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R AR 온라인 상담회 사이트 이용 매뉴얼 

(참가기업 접속용) 



일정 

기간 추진 업무 

06.25(목)∼06.30(화)  ➊ 화상상담 참가기업 모집  

07.01(수)∼07.08(수) ➋ 참가기업 온라인 디렉토리 작성 

07.09(목)∼07.24(금) ➌ 온라인 디렉토리 오픈 및 해외 바이어 유치 

07.27(월)∼08.07(금) ➍ 바이어와 사전교신 및 상담주선 

08.13(목)∼08.14(금) ➎ 전시회 연계 화상상담 진행 (오프라인 전시 8.13(목)~15(토)) 



1. 사이트 접속 

** SEOUL VR AR EXPO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EXHIBITOR] -> [참가업체 전용페이지] 클릭 
 

- SEOUL VR AR EXPO 홈페이지 : http://seoulvrar.com/ 
- 참가업체 전용 페이지 : http://seoulvrar.com/exhinitor/exhinitor_page/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 접속 → 로그인 

http://seoulvrar.com/
http://seoulvrar.com/exhinitor/exhinitor_page/


1. 사이트 접속 

- ‘온라인 상담회’ 메뉴 선택해서 페이지 접속 

온라인 상담회 



메뉴 설명 

메뉴 세부 내용 

① HOME 수출상담회 일정 및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② 참가기업 정보 
등록한 회사/제품 정보 확인  
(※ 정보 수정은 ‘참가업체 전용 페이지’에서만 수정 가능) 

③ 미팅 신청 바이어 리스트를 보고 미팅 신청 

④ 미팅 신청 현황 신청한 미팅, 신청 받은 미팅, 확정된 미팅 현황 확인 

⑤ 미팅 시간표 8/10(월) 이후 최종 확정된 미팅 일정 확인 가능 

① 

② 

③ 

④ 

⑤ 



- 온라인 상담회 페이지에 기입된 정보는 
    참가기업 페이지 내 ‘온라인 디렉토리 자료 등록’ 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2. 참가기업 정보 



미팅 신청 페이지부터는 ‘참가기업 정보 작성’ 여부  
확인 후 승인처리된 기업만 접속 가능합니다. 

※ 승인처리 된 경우, 입력하신 온라인 상담회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3. 미팅 신청 

** 승인된 참가기업만 미팅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단 바이어 리스트 정보(회사명 / 주요 정보 / 담당자) 확인   
- 미팅을 희망하는 바이어에게 ‘미팅 신청’버튼 클릭  

※ [소속회사명] 클릭 시 바이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미팅 신청 

※ 바이어가 상담을 희망하는 관심 카테고리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바이어가 사용 가능한 언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바이어가 상담 진행 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이어 세부 정보(회사명, 홈페이지, 회사 소개, 관심 분야 등) 확인  



3. 미팅 신청 

- ‘미팅 신청’ 버튼 클릭하여, 미팅 희망하는 시간 선택  



4. 미팅 신청 현황 

※ 바이어에게 미팅을 신청 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튼 클릭 시, 철회 가능)  

※ 미팅이 확정되면 빨간 글씨로 표시됩니다. 
(미팅 취소 불가)  

- 신청한 미팅이나 신청 받은 미팅 확인  

㈜메쎄이상 



5. 최종 미팅 일정 

- 최종 확정된 미팅 스케줄 – 08.07(금) 이후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