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행사 튜토리얼 

홈페이지 버튼 

홈페이지의 각각의 '구름' 버튼 위로 커서를 가져가면 자주 사용하는 주요 기능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 

온라인 행사와 오프라인 행사 모두에 참석하는 전체 회원 목록입니다. 

일일 일정표  

일별 모든 세션 목록입니다. 

인터렉티브 드로잉 보드  

 특별한 그리기 기능으로 그림을 그려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날 사람들 

온라인 행사와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하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사 튜토리얼 

 필요할 때 이 문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드롭다운 메뉴 

홈페이지 상단에 다섯 개의 드롭다운 메뉴가 있습니다.  각 메뉴의 기능을 

살펴보십시오.  다음은 각 메뉴의 몇 가지 주요 기능입니다.  

 

일정/프로그램 

일일 일정표 기능에서는 모든 세션 목록이 일별로 제공됩니다.  각 세션 제목 

옆에 하트 아이콘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세션 옆의 하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세션이 내 일정 페이지에 추가됩니다.   

 

특정 세션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려면 참석하고 싶은 세션을 클릭하십시오. 

클릭하면 해당 세션의 상세 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세션 

진행이 예정된 날짜와 시간에 강연을 시청하게 됩니다. 세션 당일에는 세션에 

체크인을 해야 라이브 채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메모를 하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세션 제목과 캘린더 아이콘을 클릭하여 

아웃룩, 구글, 야후, 애플 캘린더에 일정을 추가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여기에서 참석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려면 참석자 이름을 

클릭하면 됩니다.   각 참석자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지역 1 및 2) 또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지역 3) 하루에 두 번 15분 동안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행사 모두의 참석자와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만날 사람들 페이지에서는 등록이나 온보딩 과정에서 질문에 답한 참석자에 

한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영상 채팅이나 일반 

채팅으로 소통하십시오. 

 

인터랙티브 드로잉 보드는 그림을 통해 재미있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특별한 기능(PICCLES)은 홈페이지 버튼을 통해 또는 네트워킹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클릭하면 QR 코드를 스캔하여 

그림으로 메시지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틴트 업은 통합 소셜 미디어로, 소셜 월의 네트워킹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2021MDRTTOT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TOT 온라인 

행사 경험에 관한 콘텐츠와 이미지를 게시해 보십시오.  오프라인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MDRT 부스  

MDRT 아카데미, MDRT 앱, MDRT 재단, MDRT 멘토링 및 MDRT 스토어를 

방문하십시오.  

 

일반 정보  

다양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임원 소개 페이지에서는 TOT 전임 체어의 영상과 

TOT 임원을 맡은 회원들의 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라이브러리 

10월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 메뉴에서 온디맨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모든 

강연을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10월 23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콘 단축키 

홈페이지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하여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내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석자나 강연자, 강연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 프로필로 이동하여 지역, 언어, 시간대를 변경하고 프로필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참석자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허용한 경우).  

 

  

MDRT에서 보낸 알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