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HRS 2021-VIRTUAL 참여 방법

▪ KHRS 2021-VIRTUAL 참여방법 안내

1. KHRS 2021-VIRTUAL (https://www.khrs2021-virtual.kr)에 접속

2. 로그인
ID: KHRS 2021에 등록하신 아이디(이메일)와 동일
PW: 등록 ID의 @앞 아이디를 입력 (예시:khrs2021@khrs.co.kr 의 경우, PW는 khrs2021) 

3. KHRS 2021-VIRTUAL 세션 입장
- 홈 화면 좌측에서 세션룸을 선택하시면 현재 발표중인 발표자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자의 사진 아래 ‘▶’ 버튼을 클릭하시어, 발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평점 이수) Live Session에서 평점을 획득하시기 위해서는 입장시 “ENTER(세션입장)” 버튼, 

퇴장 시 “Exit”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KHRS 2021-VIRTUAL을 편안하고 끊김없이 즐기시기 위해서는 구글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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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 프로그램 안내 ]

KHRS 2021 메인 홈페이지 내 Program을 클릭하시면 Program at a Glance를 볼 수 있습니다.
세션 스케줄 상단의 Room 1 – Room 8 버튼을 클릭하시어, 해당 세션룸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스케줄 표에서 세션을 클릭하시면 연사 및 좌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카테고리 소개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소개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Session Room 세션 종료 안내]

세션 종료시간이 되면, 세션 종료 안내 팝업이 생성됩니다.
Stay 버튼을 클릭하면, 동일한 세션룸에서 다음 세션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다른 세션룸 강의를 시청하시고 싶으면, Exit 버튼을 눌러 홈 화면으로 이동 부탁 드립니다.

*[평점 이수] : 세션룸 입장 팝업의 Enter 버튼을 클릭한 시점부터 하단 Exit 또는
세션 종료 팝업의 Stay / Exit을 누른 시점까지의 시간을 이수시간으로 획득 하실 수 있습니다.

[ Session Room 입장 안내 ]

참여 하시고자 하는 세션룸(Room1~8)을 클릭하시면, 세션 스트리밍 페이지로 이동하며 입장 안내
팝업의 Enter 클릭 시 평점 이수 시간 누적이 시작됩니다.



[ 평점 이수 안내 ]

이수시간 인정평점

1시간 미만 평점 인정 불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1평점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2평점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3평점

4시간 이상-5시간 미만 4평점

5시간 이상-6시간 미만 5평점

6시간 이상 6평점

*단, Opening Ceremony, General Assembly, Break는 이수시간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6월 4일 (금) 최대 6평점

6월 5일 (토) 최대 6평점

합계 최대 12평점

[My Page / 평점 이수 시간 확인 방법 안내]

우측 상단 My Page 버튼을 클릭하여 My Page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Profile’ 에서 나의 등록 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별 누적 이수 시간’에서는 세션룸에서 획득하신 이수시간을 일자별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세션룸 좌측 ‘평점’ 탭에서도 일자별 누적 이수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종 이수 평점은 각 협회에 4주 내로 보고됩니다.

⚫ 사이트는 관련 전화 문의 : 02-566-9077, 0180
⚫ 등록/평점 관련 전화 문의 : 02-566-1577,0811
⚫ E-mail : khrs@interc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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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oster ]

KHRS 2021-VIRTUAL 메인 홈페이지에서 ABSTRACT를 클릭하면 E-Poster을 보실 수 있으며,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초록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세션을 클릭하면 Poster의 상단 탭을 클릭하여, Abstract와 Poster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 기능을 통해 저자에게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 기능을 통해 저자에게 질문을 하고 저자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Virtual 전시 참여 방법 안내 ]

KHRS 2021-VIRTUAL 메인 홈에서 “Exhibition”을 클릭하면 가상 전시 로비로 이동하실 수 있으며, 
후원사 등급별 부스를 클릭하여 후원사의 가상부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사 로고를 클릭하여 가상부스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후원사의 홈페이지와 SNS, 홍보 영상, 홍보 자료
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Event 버튼을 클릭하여 가상부스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Virtual Booth를 클릭하여 후원사의
자체제작 부스 또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Virtual Booth Event
모든 후원사 가상부스에 방문하여 Event 버튼 클릭을 완료하면 자동 응모.
당첨자에게는 행사 종료 후, 추첨을 통해 사무국에서 당첨 안내와 상품 지급 관련한 안내 메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 이벤트]

KHRS 2021 – VIRTUAL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 ‘갤러리 이벤트’ : KHRS 2021을 시청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여 응모
• ‘KHRS 설문조사 이벤트’ : KHRS 2021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 후 제출하여 응모
• ‘시청 이벤트’

- Scientific Session Event : 12:00 – 13:00 송출 되는 Scientific Session을 시청
- Industry Session Event : Room 8에서 송출되는 Industry Session을 시청 (최소 1시간 이상 시청)
- General Assembly Event : 6월 5일, 16시 40분부터 진행되는 General Assembly를 시청

• ‘후원사 가상부스 이벤트’ : 모든 후원사 부스에 방문하여 Event 버튼을 누르고 방명록을 작성하여 응모
• 해외 참가자들을 위한 ‘Event for Overseas Attendees’ 

자세한 내용은 Event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