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행사 개요

행사명

The 12th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

일 자

2021년 10월 27일(수) ~ 28일(목) (※ 11월 7일(일)까지 다시보기 가능)
온라인 생중계 및 사전 녹화 강의 송출

강의형태

코로나 이후 Next Normal과 디지털 헬스케어

대주제

02.

Program

03.

사전 테스트
① 행사 당일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0월 26일(화) 14:00~16:00 사전 접속 테스트가
진행되오니 참가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사전 로그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전 접속 테스트 중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또는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로그인을 위한 비밀번호는 10월 25일(월) 문자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사전 등록 시 입력하신 이메일 또는 핸드폰 번호를 모르시거나 잘못 기재하신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십시오.
※ 사무국 : 02-705-9217, 9220, 9221

04.

접속 시 유의 사항
① 원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위해서 PC로 접속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크롬 브라우저 권장)
② 온라인 플랫폼 지원 브라우저

브라우저

버 전

IE

11 이상

크롬

86

사파리

5.1

파이어폭스

81

기타

Chromium Base Browser

③ 중복 접속은 불가능합니다. (계정 당 1개의 기기에서만 로그인 가능)
④ 등록 및 플랫폼 기술문의 T. 02-705-9217, 9220, 9221

05.

온라인 플랫폼 접속

① KHC 홈페이지(https://www.koreahealthcarecongress.com)에서 ’KHC 온라인 컨퍼런스장 입장‘
클릭 또는 문자로 안내받으신 사이트 주소 (https://nowis.kr/kha) 접속
② 사전 등록 시 기재하신 이메일주소와 문자메시지로 발송해드린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ID 찾기 또는 PW 찾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③ 사전 등록 시 입력하신 이메일 또는 핸드폰 번호를 모르시거나 잘못 기재하신 경우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십시오.
(T. 02-705-9217, 9220, 9221 )
※ 최초 로그인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셔야 플랫폼 입장이 가능합니다.

06.

Main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① PROGRAM : 양일간의 컨퍼런스 간략한 일정 확인 및 세부프로그램 다운로드 가능
② CONFERENCE ROOM :
- LIVE : 실시간 라이브 세션 시청 및 질의응답
- VOD : 사전 녹화된 세션 영상 시청
- OVERVIEW : 연자 정보, 강의 요약본 및 발표자료 다운로드 (강연자가 공개 동의한 자료에 한함)
※ 11월 7일까지 VOD 다시보기 가능 (생중계 영상은 행사 종료 후 업로드 예정)
③ E-BOOTH :
- 기업 부스 방문하여 홍보영상보기, 브로슈어 다운로드, 기업홈페이지 방문, 1:1 채팅상담 가능.
- 기업 부스 방문하여 영상클릭, 브로슈어 다운로드, 기업홈페이지 방문 중 1가지 이상 수행 시, 스탬프 획득
(모든 스탬프 획득 시 스타벅스 기프티콘 지급)
④ HELP DESK : 1:1 채팅 문의 (실시간 채팅을 통해 문의 사항 및 기술적 문제 접수)
- 운영시간 : 10월 27일(수) ~ 28일(목) 08:00 ~ 18:00
⑤ SURVEY : KHC 2021 설문조사
⑥ FAQ : 자주묻는 질문
⑦ My page : 연수평점 신청내역 확인 및 수강 시간 확인

07.

Program

① 일별 간략한 일정 확인 가능
② 세부 프로그램 다운로드 가능

08.

CONFERENCE

①

② ③

① 전체자료 다운로드 : 모든 강의자료 다운로드 가능(강연자가 공개 동의한 자료에 한함)
② VOD / LIVE : 강의장 입장(입실 시간 기록)
③ OVERVIEW : 연자 정보, 강의 요약본, 강의자료 다운로드

09.

LIVE 세션

④
퇴장하기

강의화면

① 특별세션, 패널토의, 포럼 1~4 LIVE 진행
② LIVE 시작 전 30분 전 부터 입장 가능
③ 페이지 하단 질문창을 통하여 패널들에게 질문 가능
<연수평점 관련>
④ 강의장 퇴장 시, 꼭 우측에 있는 ‘ 퇴장하기 ’ 버튼 클릭(퇴실 시간 기록).
퇴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페이지를 나가면, 퇴실시간 인정 되지 않음
⑤ LIVE 강연의 경우, LIVE 시간에 수강한 시간만 평점 인정 시간에 포함됩니다.
(추후 다시보기로 수강 시 수강 인정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 동일 시간대에 중복 시청 기록 발생 시 해당 수강 기록은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 분과 1 수강시간 : 13:00 ~ 14:00
분과 2 수강시간 : 13:00 ~ 14:00
둘다 무효 처리

10.

VOD 세션

③
퇴장하기

홍길동
ㅇㅇ대학교 ㅇㅇ학과 교수

홍길동
oo

oo

① 주제발표 1,2, KHC 어워즈, 분과 1 ~ 16 VOD 시청
② 27일 : KHC 어워즈는 특별세션 종료 후 수강가능
분과 1~8은 오후 2시부터 수강 가능
28일 : 전체 강의 오전 9시 이후부터 수강 가능
<연수평점 관련>
③ 강의장 퇴장 시, 꼭 우측에 있는 ‘ 퇴장하기 ’ 버튼 클릭(퇴실 시간 기록).
퇴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페이지를 나가면, 퇴실시간 인정 되지 않음
(※ KHC 어워즈는 연수평점 수강 인정 시간에 미포함)
④ 연수평점 인정 시간은 해당 교육일자에 수강하신 시간만 인정됩니다.
※ 행사 종료일 이후 제공되는 다시보기는 연수평점 수강 인정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27일 교육을 28일에 수강한 경우 수강 시간 인정 불가
28일 교육을 29일에 수강한 경우 수강 시간 인정 불가
⑤ 동일 시간대에 중복 시청 기록 발생 시 해당 수강 기록은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 분과 1 수강시간 : 13:00 ~ 14:00
분과 2 수강시간 : 13:00 ~ 14:00
둘다 무효 처리

11.

Mypage

강의화면

※ 연수평점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강의장의 '퇴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퇴실 시간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우저 종료 또는 뒤로가기 등으로 퇴장 기록이 남지 않을 경우, 수강 시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2.

E-Booth

①

④

④
실시간 1:1채팅

②
홍보영상

③
브로슈어
홍보 이미지 및 홈페이지 링크

⑤

① E-Booth 클릭 -> 업체명 아이콘 클릭시, 해당 업체 부스 바로 입장
② 홍보영상 시청
③ 브로슈어 PDF 다운로드
④ 업체 담당자와 실시간 1:1 채팅 (담당자 부재시 담당자가 확인 후 답변 예정)
⑤ 홍보 이미지 클릭 시 확대하여 볼 수 있고, 홈페이지 연결
⑥ 기업부스 방문 시 해당 기업 스탬프 획득
⑦ 모든 스탬프를 획득한 참가자에게 행사 종료 후 스타벅스 기프티콘 발송

13.

Help Desk

① 운영시간 : 10월 27일(수) ~ 28일(목) 08:00 ~ 18:00
② 실시간 채팅을 통해 문의 사항 및 기술적 문제 접수

14.

Survey

매년 개최되는 Korea Healthcare Congress가 더 의미 있고 발전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참가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5.

연수 평점 관련 안내

KHC 2021은 온라인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연수평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연수 평점 대상자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여 컨퍼런스 당일 혼란 및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평점은 KHC 2021 행사 전 미리 신청해주신 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 연수평점 신청을 못한 분께서는 행사 시작 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 02-705-9242)
연수평점 신청 내역은 Mypage에서 확인 가능

의사

1234

85.11.23

① 27일 KHC 어워즈 세션은 연수평점 수강 인정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LIVE 강연의 경우, LIVE 시간에 수강한 시간만 평점 인정 시간에 포함됩니다.
③ VOD 강연의 경우, 해당 교육일자에 수강하신 시간만 인정됩니다.
※ 행사 종료일 이후 제공되는 다시보기는 연수평점 수강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27일 교육을 28일에 수강한 경우 수강 시간 인정 불가
28일 교육을 29일에 수강한 경우 수강 시간 인정 불가

④ 동일 시간대에 중복 시청 기록 발생 시 해당 수강 기록은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⑤ 강연별 최대 연수평점 인정 시간은 강연 영상 길이로 제한됩니다.
⑥ 최종 평점은 수강하신 총 강의 시간을 확인하여 승인됩니다.
구 분

최대인정평점

수강 시간 - 평점 변환 기준

병원행정사

4 점

1시간 미만 : 평점 없음

약 사

2 점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1점

의료정보관리사

1 점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2점

의 사

8점 (1일 최대 4점)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3점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4점

⑦ 강의장 입장 후 반드시 '퇴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퇴실 시간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입실 시간 기록

퇴장 시간 기록

⑧ 연수평점 산정 예시

- 위 선생님의 수강 인정 시간은 66분(36분 + 33분)이며, 발급 평점은 1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