서
온라인 행사 개최

2

1
신청 정보 확인 및
플랫폼 지원 승인

2
이용자가 신청한
도메인 신규 생성
(최소 3일소요)

https://korean.miceseoul.com/index
https://korean.miceseoul.com/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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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정및컨퍼런스정보입력

이벤트일정입력

1. 일차 입력(step)

2. 날짜 선택

세션입력

1. 세션 날짜 선택

2. 세션 타이틀

3. 세션타입(live/vod)

4. 세션 코드

5. 세션 시간(open~close)

6. 패널토의 화상방 설정

프리젠테이션입력

1. 연사 입력(선택)

2. 타이틀

3. PT 시간(open~close)

4. Abstract

5. 커버이미지

6. 발표 타입 (live/vod)

7. 영상 주소

세션다시보기

1. 발표자

2. 타이틀

3. 영상 주소

로그인
1. 이벤트생성및기본설정

이벤트정보
1. 행사명

2. 행사기간

3. 사용언어

4. 참가자 등록 방식

5. 가상 베뉴 선택

메일폼작성
1. 일반 참가자 메일

2. 전시 참가자 메일

3. 비밀번호 리셋

참가자/스피커
1. 일반 참가자 등록

2. 컨퍼런스 스피커 등록

2. 가상공간브랜딩 (플랫폼콘텐츠수정/등록)

로딩
1. 로고 이미지

2. 로딩 이미지

3. 로딩문구

서울맵
1. 간판 로고

2. 영상 경로

3. 영상 커버

창덕궁
1. 좌측 세로 배너

2. 우측 세로 배너

5. 우측 연사 배너

세빛섬
1. 가로 배너

2. 우측 배너(1~4)

DDP
1. 영상 카테고리

2. 카테고리별 영상

서울타워
1. 브로셔

2. 스크린 영상

3. 카운터 로고

식물원
1. 그룹채팅

2. 설문조사

서울광장
1. 좌측 세로 배너

2. 우측 세로 배너

5. 우측 연사 배너

코엑스
1. 홍보 영상

2. 스폰서 배너

3. 링크

2. 이벤트 관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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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이벤트 정보

1. 로그인

2. 이벤트정보입력

3. 메일폼설정

4. 참가자 / 스피커관리



CMS ID Page Name Page

ADMIN 로그인

1

2

5

Description.

• https://cms.virtualseoul.or.kr/mice/로 접속해주세요.

• ID : STO 가 등록한 계정(e-mail) 입력

• P/W : STO가 발급한 임시 비밀번호 4자리 입력

(ID와 P/W는 STO로부터받은계정 메일에서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 등록된본인 계정 E-mail주소

2 발급된비밀번호 or 변경한 비밀번호입력

https://virtual.visitincheon.or.kr/pco/


CMS ID Page Name Page

ADMIN 사용자정보 6

1

2

3

Description.

• 계정정보 확인및 임시 비밀번호변경하기

1 (우측 상단)아이디클릭 시 계정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
계정신청 시 입력했던정보가고정되어있습니다.

(변경 문의: vsp@sto.or.kr / 02-3788-0896)

3 이메일로받으셨던임시 비밀번호를변경해주세요.

mailto:vsp@sto.or.kr


CMS ID Page Name Page

ADMIN 이벤트정보

Description.

• 버추얼서울로 개최되는행사의기본 정보입력하기

• 행사 코드와 행사 도메인은계정 신청 시입력했던값으로

고정 되어있으며 CMS에서변경할수 없습니다.

• ⓘ 아이콘에마우스를올리면세부 설명을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 행사이름 입력

2
언어를선택합니다. (하단 이미지참고)

언어는한국어/영어/한국어+영어로만선택하실 수있습니다.

3

참가자등록 방식을선택합니다. (하단 이미지참고)

1) 참가자가 DB 직접 등록 방식:사전 참가자등록 DB를이미

가지고있는 경우선택. 참가자관리메뉴에서 참가자 DB를

일괄등록할 수있습니다.

2) 버추얼 서울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참가자가 버추얼서울로

회원가입과로그인을하는경우 선택.주최자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동의내용을작성해야합니다.

3) 별도 로그인 없이 버추얼 서울 접속:행사 링크를통해 참가자가

자유롭게접속할수 있습니다.단, 통계데이터는제한적으로

수집됩니다.

4

이용 약관/ 개인정보처리 방침

기본으로재단에서제공하는내용이 입력되어있습니다.

행사에맞게 수정,입력하시면됩니다.

7

1

2

3

③②

4



CMS ID Page Name Page

ADMIN 이벤트정보 8

1

Description.

• 각 행사프로그램에맞게 <가상베뉴>선택하기

1

가상베뉴 별 기능 확인하기

-각 가상베뉴는특정 행사기능을 탑재하고있습니다.

-각 가상베뉴의그래픽이미지와기능을확인해주세요.

2

필요하지 않은 가상베뉴 선택 해제하기

-최초생성 시에는모든 기능이선택되어있습니다.

-필요하지않은 가상베뉴(기능)은체크하여 해제해주세요.

-선택하지 않은가상 베뉴는버추얼 서울플랫폼의

좌측 메뉴에서사라지고,랜드마크클릭이 비활성화됩니다.

2



CMS ID Page Name Page

ADMIN 메일폼 9

1

2

3

Description.

• 일반참가자 및연사에게 계정 발송을 위한 메일 폼설정하기

• 각 참가자별 임시비밀번호가자동으로생성되어 발송됩니다.

• 메일폼 내 아래 계정 정보 코드는 수정/삭제 금지

-접속주소(URL) : #EVENT_URL#

-접속아이디(email) : #USER_EMAIL#

-비밀번호 : #NEW_PASSWORD#

1

일반 참가자 및 연사에게 발송되는 메일 내용 작성

-참가자관리 메뉴에등록된 DB로 발송되는메일입니다.

-참가자관리 메뉴에서메일미리보기 및발송이 가능합니다.

2

전시 참가사(셀러) 대상 발송되는 메일 내용 작성

-전시업체메뉴에등록된 DB로발송되는메일입니다.

-전시업체메뉴에서메일 미리보기및 발송이가능합니다.

3

비밀번호 리셋 메일

-참가자가버추얼서울 플랫폼에서 ‘비밀번호재설정’ 기능을

사용시 자동으로발송되는메일입니다.

※참가자등록 방식을 1 또는 2번으로 선택한 경우에만해당

4

메일 작성 부분

- Mail Title:메일 제목을입력하세요

- Mail Script: 계정 정보코드 외메일 내용을입력하세요.

- @: 첨부파일이있으신 경우첨부해주세요.

(첨부파일 기능은추후 업데이트예정)

4



CMS ID Page Name Page

ADMIN 참가자/스피커 10

Description.

• 로그인이필요한행사의 경우참가자 등록 및 관리하기

1 참가자 탭 선택하여 일반 참가자 관리

2

사전 참가자 DB가 있는 경우 일괄 등록 양식 다운로드

-양식내 name(참가자명), email(계정아이디), job_title(직위),

organization(소속), country(국가) 입력

-양식의 셀(열)을 수정하시거나삭제하시면안됩니다.

-해당양식에서 이름과아이디(이메일)는필수값입니다.

그 외 항목은입력값이 없는경우 비워두시면 됩니다.

3

참가자 DB 일괄 등록하기

- 2번의 양식(excel)다운로드후 작성된 DB를 등록

-일괄등록된 참가자가 5번 리스트에 추가됨

4
일반 참가자 추가(개별 등록)

-추가등록 창에정보 입력후 Save버튼 클릭

5

등록된 참가자 리스트 확인

-일괄/개별등록된 참가자 DB가 출력됩니다.

-버추얼서울에서참가자가 직접회원 가입하는경우,

등록된참가자 데이터가리스트에실시간생성됩니다.

6
참가자 DB 수정

등록된참가자 데이터중 수정사항이생긴경우 사용합니다.

7

계정 정보 메일 발송 전 미리보기

참가자에게계정정보를 발송하는메일을미리 보실수 있습니다.

메일내용은 <메일폼>메뉴에서수정할 수있습니다.

8

계정 발급하기(계정 정보 메일 발송하기)

-참가자 DB가 모두셋팅된 후참가자들에게계정 정보를

전체발송하거나개별적으로발송할 수있습니다.

-계정발송 후 비밀번호리셋을강제로해야 할 경우다시 한번

계정발급버튼을클릭하면새로운 임시비밀번호가발송됩니다.

5

1
234

8

8

6

7



CMS ID Page Name Page

ADMIN 참가자/스피커 11

Description.

• 연사 데이터 등록 및 관리하기

1 스피커 탭 선택하여 연사 관리

2

연사 DB가 있는 경우 일괄 등록 양식 다운로드

-양식내 name(참가자명), email(계정아이디), job_title(직위),

organization(소속), country(국가), biodata 입력

-양식의 셀(열)을 수정하시거나삭제하시면안됩니다.

-스피커의데이터는모든 항목값을 입력해주셔야합니다.

3

연사 DB 일괄 등록하기

- 2번의 양식(excel)다운로드후 작성된 DB를 등록

-일괄등록된 연사가리스트에추가됨

4
연사 추가(개별 등록)

-추가등록 창에정보 입력후 Save버튼 클릭

5
연사 소개 문구(바이오 데이터) 작성

버추얼서울의 연사정보 창에출력됩니다, (하단 이미지참조)

6
연사 프로필 이미지

연사프로필 이미지를등록해주세요. (256*280px)

7 연사 정보 수정하기

8

계정 정보 메일 발송 전 미리보기

계정정보를 발송하는메일을미리 보실수 있습니다.

메일내용은 <메일폼>메뉴에서수정할 수있습니다.

9

계정 발급하기(계정 정보 메일 발송하기)

-연사데이터가 모두셋팅된후 계정 정보를

전체 발송하거나 개별적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계정 발송 후

비밀번호리셋을강제로 해야할 경우 다시한번

계정발급버튼을클릭하면새로운 임시비밀번호가발송됩니다.

5 6 9 7

1
234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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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콘텐츠 설정

1. 로딩화면

2. 로비(서울맵)

3. 컨퍼런스홀(창덕궁)

4. 오픈스테이지(서울광장)

5. 보드룸(세빛섬)

6. 전시홀(코엑스)

7.     비즈니스상담장(서울관광프라자)

8.     시어터(DDP)

9.     홍보부스(서울타워)

10.   네트워킹라운지(서울식물원)

11.   기타



CMS ID Page Name Page

ADMIN 로딩화면 13

1

2

3

4

Description.

• 버추얼 서울 플랫폼 접속 시 “로딩 화면” 편집하기

1
로딩 배경 이미지 편집(1920*1080px)

이미지미삽입 시기존 설정되어있는 배경(영상)이출력됩니다.

2

화면 좌측 상단 로고 편집

-체크박스해제 시출력되지않습니다.

-로고는투명 배경의 png 파일을 삽입해주세요.(240*120px)

3

화면 우측 상단 로고 편집

-체크박스해제 시출력되지않습니다.

-로고는투명 배경의 png 파일을 삽입해주세요.(240*120px)

4

로딩 메시지 입력

-로딩화면에출력되는메시지(텍스트)를입력해주세요.

-미 입력시 기존설정 되어있는문구로출력됩니다.



CMS ID Page Name Page

ADMIN 로비 14

1

2

3

4

5

Description.

• 버추얼 서울 메인 로비 콘텐츠 편집하기

• 콘텐츠 미 등록 시 기존 샘플로 등록된 이미지/영상으로 출력됩니다.

1

가상 베뉴 이름 변경하기

-사용언어에 따라한국어 /영어선택하기

-언어별 가상 베뉴이름 수정하기

※ 행사프로그램과가상 베뉴명이상이하지않다면,

기존설정된 베뉴명칭을사용하시기를권고 드립니다.

2 대형 벌룬 배너 이미지 변경 (800*800px)

3 소형 벌룬 로고 1,2 이미지 변경 (512*128px)

4 사인보드(전광판) 상단 로고 이미지 수정 (512*128px)

5

사인보드(전광판) 비메오 배포용 영상 주소 삽입

-메인로비에서 영상이자동재생되기 위해서는비메오 영상 링크

가필요합니다. (15p 영상링크 복사방법 참조)



CMS ID Page Name Page

ADMIN 비메오사용법 15

3

4

5

Description.

• 가상공간내 영상링크 입력방법

(비메오 배포용 링크 복사하기)

• 가상공간 CG에서 영상이 자동재생되기 위해서는 비메오의

배포용 링크가 필요합니다. (모든 영상 콘텐츠에 동일 적용)

1

비메오접속(https://vimeo.com/) 후로그인,

오른쪽상단 <새동영상>클릭 후영상 파일업로드하기

※ 업로드시 영상공개/비공개설정이 가능합니다.

※ 비공개설정시 영상 링크로만엑세스할 수 있습니다.

2
영상최적화 후오른쪽 메뉴에서

맨 하단의 <고급>버튼클릭하기

3 왼쪽설정 창에서 <배포> - <동영상파일링크>클릭

4 동영상 <다운로드용링크>로설정변경

5

옵션에서표준 해상도가가장낮은 파일의 <링크복사>,

복사된링크를 CMS의영상주소 입력창에 붙여넣기

※ 해상도가높으면과부하문제로 플랫폼에서재생이

원활하지않을수 있습니다.

1

2

3

비메오 배포용 영상 링크 만들기



CMS ID Page Name Page

ADMIN 컨퍼런스홀 16

1

2

3

4

Description.

• 버추얼서울 컨퍼런스 홀(창덕궁)콘텐츠 편집하기

• 메인스크린을 클릭했을때나오는 행사 세션은 <컨퍼런스>-

<프로그램>메뉴에서설정합니다.

• 다시보기는 <컨퍼런스>-<세션 다시보기>메뉴에서설정합니다.

• 연사정보는 <스피커 관리>에서입력된콘텐츠가출력됩니다.

• 콘텐츠미 등록시 기존 샘플로등록된이미지/영상으로출력됩니다.

1

가상 베뉴 이름 변경하기

-사용언어에 따라한국어 /영어선택하기

-언어별 가상 베뉴이름 수정하기

※ 행사프로그램과가상 베뉴명이상이하지않다면,

기존설정된 베뉴명칭을사용하시기를권고 드립니다.

2 메인 스크린의 좌/우 세로 배너 이미지 수정 (300*1,050px)

3
좌측 다시보기 배너 커버의 이미지 수정 (723*844px)

-다시보기기능을사용하지 않을시, 선택체크박스해제

4
우측 연사 정보 배너의 커버 이미지 수정 (723*844px)

-연사정보기능을사용하지 않을시, 선택체크박스해제



CMS ID Page Name Page

ADMIN 오픈스테이지 17

1

2

3

4

5

Description.

• 버추얼서울 오픈 스테이지(서울 시청 광장)콘텐츠 편집하기

• 메인스크린을 클릭했을때나오는 행사 세션은 <컨퍼런스>-

<프로그램>메뉴에서설정합니다.

• 다시보기는 <컨퍼런스>-<세션 다시보기>메뉴에서설정합니다.

• 연사정보는 <스피커 관리>에서입력된콘텐츠가출력됩니다.

• 콘텐츠미 등록시 기존 샘플로등록된이미지/영상으로출력됩니다.

1

가상 베뉴 이름 변경하기

-사용언어에 따라한국어 /영어선택하기

-언어별 가상 베뉴이름 수정하기

※ 행사프로그램과가상 베뉴명이상이하지않다면,

기존설정된 베뉴명칭을사용하시기를권고 드립니다.

2 애드 벌룬 배너 이미지 수정 (800*800px)

3
좌측 다시보기 배너 커버의 이미지 수정 (723*844px)

-다시보기기능을사용하지 않을시, 선택체크박스해제

4
우측 연사 정보 배너의 커버 이미지 수정 (723*844px)

-연사정보기능을사용하지 않을시, 선택체크박스해제

5

메인 스크린 좌측/우측 스크린의 CG 영상 삽입

-인트로,로고 플레이등 간단클립 영상을넣으실수 있습니다.

-비메오에영상을업로드 하고배포용 링크를넣어주세요.

-비메오다운로드링크 참고 (15page)

좌측 CG 영상주소

우측 CG 영상주소



CMS ID Page Name Page

ADMIN 보드룸 18

1

2

3

Description.

• 버추얼서울 보드룸(세빛섬)콘텐츠편집하기

• 메인스크린을 클릭했을때나오는 행사 세션은 <컨퍼런스>-

<프로그램>메뉴에서설정합니다.

• 콘텐츠미 등록시 기존 샘플로등록된이미지/영상으로출력됩니다.

1

가상 베뉴 이름 변경하기

-사용언어에 따라한국어 /영어선택하기

-언어별 가상 베뉴이름 수정하기

※ 행사프로그램과가상 베뉴명이상이하지않다면,

기존설정된 베뉴명칭을사용하시기를권고 드립니다.

2 메인 스크린 상단 배너 이미지 수정 (300*1,050px)

3 측면 홍보 배너 이미지 수정 (800*1,024px)



CMS ID Page Name Page

ADMIN 비즈니스상담장 19

1

2
3

Description.

• 버추얼서울 비즈니스 상담장(서울관광플라자)콘텐츠 편집하기

• 상담장 키오스크는클릭 시별도 PSA사이트의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좌측키오스크기능: 로그인계정의 PSA 확정스케줄 및화상 상담

-우측키오스크기능: 현재상담 가능계정 확인기능)

• 콘텐츠미 등록시 기존 샘플로등록된이미지/영상으로출력됩니다.

1

가상 베뉴 이름 변경하기

-사용언어에 따라한국어 /영어선택하기

-언어별 가상 베뉴이름 수정하기

※ 행사프로그램과가상 베뉴명이상이하지않다면,

기존설정된 베뉴명칭을사용하시기를권고 드립니다.

2

중앙 구(원형) 스크린 영상 수정

-비메오에영상을업로드 하고배포용 링크를넣어주세요.

-비메오다운로드링크 참고 (15page)

3 좌/우측 홍보 배너 이미지 수정 (800*1,024px)

스크린 CG영상



CMS ID Page Name Page

ADMIN 씨어터 20

1

2

Description.

• 버추얼서울 씨어터(DDP)콘텐츠 편집하기

• 스크린당최대 10개 영상등록이 가능합니다 (총 5개 카테고리*10개)

• 콘텐츠미 등록시 기존 샘플로등록된이미지/영상으로출력됩니다.

1

가상 베뉴 이름 변경하기

-사용언어에 따라한국어 /영어선택하기

-언어별 가상 베뉴이름 수정하기

※ 행사프로그램과가상 베뉴명이상이하지않다면,

기존설정된 베뉴명칭을사용하시기를권고 드립니다.

2 애드벌룬 로고 이미지 수정(512*128px)



CMS ID Page Name Page

ADMIN 씨어터 21

1

2

3

4

Description.

• 버추얼서울 씨어터(DDP) VOD 영상 등록하기

• 스크린(카테고리)개수는 5개로 고정 되어있습니다.

• 사용하지않는 스크린은커버이미지만 등록하시면됩니다.

(VOD가 등록하지않을시, 스크린을클릭해도작동되지 않습니다)

1 카테고리(스크린) 이름 및 커버 이미지 설정 (1,280x720px)

2
카테고리 별 VOD 영상 등록하기 (최대 10개)

- <SAVE>버튼 클릭시 하단에카테고리별 VOD 입력란생성

3

VOD 추가 버튼 클릭

- VOD등록 창의영상 제목입력

-아래순서로 VOD링크 및커버 이미지생성하기

① VOD URL에유튜브/비메오의영상공유 링크(URL)입력

②아래 커버이미지의 <자동생성>버튼먼저 클릭

③다시 VOD URL의 <자동변환>버튼클릭하여링크 변환

④ <SAVE>버튼클릭하여 저장

4
VOD 확인 및 수정

-등록된 VOD 항목확인 및수정/삭제 가능

① https://youtu.be/ugmwITQMN24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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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홍보부스/배너 22

1

2

3

4

Description.

• 버추얼서울 홍보부스(남산 서울 타워) 배너 콘텐츠 등록하기

• 콘텐츠미 등록시 기존 샘플로등록된이미지/영상으로출력됩니다.

1

가상 베뉴 이름 변경하기

-사용언어에 따라한국어 /영어선택하기

-언어별 가상 베뉴이름 수정하기

※ 행사프로그램과가상 베뉴명이상이하지않다면,

기존설정된 베뉴명칭을사용하시기를권고 드립니다.

2
상단 롤링 배너(이미지) 수정하기 (1024*100px)

-이미지배경은 흰색으로설정, jpg 파일

3

스크린 영상 등록하기

-비메오에영상을업로드 하고배포용 링크를넣어주세요.

-비메오다운로드링크 참고 (15page)

4
프론트 하단 좌/우측 로고 등록하기

-투명한배경의 png 로고사용(512*256px)

스크린 CG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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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홍보부스/키오스크 23

1

Description.

• 버추얼서울 홍보부스(남산 서울 타워) 키오스크 콘텐츠 등록하기

• 키오스크클릭 시홍보 웹사이트/SNS주소등을 연동할수 있습니다.

• 키오스크커버 이미지변경으로용도를 자유롭게변형할수 있습니다.

1 키오스크 좌/우측 이미지 수정 (256*512px)

2 키오스크 연동 웹사이트 링크 입력

2



CMS ID Page Name Page

ADMIN 홍보부스/브로셔 24

1

2 3 4

Description.

• 버추얼서울 홍보부스(남산 서울 타워) 브로셔 콘텐츠 등록하기

• 브로셔는최대 6개까지 등록할수 있습니다.

1

가상 베뉴 이름 변경하기

-사용언어에 따라한국어 /영어선택하기

-언어별 가상 베뉴이름 수정하기

※ 행사프로그램과가상 베뉴명이상이하지않다면,

기존설정된 베뉴명칭을사용하시기를권고 드립니다.

2 브로셔 변경 버튼 클릭하여 PDF 파일 추가

3 해당 브로셔의 커버 이미지 등록 (512x652px)

4 등록된 브로셔 항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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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네크워킹라운지 25

1

2

3

Description.

• 버추얼서울 네트워킹 라운지(서울식물원) 콘텐츠 등록하기

• 콘텐츠미 등록시 기존 샘플로등록된이미지/영상으로출력됩니다.

1

가상 베뉴 이름 변경하기

-사용언어에 따라한국어 /영어선택하기

-언어별 가상 베뉴이름 수정하기

※ 행사프로그램과가상 베뉴명이상이하지않다면,

기존설정된 베뉴명칭을사용하시기를권고 드립니다.

2

그룹채팅(ZOOM) 화상 방 등록하기

-가지고계신 ZOOM 계정으로회의실생성 후,

회의실 Room Number와 Password 값을 입력해주세요.

3
설문 조사 링크 입력하기

-구글/네이버등 외부설문조사웹페이지 URL을널어주세요.



CMS ID Page Name Page

ADMIN 기타 26

1

2

3

4

5

Description.

• 네비게이션바 로고및 하단메뉴를 설정합니다.

• 각 메뉴는체크박스를해제하면네비게이션바에서 사라집니다.

1 네비게이션바 상단로고 수정하기 (512x256px, 투명배경 png)

2
참가자용 가이드 영상 수정하기 (유튜브/비메오공유 링크)

-샘플영상은 STO에서제작한유저 가이드영상입니다.

3

Technical Support(기술지원) 기능 활성화하기

- “채널톡” 솔루션을통해 행사참가자의 실시간기술 지원및

문의 응대가가능합니다.

-채널톡가입 및연결 방법(30page 채널톡연결 방법참조)

① 채널톡(https://channel.io/ko) 접속 및 가입

② 채널 설정 > 채팅 설치 및 설정 > 채널톡 버튼 설치 클릭

③ Plugin Key 값 복사 후 CMS에 붙여넣기

4

버추얼 서울 플레이그라운드 배너 On/Off

참가자가배너 클릭시 메타버스형팀 빌딩게임을다운로드하여

즐길수 있습니다. (아바타로서울형 미니게임 3종 플레이)

5

스탬프 투어 기능 On/Off

참가자가각 가상베뉴 별미션을 수행하면스탬프를얻습니다.

(스탬프투어세부 설정기능은추후 반영예정)

https://channel.i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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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참가자의 실시간 문의 응대를 위해 “채널톡”이라는 솔루션

을 버추얼 서울 CMS에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채널톡 (https://channel.io/ko) 접속후,

회원가입을먼저해주세요. (응대담당자 정보입력)

2 가입후 왼쪽 메뉴바에서하단 <채널설정>클릭

3 <채팅설치 및설정>메뉴 클릭

4 <채널톡 버튼설치>클릭

5 <Plugin Key>값 클릭하여복사하기

6
버추얼서울 CMS에서 <기타>-<Technical Support>

입력란에복사한 key값붙여넣기

7

참가자가버추얼서울에서 Technical Support 클릭 시

오른쪽하단 채팅아이콘 생성,클릭 시대화 창오픈

※버추얼서울에서로그인 없이접속한 경우에도

채널톡 이용가능

8
주최측은 행사 기간 중 채널톡에 로그인하여 <수신함> -

<안읽은 메시지>에서실시간 참가자 메시지 확인 가능

9 문의자별 채팅창을 통해응대 가능

Technical Support “채널톡” 연결하기

1

채널톡 가입 및 KEY 값 복사하기

2

3

4

5

KEY 값 연결 후 실제 채널톡 화면 예시

7

참가자 화면 채널톡 화면

9

8

https://channel.i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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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설정

1. 프로그램

2. 세션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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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프로그램표 샘플

Description.

• 컨퍼런스프로그램의 Schedule(행사 일정)등록하기

• 컨퍼런스프로그램은아래 순서로설정하실수 있습니다.

[1단계] Schedule - Day 1,2 등행사 일정등록하기

[2단계] Session – 세션 타입 및 시간설정하기

[3단계] Presentation – 각 세션 내 프로그램형식(VOD/라이브/

웨비나)선택, 연사,스크린썸네일 이미지등 세부설정

1 Schedule 탭에서 상단의 <Add>버튼클릭하기

2
Schedule 창에서 Step입력 (예시: Day1, 1일차)

해당 Step의 행사 일자선택 (예시: 2021-10-06)

3
Schedule 창 입력 시아래와 같이프로그램표 상단에

행사 일자 별 탭이생성됩니다.

1. Schedule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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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scription.

• 컨퍼런스프로그램중 Official Program(OP) 타입프로그램등록하기

• Session 타입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뉩니다.

① Official Program(OP) : Plenary Session, 기조연설등

단일 세션을의미합니다.

② Session(SS) : 분과회의등 세션안에 여러강연

(프리젠테이션)이하위에포함되는 세션을말합니다.

③ Social Program(SP) : Break, Lunch 등 강연

(프리젠테이션)이없이 진행되는단순 프로그램입니다.

1 Session 탭에서 상단의 <Add> 버튼 클릭하기

2 Session 등록창 팝업

3 Session 타입 Official Program(OP)로 선택

4 1단계 Schedule에서 등록했던 Step 값(Day1 등)을 선택하세요.

5

해당 세션의 세션 코드를 정해주세요(예: OP-1)

-해당코드는 참가자에게보이지않습니다.

- 3단계(Presentation) 설정시 불러오기위한 구분값입니다.

6 세션 명을 입력해주세요. (예: Opening Ceremony)

7 세션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설정해주세요.

8 E-컨퍼런스장을 선택해주세요.(3개중 택 1)

9 SAVE 버튼 클릭하여 저장

2

3

4

5

6

7

8

9

2. OP(Official Program) 등록하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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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Description.

• 컨퍼런스프로그램중 Official Program(OP) 타입프로그램등록하기

1 Presentation 탭에서 상단의 <Add> 버튼 클릭하기

2
Presentation의 진행 방법 3개 옵션 중 1 선택

(라이브스트리밍 /녹화된영상 VOD / Zoom 화상회의)

3 앞의 Session 등록창에서정했던코드 값 선택(OP-1)

4 Presentation명 확인(Session 등록창에서적었던타이틀로고정)

5 Speaker선택(선택값은 <연사관리>에등록된연사 DB)

6 세션등록창에서입력한 시작및 끝나는시간 자동입력

7 해당프로그램 시간에스크린에출력될 커버 이미지 등록

8 행사관련 발표자료가 있는경우 등록(PDF파일)

9

라이브/VOD인 경우 영상 링크 입력 후 <자동 변환> 버튼 클릭

- Live Streaming: 송출되는유튜브/비메오링크 입력

- VOD:유튜브/비메오에비공개로업로드 후공유링크입력

10 세션에대한 설명작성

11

프로그램이 화상회의인 경우(웨비나,패널 디스커션등)

- Zoom에서 행사를 진행할 회의실예약 및오픈

-해당회의실 ID(11자리 숫자)및 암호(6자리)입력

11

2. OP(Official Program) 등록하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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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표 샘플

Official Program(OP) 타입

2. OP(Official Program) 등록하기 ③

Description.

• 프리젠테이션등록창의 [SAVE]버튼 클릭시 버추얼서울의

프로그램표자동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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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Description.

• 컨퍼런스프로그램의 Session(SS) 타입등록 하기

① Official Program(OP) : Plenary Session, 기조연설등

단일 세션을의미합니다.

② Session(SS) : 분과회의등 세션안에 여러강연

(프리젠테이션)이하위에포함되는 세션을말합니다.

③ Social Program(SP) : Break, Lunch 등 강연

(프리젠테이션)이없이 진행되는단순 프로그램입니다.

1 Session 탭에서 상단의 <Add> 버튼 클릭하기

2 Session 등록창 팝업

3 Session 타입 설정하기 (② Session 타입예시)

4 1단계 Schedule에서 등록했던 Step 값(Day1 등)을 선택하세요.

5

해당 세션의 세션 코드를 정해주세요(예: SS-1)

-해당코드는 참가자에게보이지않습니다.

- 3단계(Presentation) 설정시 불러오기위한 구분값입니다.

6 세션 명을 입력해주세요. (예: 1st Round Table)

7 세션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설정해주세요. (예: 13시~15시)

8 E-컨퍼런스장을 선택해주세요.(3개중 택 1)

3. Session(SS) 등록하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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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scription.

• 컨퍼런스프로그램의 Session(SS) 타입등록 하기

1 Presentation 탭에서 상단의 <Add> 버튼 클릭하기

2
Presentation의 진행 방법 3개 옵션 중 1 선택

(라이브스트리밍 /녹화된영상 VOD / Zoom 화상회의)

3 앞의 Session 등록창에서정했던코드 값 선택(SS-1)

4 Presentation명 입력 (예:연사강연주제 등)

5 Speaker선택(선택값은 <연사관리>에등록된연사 DB)

6 세션내 해당 발표의시작/종료시간 설정

7 해당발표 시간에스크린에출력될 커버 이미지 등록

8 행사관련 발표자료가 있는경우 등록(PDF파일)

9

라이브/VOD 영상 링크 입력 후 <자동 변환> 버튼 클릭

- Live Streaming: 송출되는유튜브/비메오링크 입력

- VOD: 유튜브/비메오에 비공개로 업로드 후 공유링크 입

력

10 세션에대한 설명작성

11

프로그램이 화상회의인 경우(웨비나,패널 디스커션등)

- Zoom에서 행사를 진행할 회의실예약 및오픈

-해당회의실 ID(11자리 숫자)및 암호(6자리)입력

2

3

4

5

6

7

8

9

10

11

3. Session(SS) 등록하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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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표 샘플

Session

Presentation

Session(SS) 타입

Description.

• 프리젠테이션등록창의 [SAVE]버튼 클릭시 버추얼서울의

프로그램표자동업데이트

• Session 아래 여러 Presentation을 순차적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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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scription.

• 컨퍼런스프로그램의 Session(SS) 타입등록 하기

① Official Program(OP) : Plenary Session, 기조연설등

단일 세션을의미합니다.

② Session(SS) : 분과회의등 세션안에 여러강연

(프리젠테이션)이하위에포함되는 세션을말합니다.

③ Social Program(SP) : Break, Lunch 등 강연

(프리젠테이션)이없이 진행되는단순 프로그램입니다.

1 Session 탭에서상단의 <Add> 버튼클릭하기

2 Session 등록창팝업

3 Session 타입 설정하기 (③ Social Program 타입 예시)

4 1단계 Schedule에서 등록했던 Step 값(Day1 등)을 선택하세요.

5 프로그램 명을 입력해주세요. (예: Lunch, Coffee Break)

6 프로그램 시작과 끝나는 시간을 설정해주세요. (예: 10시~11시)

7
SAVE 버튼을 눌러저장해주세요.

- SP타입은 세션코드와프리젠테이션정보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2

3

4

5

5

6

7

프로그램표 샘플

3. Social Program(SP)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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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응용사례 ① (순차적으로 세션이 진행되는 경우)

프로그램표 샘플

OP(Official Program)OP(Official Program)

SS(Session)

SP(Social Program)

Presentations

순차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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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

3

4

5

6

Description.

• 지나간세션의 영상을참가자들이다시 볼수 있는기능입니다.

• 플랫폼 내 컨퍼런스 홀(창덕궁), 오픈 스테이지(서울 시청 광장)의 좌측

다시보기배너를통해 업로드된세션을 다시볼 수있습니다.

1 상단의 <Add> 버튼 클릭하기

2 Presentation Replay등록창팝업

3 Speaker선택

4 다시보기프로그램의타이틀입력

5

다시보기영상 유튜브/비메오업로드후 CMS에입력하기

① VOD URL에유튜브/비메오의영상공유 링크(URL) 입력

②아래 커버이미지의 <자동생성>버튼먼저 클릭

③다시 VOD URL의 <자동변환>버튼클릭하여링크 변환

6 해당프로그램(영상)에대한 간단한설명 텍스트입력

7 SAVE 버튼을 눌러저장하기

① https://youtu.be/ugmwITQMN24

②

③

5. 지나간 세션 <다시 보기>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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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플랫폼에 적용하는 이미지는 파일 용량이 적을 수록 접속 로딩 속도가 빨라집니다.

• 제작된 jpg, png 파일은 파일 용량을 줄여주는 툴이나 사이트(tinypng.com)를 이용하여 용량을 최소화 해주세요.

• 이미지 크기는 꼭 픽셀 값을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만 맞다면 플랫폼에서 이미지 깨짐 없이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구분 항목 이미지 크기 이미지 크기 비율 (가로/세로) 적정 이미지 용량 이미지 타입

로딩
로딩배경 1920*1080px 1.7:1 1MB 미만

좌,우 로고 240*120px 2:1 20KB 미만 투명 배경 png

로비

대형 벌룬 배너 800*800px 1:1 500KB 미만

소형 벌룬 로고 1, 2 512*128px 4:1 300KB 미만

사인보드 간판 로고 512*108px 4.7:1 20KB 미만

컨퍼런스 홀
좌, 우 세로 배너 300*1050px 1:3.5 300KB 미만

좌, 우 다시보기, 연사정보 723*844px 1:1.1 300KB 미만

오픈 스테이지
벌룬 배너 800*800px 1:1 500KB 미만

좌,우 다시보기, 연사정보 723*844px 1:1.1 300KB 미만

보드룸
스크린 상단 배너 300*1050px 1:3.5 300KB 미만

측면 배너 1,2,3,4 800*1024px 1:1.3 500KB 미만

전시홀

좌,우 천정 배너 8개 257*769px 1:3 300KB 미만

전면 키오스크 커버 3종 721*406px 1.7:1 100KB 미만

브로셔 키오스크 1종 256*512px 1:2 50KB 미만

비즈니스 상담장 좌,우 홍보 배너 800*1024px 1:1.28 500KB 미만

씨어터
애드벌룬 로고 512*128px 4:1 300KB 미만

카테고리 커버이미지 1280*720px 16:9 500KB 미만

홍보부스

상단 롤링 배너 1024*100px 10:1 200KB 미만

프론트 좌,우 로고 512*256px 2:1 200KB 미만 투명 배경 png

좌,우 키오스크 패널 이미지 256*512px 1:2 100KB 미만

브로셔 커버 이미지 512*652px 1:1.3 200KB 미만

네비게이션 바 상단 로고 512*256px 2:1 20KB 미만 투명 배경 png

Program(컨퍼런스) 메인 스크린 커버 이미지 1280*720px 16:9 500KB 미만 Program>Presentation탭 등록

플랫폼 콘텐츠 사이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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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이미지/영상 콘텐츠 삽입

1. 전시홀배너편집

2. 전시홀영상삽입

3. 키오스크설정



CMS ID Page Name Page

ADMIN 전시홀/배너 42

1

2

Description.

• 버추얼서울 전시홀(코엑스)의 <배너>콘텐츠 편집하기

• 전시참가사 계정관리와부스콘텐츠는 <Exhibition> 메뉴에서

설정합니다.

• 콘텐츠미 등록시 기존 샘플로등록된이미지/영상으로출력됩니다.

1

가상 베뉴 이름 변경하기

-사용언어에 따라한국어 /영어선택하기

-언어별 가상 베뉴이름 수정하기

※ 행사프로그램과가상 베뉴명이상이하지않다면,

기존설정된 베뉴명칭을사용하시기를권고 드립니다.

2 좌/우 세로 배너 이미지 수정(257*769px)



CMS ID Page Name Page

ADMIN 전시홀/비디오 43

1

2

Description.

• 버추얼서울 전시홀(코엑스)의 <비디오>콘텐츠편집하기

• 전시참가사 계정관리와부스콘텐츠는 <Exhibition> 메뉴에서

설정합니다.

• 콘텐츠미 등록시 기존 샘플로등록된이미지/영상으로출력됩니다.

1

중앙 스크린 홍보 CG 영상 수정 (비메오 배포 링크)

-전시홀에서계속재생될 홍보영상을넣어주세요.

-비메오에영상을업로드 하고배포용 링크를넣어주세요.

-비메오다운로드링크 참고 (15page)

2

주최/후원사용 홍보부스 내 CG영상 삽입 (비메오 배포 링크)

-전시홀의메인 부스에서계속재생될 홍보영상을넣어주세요.

-비메오에영상을업로드 하고배포용 링크를넣어주세요.

-비메오다운로드링크 참고 (15page)

홍보CG영상

부스CG영상 1

부스CG영상 2



CMS ID Page Name Page

ADMIN 전시홀/키오스크 44

Description.

• 버추얼서울 전시홀(코엑스)의 <키오스크>콘텐츠편집하기

• 전시홀의키오스크는커버 이미지와콘텐츠를자유롭게수정하여

필요하신용도로 변경하여사용하시면됩니다.

• 콘텐츠미 등록시 기존 샘플로등록된이미지/영상으로출력됩니다.

1

Notice 키오스크 설정

-공지/보도자료등의페이지와 연동시킬수있습니다.

-키오스크커버 이미지수정 (721*406px)

-연동시킬페이지링크 삽입 (추후 CMS에서공지사항등록 시

게시판으로팝업창이뜨도록수정 예정)

2

플로어맵 키오스크 설정

-플로어맵이있는경우 이미지를업로드하실수 있습니다.

-키오스크커버 이미지 (721*406px)

-플로어맵이미지 (최대한 해상도낮게 설정하여등록)

3

스폰서 키오스크 설정

- <Exhibition>-<스폰서 등록>메뉴에서스폰서 로고와

연동페이지등록이 가능합니다.

- 이곳에서 키오스크의 커버 이미지를 수정해주세요 (721*406px)

4

주최/후원사용 홍보부스 내 브로셔 등록

-브로셔키오스크의커버 이미지를수정하세요. (256*512px)

-키오스크클릭 시오픈 될브로셔 pdf파일을 등록하세요.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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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기능 셋팅

1. 전시부스셋팅하기

2. 전시기업등록및계정발송

3. 전시기업부스관리

4. 전시홀스폰서등록



CMS ID Page Name Page

ADMIN 프로그램/스케쥴 46

Description.

• 전시카테고리와부스 등급,전시관을 설정합니다.

1 전시카테고리를최대 3단계(대분류/중분류/소분류)까지설정

2 대분류값입력 후클릭 후,중분류값 추가/삭제

3 버추얼서울의 전시관에서카테고리별 검색이가능합니다.

전시 부스 설정하기

1

2

3

버추얼 서울 플랫폼



CMS ID Page Name Page

플래
티넘

골드

실버

ADMIN 프로그램/스케쥴 47

Description.

• 전시카테고리와부스 등급,전시관을 설정합니다.

1 전시부스는 총 3단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2 각 등급의 이름을설정할 수있습니다. (기본값: 플래티넘/골드/실버)

3

홍보 이미지 개수, 브로셔 개수, 상담직원 수는 각 등급 별 등록 개수

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상담 직원 수만큼 플랫폼에서상담방

이 생성됩니다.

전시 부스 설정하기

1

2

3

버추얼 서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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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프로그램/스케쥴 48

Description.

• 전시카테고리와부스 등급,전시관을 설정합니다.

1 전시관에서 Add 버튼을클릭한후 전시관 이름을 입력합니다.

2 입력된전시관이플랫폼에 나타납니다.

전시 부스 설정하기

1

2

버추얼 서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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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프로그램/스케쥴 49

Description.

• 전시업체를 등록하고계정메일을 발송합니다.

1 추가또는 일괄등록으로전시업체를 등록하세요.

2
해당메일로 각전시 참가사의계정이 발송됩니다.

이메일이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3 전시관을 배정해주고, 부스 타입(플래티넘/골드/실버)을 설정합니다.

4
주요 스폰서인 경우우선 노출되도록순서를 지정해줍니다.

(미 기재시 abc/가나다순 정렬)

5 플랫폼에서전시관클릭 시해당 기업들이나타납니다.

전시 기업 등록하기

1

2

3

4

5 버추얼 서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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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프로그램/스케쥴 50

Description.

• 전시업체를 등록하고계정메일을 발송합니다.

1 메일로계정을 발송하기전,미리볼 수있습니다

2
메일수정은 왼쪽상단 <메일폼>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전시 기업등록 시참가사에게보내는 메일)

3

전시부스 기업에계정을 발송합니다.

전시 기업들은 받은계정정보로관리자 시스템에접속하여

자사의 온라인 부스 콘텐츠를 직접 등록합니다.

전시 기업 등록하기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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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프로그램/스케쥴 51

Description.

• 전시업체의 부스콘텐츠를직접 관리할수 도 있습니다.

1 기업명을클릭하면해당 기업의 부스 관리 페이지로넘어갑니다.

2
기업의기본 정보와콘텐츠를등록해주세요.

(온라인부스 콘텐츠등록 방법자세히 보기)

3 로고, 홍보이미지, 영상, 브로셔 탭 별 콘텐츠 등록/수정이 가능합니다.

전시기업 부스 관리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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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프로그램/스케쥴 52

Description.

• 스폰서를등록합니다.

1 Add 버튼을클릭하세요.

2 스폰서기업명과로고 이미지,웹사이트를입력하세요.

3 저장시 버추얼서울 전시홀의스폰서 키오스크에반영됩니다.

전시홀 스폰서 등록

클릭시해당기업의웹사이트로이동

1

2

3

버추얼 서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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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업 부스 콘텐츠 관리

1. 전시부스기능소개

2. CMS(콘텐츠편집시스템) 로그인하기

3. 기업정보입력하기

4. 온라인부스콘텐츠등록하기



CMS ID Page Name Page

전시 부스 기능 소개



CMS ID Page Name Page

전시 부스 기능 소개



CMS ID Page Name Page

전시 부스 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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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프로그램/스케쥴 57

Description.

• 스폰서를등록합니다.

1
인터넷주소창에링크를 입력합니다.

https://cms.virtualseoul.or.kr/company

2 주최측으로부터받은전시부스 계정 정보 메일을 확인합니다.

3 계정정보로전시부스관리용 CMS에 접속합니다.

전시 부스 관리 시스템 접속하기

https://cms.virtualseoul.or.kr/company 1

2

3
주최측으로부터 받은계정메일 확인

(발신자: no-reply@vsp.or.kr)

https://cms.virtualseoul.or.kr/company/login
https://cms.virtualseoul.or.kr/company/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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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프로그램/스케쥴 58

Description.

• 전시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1 기업정보를 입력하세요.

2 로고파일을 등록해주세요. (사이즈: 800x800px)

전시 기업 정보 입력하기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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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프로그램/스케쥴 59

Description.

• 전시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1 기업이속한 산업군의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2 가지고있는 SNS채널을클릭한 후채널 링크를 넣어줍니다.

3 행사 플랫폼에서 전시기업 정보가 노출됩니다.

1

2
3

전시 기업 정보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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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프로그램/스케쥴 60

Description.

• 전시기업 부스의콘텐츠를등록해주세요.

• 이미지는픽셀 값에안 맞더라도, 비율만 맞으면 정상 출력됩니다.

• 단, 이미지 크기는 최대한 저용량으로제한사이즈에맞춰주세요.

1 가로형로고를 등록하세요 (흰색 배경, 640*128px, 100KB내)

2 세로형로고를 등록하세요 (흰색 배경, 256x246px, 200KB내)

전시 부스 관리 시스템 접속하기

1

2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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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프로그램/스케쥴 61

Description.

• 전시기업 부스의콘텐츠를등록해주세요.

• 이미지는픽셀 값에안 맞더라도, 비율만 맞으면 정상 출력됩니다.

• 단, 이미지 크기는 최대한 저용량으로제한사이즈에맞춰주세요.

1

기업에서판매하는제품이 있다면업로드해주세요.

(투명배경 png, 800*800px, 500KB내)

미 등록시 빈진열장으로나타납니다.

2 해당제품을 구매할수 있는구매링크 또는웹사이트를넣으세요.

전시 부스 관리 시스템 접속하기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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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프로그램/스케쥴 62

Description.

• 전시기업 부스의콘텐츠를등록해주세요.

• 이미지는픽셀 값에안 맞더라도, 비율만 맞으면 정상 출력됩니다.

• 단, 이미지 크기는 최대한 저용량으로제한사이즈에맞춰주세요.

1 기업의광고/홍보 이미지를등록하세요. (723*1024px, 500KB내)

전시 부스 관리 시스템 접속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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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프로그램/스케쥴 63

Description.

• 전시기업 부스의콘텐츠를등록해주세요.

1

홍보영상을 등록하세요. (부스별 최대 등록수가 다를수 있습니다)

- 비메오의 배포용 링크를 넣는경우, 스크린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됩니다. (비메오배포용링크 만드는방법 보기)

- 유튜브의 공유 링크를넣는경우, 스크린에 썸네일이출력되고

클릭 시 영상이 재생됩니다.

2 라이브커머스를진행하는 경우링크를 삽입해줍니다.

3 키오스크와연동될웹사이트 링크를 넣어주세요.

전시 부스 관리 시스템 접속하기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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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프로그램/스케쥴 64

Description.

• 전시기업 부스의콘텐츠를등록해주세요.

1 추가버튼을 클릭합니다.

2 브로셔 제목을 입력하고, 업로드 버튼을눌러 pdf파일을 넣어줍니다.

전시 부스 관리 시스템 접속하기

1
브로셔 제목 입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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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이미지크기 65

• 웹 플랫폼에 적용하는 이미지는 파일 용량이 적을 수록 접속 로딩 속도가 빨라집니다.

• 제작된 jpg, png 파일은 파일 용량을 줄여주는 툴이나 사이트(tinypng.com)를 이용하여 용량을 최소화 해주세요.

• 이미지 크기는 꼭 픽셀 값을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만 맞다면 플랫폼에서 이미지 깨짐 없이 정상적으로 출력됩니다.

구분 항목 이미지 크기
이미지 크기 비율

(가로/세로)
적정 이미지 용량 이미지 타입

기업정보입력 기업로고(세로형) 256*256px 1:1 100KB 미만

전시부스

콘텐츠등록

타이틀이미지(가로형) 640*128px 5:1 200KB 미만

로고이미지(세로형) 256*256px 1:1 100KB 미만

진열대제품이미지 1~5 800*800px 1:1 500KB 미만 투명배경 png

홍보이미지 1~5 723*1024px 1:1.5 500KB 미만

플랫폼 콘텐츠 사이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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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COMPANY 비메오링크복사방법

3

5

6

1

2

4

비메오 배포용 영상 링크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