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 2020 Virtual Congress 참가 방법 안내

1. Virtual Congress 접속 방법
(1) KCR 2020 Virtual Congress 사이트에 접속 (https://kcr4u.ezv.kr/)



병원 컴퓨터는 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세션 수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개
인 PC 및 크롬 브라우저(Chrome), 모바일 사용을 권장합니다.

(2) 로그인 페이지가 열리면 사전에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안내된 로그인 정보 ID/PW 입력
(ID: Registration No., PW: Last Name)
(3) KCR 2020 Virtual Congress 메인 홀 입장 후 Live Session 수강, E-poster 열람, Virtual
Exhibition Hall 관람 진행

2. Live Session (프로그램 보러가기)

[세션 입/퇴장 방법]
(1) Live Session 아이콘 또는 Program at a Glance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강의실
에 입장
(2) 강의실 입장 시, ‘세션 입장’ 버튼을 반드시 클릭, 강의실 퇴장 시, ‘세션 퇴장’ 버튼을
반드시 클릭
A.

한 강의실에서 연속 수강하실 경우 세션이 종료될 때마다 세션 퇴장 버튼을 클
릭하여 퇴장 시간을 업데이트

B.

다른 강의실을 가고 싶으실 때, ‘Room Selection’ 클릭 (해당 버튼을 누르면 자동
으로 세션 퇴장 및 평점이 인정됩니다.)

C.

완전히 Live Session을 나가고 싶으실 때, ‘Go to Main Hall’ 클릭 (해당 버튼을 누
르면 자동으로 세션 퇴장 및 평점이 인정됩니다.)

(3) 화면 창 닫기를 누르거나, 컴퓨터 에러로 셧 다운 하는 경우, 퇴장 기록이 남지 않습
니다. 컴퓨터를 다시 키거나 모바일로 접속하시어 ‘세션 퇴장’ 버튼을 누르셔야 평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세션 입장’ 및 ‘세션 퇴장’(Room Selection, Go to Main Hall) 버튼을 반드시 클릭 하
셔야 평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평점 불인정)



퇴장하기 버튼이 아닌 브라우저 ‘X버튼’으로 종료하실 경우 정확한 출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Virtual Congress 사이트 내 My Page를 통해 누적 수강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ote (Interactive session) 및 Q&A는 각 강의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Abstract Book 및 Program Book은 별도의 인쇄물 제작없이 PDF로만 게재되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 곧 업데이트
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Help 버튼을 통해 사무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연수 평점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에 따라 실제 세션을 수강하신 시간에 비례하여 평점이 인정
됩니다.
[평점 인정 기준]
구분

내용
1일 최대 6평점 취득 가능

취득 가능 평점

(필수평점교육을 수강하실 경우 필수평점 최대 2평점, 일반평점 최대
4평점 취득 가능)
‣1시간 미만: 1평점 인정 불가‣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평점

평점 인정 기준
(세션 수강 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2평점
‣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3평점
‣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4평점
‣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5평점
‣ 6시간 이상 ⇨ 6평점

[평점 취득 방법]
구분

내용
강의실 입장 시, ‘세션 입장’ 버튼을 반드시 클릭, 강의실 퇴장 시, ‘세션 퇴장’
버튼을 반드시 클릭
A. 한 강의실에서 연속 수강하실 경우 세션이 종료될 때마다 ‘세션 퇴장’
버튼을 클릭하여 퇴장 시간을 업데이트

평점 취득 방법

B. 다른 강의실을 가고 싶으실 때, ‘Room Selection’ 클릭 (해당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세션 퇴장 및 평점이 인정됩니다.)
C. 완전히 Live Session 을 나가고 싶으실 때, ‘Go to Main Hall’ 클릭 (해당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세션 퇴장 및 평점이 인정됩니다.)
‘세션 입장’ 및 ‘세션 퇴장’(Room Selection, Go to Main Hall) 버튼을 반드시
클릭 하셔야 평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평점 불인정)

- 세션 시작 전에 입장 시에도 세션 시간 기준으로만 평점 이수 반영
- Break Time 및 Industry Theater 세션 평점 인정 불가
- 퇴장하기 버튼이 아닌 브라우저 ‘X버튼’으로 종료하실 경우 평점 불인정
유의 사항

- 동일한 시간에 복수의 온라인 세션을 수강한 경우 해당 평점은 모두 불인정
- 세션 중간에 기기 오류로 퇴실 처리가 될 경우 모바일이나 다른 기기로
로그인하시어 세션 수강 진행
(단, 1개의 ID를 동시간에 여러 기기로 접속 시, 모든 출결 기록은
불인정)

4. E-poster



E-poster 아이콘을 클릭



Case of the day 문제 풀이, Best Scientific Award 및 해외 우수 포스터 열람이 가능합
니다.

5. Virtual Exhibition Hall



Virtual Exhibition Hall 아이콘을 클릭



후원사 및 전시사, 포토 콘테스트 관람이 가능합니다.



Industry Theater VOD 관람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모바일 앱 Event
KCR 2020 앱을 다운받고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1) Session Evaluation
KCR 2020 모바일앱을 통해 직접 참석하셨던 세션 평가를 해주세요. 세션 평가는 본 대회
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세션 평가도 하고, 상품 증정의 기회도 잡으
세요! (총 100명에게 상품 랜덤 증정)
(2) QR Code Event
16개의 후원사의 3D 부스에 방문하여 QR 코드를 스캔하고, 모바일 앱의 QR 코드 이미
지를 완성해 보세요. 국내 참가자의 경우 하루 1회씩 총 3일간 중복 참여 가능하며, 매일
소정의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등록비 영수증 & 참가 확인증
(1) 등록비 영수증
KCR 2020 홈페이지의 My Page-Registration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참가 확인증
대회 기간 종료 후, KCR 2020 홈페이지의 My Page-Registration에서 다운로드 가능합
니다.

8. 사무국
대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Tel: 02-3452-7241 / Email: ask@kcr4u.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