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업체용] B2B 유통상담회 사이트 이용 매뉴얼

신청 기한 : 2022. 10. 24(월) ~ 2022. 12. 28(수)



<B2B 유통상담회>에참가하기위해서

반드시 <링크온>에서기업정보입력및제품등록을완료해야합니다.

※링크온등록방법 : [별첨] 링크온등록메뉴얼참고



01 호텔페어 홈페이지 접속

1. 홈페이지상단우측 [참가기업로그인] 클릭

※ 홈페이지 URL : https://hotelfair.co.kr/

02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 로그인

1. 아이디/비밀번호입력후로그인

※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 URL : https://exhibitor.messeesang.com/hotel/

※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사무국 연락 : 02-6121-6437

https://exhibitor.messeesang.com/hotel/


1. 왼쪽 메뉴 하단 [B2B 유통상담회] 클릭

※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 URL : https://exhibitor.messeesang.com/hotel/

1. [HOTEL FAIR 2023(COEX) ‘B2B 유통상담회] 버튼 클릭

※ ES비즈매칭 서비스 페이지 URL : https://meeting.messeesang.com/

03 메뉴 [B2B 유통상담회] 클릭 04 ES비즈매칭 서비스 페이지 접속

https://exhibitor.messeesang.com/hotel/


1. [참가업체 로그인] 체크

2.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 페이지 로그인 정보와 동일합니다.

1. 왼쪽 메뉴 중 [참가기업정보]에서 참여 담당자 정보 입력 후 [승인요청] 버튼 클릭

05 [B2B 유통상담회] 페이지 로그인 06 참가기업 전용 페이지 로그인



메뉴 메뉴 기능

① HOME B2B 유통상담회 일정 확인 및 매뉴얼 다운로드 기능

② 참가기업 정보

등록한 자사 회사 및 제품 정보 확인

※ <링크온> 사이트에 등록한 회사 및 제품 정보가 연동됩니다.

※ 따라서 수정은 <링크온> 사이트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③ 미팅신청 바이어 리스트 확인 및 미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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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미팅 시간표 23년 1월 4일(수) 이후 최종 미팅 스케줄 확인 가능

07 B2B 유통상담회 페이지 메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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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바이어 미팅 신청

1. 왼쪽 메뉴 [미팅신청] 클릭

2. 바이어 리스트 확인 후 바이어에게 [미팅 신청] 가능 (※ 상호 미팅 신청 가능)

※ 승인된 참가 기업에 한 해 미팅 신청 가능합니다.

1. 희망하는 미팅 시간을 확인하여 [신청] 버튼 클릭

※ 미팅 신청 후 바이어 수락이 되어야 미팅이 확정됩니다.

09 미팅 시간 신청



10 미팅 신청 현황

1. 왼쪽 메뉴 [미팅 신청 현황] 클릭

2. 신청한 미팅이나 바이어에게 신청 받은 미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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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이어게 미팅을 신청 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버튼 클릭 시 철회 가능)

② 동일 시간에 여러 바이어에게 미팅 신청을 받을 경우, 바이어와의 미팅 [수락] 후
[다시 신청] 버튼을 통해 다른 시간대로 미팅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미팅이 확정되면 빨간 글씨로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 미팅 취소 불가)

※ 바이어에게 받은 미팅은 [수락] 버튼을 눌러야 미팅이 확정됩니다.



1. 왼쪽 메뉴 [미팅 시간표] 클릭

2. 확정된 미팅 시간표 확인

※ 미팅이 확정된 후에는 스케줄 변경이 불가합니다.

※ 23년 1월 4일(수) 이후 최종 미팅 스케줄 확인 가능

11 미팅 시간표



Web. www.hotelfair.co.krPhone. 02-6121-6437 E-mail. hotelfair@esgroup.net

호텔페어사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