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추얼 서울 2.0
-User Guide-



계정이 없는 경우,
Register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해주세요.

주최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일을 받은 경우, 
해당 계정 정보로 로그인하세요

1. 버추얼 서울 접속하기(로그인)



My Page 메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버추얼 서울 접속하기(비밀번호 변경) My Page



My Page 메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버추얼 서울 접속하기(메인로비)

마우스를 좌우로 돌리면
360도로 가상 서울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로
확대/축소도 가능합니다.



My Page 메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버추얼 서울 접속하기(행사장 입장하기)

랜드마크를 클릭하면 확대되고,
입장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또는 좌측 메뉴에서 행사장을
선택하여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



1. 버추얼 서울 접속하기(메시지함) Message Box

오른쪽 상단의 메시지 박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내게 온 메시지와 공지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버추얼 서울 접속하기(기술 지원)

1

2

Technical Support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Technical Support>를
클릭하여 문의하세요.



1. 버추얼 서울 접속하기(스탬프 투어)

행사장 별 미션을 확인하고 클리어해보세요, 
나의 스탬프 획득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에 대한 리워드는 행사별로 상이합니다

Stamp Tour



My Page 메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컨퍼런스 참가하기(프로그램표)

랜드마크를 클릭하면 확대되고,
입장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또는 좌측 메뉴에서 행사장을
선택하여 입장할 수도 있습니다.좌측 메뉴 하단에서

Event Program을 클릭합니다

참가하고자 하는 행사를 확인하고,
행사장을 눌러 바로 이동합니다

강연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vent Program



My Page 메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컨퍼런스 참가하기(동시세션)

동시에 진행되는 세션인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할지 선택합니다

서울시청광장



2. 컨퍼런스 참가하기(오픈 스테이지)

행사 참가를 위해
중앙에 있는 메인 스크린을 클릭합니다.

서울시청광장



2. 컨퍼런스 참가하기(중앙스크린)

송출되는 라이브 스트리밍
또는 녹화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응답 등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청광장



2. 컨퍼런스 참가하기(지난 세션 다시보기)

지난 세션을 다시 보고 싶은 경우,
왼쪽에 있는 Replay 배너를 클릭합니다

서울시청광장



2. 컨퍼런스 참가하기(연사 정보 보기)

다시 보고 싶은 행사 영상을
클릭하여 시청합니다.

오른쪽 배너를 클릭하면,
연사의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청광장



2. 컨퍼런스 참가하기(컨퍼런스 홀)

행사 참가를 위해
중앙에 있는 메인 스크린을 클릭합니다.

지나간 세션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연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덕궁



2. 컨퍼런스 참가하기(보드룸)

행사 참가를 위해
중앙에 있는 메인 스크린을 클릭합니다.

세빛섬



2. 컨퍼런스 참가하기(웨비나 참가하기)

행사 참가를 위해
중앙에 있는 메인 스크린을 클릭합니다.

행사가 개최되는 ZOOM방으로
자동 입장됩니다.

권한 요청 메시지가 뜨는 경우
마이크 사용 [허용]을 클릭하세요.

세빛섬



3. 가상 전시 둘러보기(전시홀)

공지사항 부스 배치도 스폰서 리스트

둘러보고 싶은 전시관을 클릭하세요.

세빛섬



3. 가상 전시 둘러보기(전시부스 방문하기)

보고 싶은 전시 부스의
[Visit]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업명 클릭 시 기업 정보가 나타납니다.

코엑스



3. 가상 전시 둘러보기(전시부스 방문하기)

명함 넣기

홍보 영상

홍보 이미지

브로셔 보기

담당자와 1:1 상담하기

라이브커머스 시청하기
제품 진열대

마우스를 좌/우측으로 돌려서
전시 부스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코엑스



3. 가상 전시 둘러보기(전시부스 방문하기)

이미지 클릭 시 확대

나의 명함 정보 남기기

SAVE

해당 제품 안내/판매
페이지로 이동

홍보 영상 시청

코엑스



3. 가상 전시 둘러보기(전시부스 방문하기)

전시 부스 담당자와 상담하기

브로셔 보기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

설문 또는
문의사항 남기기

공식 웹사이트
방문하기

코엑스



4. PSA 상담하기(비즈니스 상담장)

나의 상담 스케줄 확인 하기

서울관광플라자



4. PSA 상담하기(상담 스케줄)

상담 시간에 활성화된 [Enter] 버튼 클릭하기

※바이어-셀러 매칭은 행사 전
별도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관광플라자



4. PSA 상담하기(상담 일지 작성)

상담 후에는 [Submit]버튼을
눌러 상담일지 작성

서울관광플라자



4. PSA 상담하기(나의 상태 설정)

노쇼(No-show)가 나거나, 빈 시간이 생긴 경우
나의 상태를 On으로 변경

서울관광플라자

오른쪽 키오스크를 눌러서
미팅 라운지 확인



4. PSA 상담하기(미팅 라운지)

원하는 바이어(셀러)에게
1:1 화상상담 요청하기

상담이 가능한 바이어/셀러 확인

또는 1:1 채팅
메시지 남기기

나의 메시지함에서
메시지 확인

서울관광플라자



5. 참가자간 네트워킹(네트워킹 라운지)

참가자간 그룹 채팅(zoom)

설문조사 참여하기
미니게임(멤버십 카드만들기)

서울식물원



5. 참가자간 네트워킹(1:1 채팅하기)

상대방 명함 보기

1:1 채팅하기

서울식물원



6. 영상 콘텐츠 보기(씨어터) DDP 옥상정원

카테고리 별 다양한 영상 시청



6. 영상 콘텐츠 보기(씨어터) DDP 옥상정원



7. 홍보부스 방문하기 남산서울타워

홍보 브로셔 보기

공식 웹사이트 방문
SNS페이지 방문

홍보영상 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