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PCON LIVE

비즈니스 매칭

사용 매뉴얼



Why NEPCON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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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장소에구애받지않는

새로운비즈니스의기회

라이브스트리밍을통한

신기술및제품프로모션

한국, 중국, 베트남을넘어

아시아전역의바이어참가예상

“아시아최첨단전자제조기술이한곳에”

한국, 중국, 베트남 3개국 NEPCON Team의공동온라인전시회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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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NEPCON LIVE 접속
A. 웹사이트열기및언어설정

1) 홈페이지 www.live.nepcon.com.cn 접속

2) 메인 화면의 팝업 창 닫기

3) 언어 설정을 눌러 언어를 English로 변경

※ 중국어 사용을 희망하실 경우,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2

3

http://www.live.nepcon.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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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CON LIVE 접속01

B. 회원가입및로그인

4) Login 옆의 사람 아이콘 클릭 5) 국가번호 +82 설정 및 휴대폰 번호 기입 후

Get verification code 버튼 클릭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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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CON LIVE 접속01

B. 회원가입및로그인

6) 수신된 휴대폰 문자에서 verification code 번호 확인

※ 문자가 중국에서 발송되어 중국어 문자를 수신하게 됩니다.

7) verification code 번호 입력 후 Login 클릭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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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CON LIVE 접속01

B. 회원가입및로그인

8)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 동의 체크 후

Finished 클릭

※ 개인정보는 영어 혹은 중국어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등록이 이미 완료된 경우 8번 절차 없이 바로 로그인 됩니다.

9) 로그인 성공

오른쪽 상단에 본인 이름 확인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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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카테고리설정
A. 카테고리별관심참가업체찾기

02

1

1) 메인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 관심 카테고리 확인 2) 관심 카테고리 선택 후 하단에서 참가업체 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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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참가업체정보확인
A. Collect : 관심업체저장후, My favorite에서확인가능

1

2

1) 관심 업체는 Collect 버튼을 눌러

관심 업체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음

2) 관심 업체 리스트는 내 이름 옆의 아이콘을 눌러

My favorite 에서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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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정보확인
B. Leave Message : 참가업체에게문의등메시지발송

03

1

2

1) Leave Message 클릭 2) 문의 내용 입력 후 Submit 클릭

※ 문의는 영어 혹은 중국어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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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참가업체정보확인
C. Communicate Now: 참가업체담당자실시간미팅

1

2

3

4

1) 참가업체 담당자 정보에서

Communicate Now 클릭

2) Join Microsoft Teams 

Meeting 클릭

3) 3번 팝업 창 확인 후 Cancel 클릭

4) Continue on this browser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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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작성

03 참가업체정보확인
C. Communicate Now: 참가업체담당자실시간미팅

5

6

7

5) 영문 혹은 중국어로 이름 작성

6) Join Now 클릭 후 미팅 진행

7) 참가업체 담당자 부재 시 대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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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업체정보확인03

D. Claim Name Card: 참가업체담당자연락처확인

1 2

4

3

1) 휴대폰 번호 및 위챗 아이디

2) 담당자 이름

3) QR 코드 (담당자 연락처 바로 저장)

4) 담당자에게 내 연락처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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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가업체장비및제품정보확인
A. 업체품목 (장비및제품)확인및관심품목으로저장하기

1

2

3 4

1) 관심 있는 장비 및 제품 클릭 2) 장비 및 제품 상세 정보

3) 관심 품목으로 저장

4) 장비 및 제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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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가업체장비및제품정보확인
B. 관심품목불러오기

1

2

1) 저장한 관심 장비 및 제품 리스트 불러오기 2) 저장된 관심 장비 및 제품 리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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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참가업체장비및제품정보확인
C. 장비및제품관련문의하기

1

2

1) 관심 장비 및 제품 문의하기 2) 문의 내용 입력 후 Submit 클릭

※ 문의는 영어 혹은 중국어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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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체게시판및메시지
A. 전체게시판 : Public Message Board

2

1) 메인 화면의 Bulletin Board 아이콘 클릭 2) 웹사이트 내 모든 접속자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남길수 있는 Public Message Board가 생성

3) 영어 혹은 중국어로 메시지를 입력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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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체게시판및메시지
B. 개별메시지발송 : Public Message Board에서특정인에게메시지를발송하는기능

1

2

1) Public Message Board 내

특정인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

2) 영어 혹은 중국어로 메시지 입력 후 Send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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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전체게시판및메시지
C. 수신된메시지확인

1) 페이지 오른쪽 상단 편지봉투 아이콘 클릭 후

Inbox 에서 수신된 메시지 클릭

2)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 후 Reply를 눌러 회신

1

2



NEPCON LIVE 문의

T. 02-554-3010

E. nayoon.park@reedkfairs.com

박나윤

March 26,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