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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 The COVID-19 pandemic has changed the way of traditional 
conference and meeting. Since social distancing rule was important issue, many 
conferences across the world were cancelled or postponed indefinitely. In 2020,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 (IC-KPBA) was held 
as a hybrid online and offline conference. Here, we report the result of a national survey 
about online and offline medical conference in Korea.
Methods: The survey was performed for both online and offline participants after 
IC-KPBA. The contents of survey included their way to access the hybrid online-offline 
conference and satisfaction with the conference format.
Results: Total of 78 participants answered the survey and there was no technical 
problem. Most offline participants were satisfied the prevention measures at 
conference hall as follows; very satisfied-56%; satisfied-34%. The quality of video 
and audio were generally satisfactory in both conference hall and virtual conference. 
‘Live online lectures’ is the most preferred method of lecture delivery and personal 
computer with LAN network is preferred to access online conference. Eighty seven 
percent of offline participants and 91% of online participants answered satisfied and 
very satisfied, respectively.
Conclusions: Participants of IC-KPBA 2020 with hybrid online-offline conference 
show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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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19년에 중국에서 발생하여 알려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은 

COVID-19로 불리우며,1-3 현재 전 세계로 확산되어 사회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COVID-19는 

감염자와의 접촉 및 에어로졸을 통한 전파가 주 감염경로로 

파악되며, 따라서 호흡기 비말의 방지 및 공공장소에서의 방역, 

접촉 부위 개인 위생에 대한 관리가 강조되고 있다.4,5 이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경 폐쇄, 여행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감염자의 격리 및 접촉자의 추적 등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COVID-19 확산 방지 및 예방 

정책의  일환으로  공개적인  행사  및  학술  행사의  자제가 

요청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한췌장담도학회는 췌장담도 질환의 최신 지견 공유와 

학문적 발전, 교육 및 교류를 위해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학술행사로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Pancreatobiliary Association (IC-KPBA)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COVID-19 확산에 대한 전염 방지 정책으로, 

조직위원회는 2020년도 IC-KPBA를 2020년 8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감염성 질환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온라인 혹은 가상공간 

에서의 행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6-9 이에 

발맞추어 의학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상당수의 학술회의가 

온라인 플랫폼으로 시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직접 참석의 집합형 회의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여러 

시행착오와 혼선이 발견되고 있다. 대한췌장담도학회의 

학술행사는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며 

참석자의 다양성과 집단의 통일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IC-KPBA 2020 학술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COVID-19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비대면 학술대회의 만족도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이상적인 방식의 학술대회를 모색하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학술행사의 세부내용

본 IC-KPBA 2020 학술행사는 대한췌장담도학회의 주관으로 

2019년 조직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초기 계획은 2020년 4월 

17일 및 18일 2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를 계획하였다. 

하지만 2019년 발생한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전파의 위험 등의 사안을 감안하여 2020년 8월 7일 및 8일로 

일정을 연기하여 진행되었다. 학술행사는 실시간 시술 시연 및 

초청 연자의 강연, 연구 발표로 구성되었으며, 발표자는 현장 

발표를 권장하되 참석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격 발표 혹은 

녹화 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참석자는 직접 참석 혹은 온라인을 

통한 원격 참여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참석자에게는 

지정된 가상 학회장에 대한 사전 설명문을 발송 후 접속 링크 

주소를 안내하였다.

행사는 국내 포함 37개국 453명이 등록하였으며, 현장 및 

온라인 여부를 사전신청 후 확인하였다. 1일차 참석자는 

27개국에서 현장 참석 115명, 온라인 참석은 185명이었으며, 

2일차는 28개국에서 현장 참석 131명, 온라인 참석은 188명으로 

집계되었다. 학회 프로그램은 실시간 시술 시연 2개 세션(6개 

병원, 8건 시술 시연)과 학술 프로그램 연자 강연(44개 주제), 

학술 연구 발표(구연 및 포스터 68편)로 구성되었으며, 세션의 

축소나 취소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현장 참석의 경우 학회장에서 감염 방지 대책으로는 입장 시 

체온 측정, 개인별 소독제 및 마스크 배포, 좌석간 2 m 거리 

배치, 연단의 가림막 설치가 시행되었으며 당일 접수 및 참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온라인 참석자를 위해 사전 접속 

주소에  대한  공지를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행하였으며 사전에 인증된 코드 및 번호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설문의 개발과 방법

설문은 대한췌장담도학회 기획위원회 주관 하에 진행되었으며, 

학술행사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발송 후 답변을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위원회에서  초안  작성  후  3회의  회의를  거쳐 

개정되었다(Appendix 1).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참석자의 인적 

정보와 참석의 방법을 공통으로 하였으며, 현장 참석자의 경우 

방역 대책 및 현장 방송 상태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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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의 경우 온라인 참석 방식과 기기, 방송 송출 상태 및 

접속 편의성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만족도는 총 

5개의 척도(1-매우 만족, 2-만족, 3-보통, 4-불만, 5-매우 불만)로 

구성하였으며, 그 외 정보는 직접 입력 혹은 선택 항목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IC-KPBA 2020 종료 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 발송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에게 발송하였으며, 네이버 

설문조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였으며 총 4페이지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Appendix 1). 답변 작성 시간은 약 5분 이내로 

예상하였다. 설문지에 대한 회신은 총 2주 동안 수집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 과

본 설문조사에서 설문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4.2±9.8세 

였으며, 성별은 남성이 69명, 여성이 9명이었다. 연령별 분포는 

20대 및 30대가 39%, 40대가 31%, 50대 이상이 29%였으며(Fig. 1),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근무자가  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Fig. 2는 IC-KPBA 2020 참석 방법에 대한 결과이다. 

2020년 8월 학회 개최 당시 소속의료기관의 외부 행사 참석에 

대한 정책은 제한 없음이 21%, 신청 후 참석은 31%, 승인 후 

참석 가능은 17%, 좌장 및 연자에 한하여 승인은 26%였으며, 

외부  행사  참석  금지는  6%였다 .  기존의  예정된  일정이 

Fig. 1. Distribution of survey participants. (A) Age. (B) Gender.

A B

Fig. 2. Method of attending to IC-KPB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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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되며 온라인-오프라인 병행으로 변경된 점과 접속 방법에 

대한 안내는 92%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하였다. 

현장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는 Fig. 3과 같다. 

학회장에서의 방역 대책 및 준비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56%, 만족 34%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 

학회장에서 발표자의 VOD 강의에서 화질 및 음성 만족도는 

매우 만족 42%, 만족 37%였으며, 보통 혹은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22%로 나타났다. 온라인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는 Fig. 4와 같다. 온라인 접속 및 네트워크 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  3 9 % ,  만족  4 5 %로  나타났으나  3 %에서는 

네트워크에서의 끊김 및 불만족을 호소하였다. 온라인 강의의 

화질 및 영상에 대해서는 80%에서 만족스럽다고 답변하였으며 

화질의 불만족은 없었다. 음성 및 사운드 관련한 사항에서는 

학회장에서 발표자의 VOD 강의에서 화질 및 음성 만족도는 

매우 만족 32%, 만족 55%, 보통 10%였으며 음성 관련 불만족은 

3%로 집계되었다. 비대면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을 때 발표자가 

Fig. 3. Survey result from offline-attendee in IC-KPBA 2020. (A) Satisfaction level of strategies for the prevention of epidemic disease. B) Satisfaction 
level about the quality of video and sound.

A B

Fig. 4. Sur vey result f rom online -at tendee in IC- KPBA 2020.  
(A) Satisfaction level about the online network. (B) Satisfaction level 
about the quality of video. (C) Satisfaction level about the quality of 
sound.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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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선호도는 복수응답에서 원격 

실시간 강의가 41%, 사전 녹화된 동영상 강의가 41%가 좋다고 

대답하였으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이용한 녹음 강의는 

18%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본 설문조사의 답변에 대한 하위그룹 분석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룹별 만족도 비교에서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답변한 경우가 온라인 91%, 오프라인 87%로 온라인 참석자가 

조금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연령대  그룹별  만족도 

비교에서는 만족 혹은 매우 만족스러웠다는 답변이 30대 이하 

95%, 40대 88%, 50대 이상 83%였으며, 상대적으로 답변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비대면 학술대회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향후 COVID-19 유행 관련 문제가 지속될 경우 

다음 학술대회에서 참석 방법에 대한 의견에서는 온라인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51%, 상황에 따른 결정이 21%, 오프라인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28%로 확인되었다(Fig. 5).

고 찰

2020년 COVID-19의 확산과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염성 질환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은 

기존에 당연하게 생각되던 회의나 모임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통신 기술의 발달과 원격 회의 

기술의 발전, 개인용 통신기기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비대면 

기술은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학계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학술대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련 분야의 연구 성과 발표와 최신 지견의 공유, 전문가 집단의 

상호 교류가 중심이던 학술행사가 가상 공간에서의 온라인 

학술대회나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학술행사로 전환되어 

시행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10-12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절히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나이와 

환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비대면 기술 정보의 

습득과 활용도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상황은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13,14 본 설문조사 연구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내에서 대한췌장담도학회 주관 하에 

개최된 IC-KPBA 2020 학술대회의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COVID-19 유행에 직면하여, 비대면 교육이나 온라인 행사의 

만족도와 인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고가 있다.15-20 온라인 

학술대회는 질문자가 대중에 노출없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고, 또한 청취자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 기기로 

실시간 접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점검부터 피드백의 수집, 개선점의 고찰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집단에서의 발전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의학계는 생명과 질환을 다룬다는 전문성과 각 

분과의 개별적 특수성이 있어 타 학계와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각 분과에서도 전문 분야별 차이가 상당히 

존재함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IC-KPBA 2020 

학술대회는  소화기내과에서  췌장담도  분야에  특화된 

학술행사로, 참여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관련  시술의  숙련자들이  주로  참석하기  때문에 

직군이나 업무 환경에 따른 편차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설문 결과는 조사 대상이 관련 전문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숙련 의사들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비대면 화상 기술을 통한 

IC-KPBA 학회가 처음 시도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학회에서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서 의미가 

있다. 

설문참여자의 연령 분포는 실제 참가자의 연령분포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참석자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온라인 

참석자의 비율이 전체의 41%였다는 점은 처음 시도되는 

방식에 대한 호응도가 예상보다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이 유선랜이나 와이파이 

방식으로 접속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접속기기는 데스크탑 

컴퓨터, 랩탑 컴퓨터나 타블렛이 주로 이용되었으며 화면의 

크기가 작은 휴대용 통신기기는 학술행사의 도구로 선호도가 

낮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학회장에서의 방역대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학술 행사 후 유증상자 혹은 감염자에 

Fig. 5. Preferred plan to attend a future conference under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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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고가 전무하였던 점은 학회에서 수립한 현장의 방역 

대책이 잘 작동하였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온라인 접속과 네트워크 연결이 전반적으로 우수하였다는 

평가는 대한민국의 전산망이 온라인 환경에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특히 대용량의 데이터 연결이 요구되는 실시간 시술 

시연에서도 네트워크 관련 문제점이 없었던 점은 기존의 

미래네트워크 선도시험망(코렌, KOREN)에 의존하던 실시간 

시술 시연이 각 병원의 전산 환경에서도 큰 문제없이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시경 분야 뿐만 

아니라 수술 시연 등과 관련한 타 분야에서도 적용 가능하기에 

적절한 플랫폼과 연결 방식에 대한 학회 간의 노하우 교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녹화 방송보다는 

실시간 방송이 집중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발표자의 음성만 

송출되는 것보다 발표자의 모습과 음성이 같이 포함될 경우 

청취 효과가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 본 설문에서도 음성만 

포함된 슬라이드 영상은 발표자의 모습이 포함된 실시간 혹은 

녹화 영상보다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따라서 향후 

온라인 학회에서 발표자가 영상자료를 제작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조직위원회는 발표자에게 가급적 발표 모습을 영상에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참석자 및 청취자의 집중도를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 화면의 질에 비해 음성의 질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은 비대면 환경에 대한 장비 

구축에서 마이크나 스피커 장비의 준비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C-KPBA 2020 학술대회에서  공지는  각  구성원에게 

일괄적으로 발송이 되었는데, 하위그룹간 분석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접속 

방식과 기기에 대한 접근도가 세대 간에 차이가 있는 점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학회에 대한 알림 공지 외에도 

영상 및 음향 장치, 네트워크 구성 및 환경의 구축에도 적절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참여자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는 다양한 참여자의 실시간 토론이 다소 

한계가 있는데, 향후 학술대회의 발전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실시간 토론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며, 

또한 기존의 일대일 핸즈온 방식을 개선하여 가상 공간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회에서 필요한 과제가 되겠다. 

본 설문조사가 내국인 참석자를 대상으로만 시행되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또한 학술대회 후 온라인으로 배포된 

설문지의 회신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점도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학술행사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데에 한계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낮은 회신율은 학술대회 직후 국내 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의료진의 업무 증가와 국내 의료 환경의 변화 등이 원활한 설문 

회수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COVID-19 

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의학계 전문 학술행사의 온라인 

개최와 운영의 경험은 향후 학회의 발전 방안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참여자의 피드백을 취합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발전적인 학술대회를 계획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COVID-19의 추세와 

사회적인 동향에 따른 대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장기 계획 수립 그리고 새로운 방식에 

대한 도전은 학회와 구성원 모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나아가 의료분야 전반에서 

학회의 역할과 위상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요 약

배경/목적: 본 연구는 증증급성호흡기증후군(COVID-19)의 

확산에 따라 학술행사의 방식이 직접 참석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점차 변화되는 현재의 경향을 고려하여, 2020년 

시행된 학술행사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이상적인 학술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0년 상반기에 서울에서 개최된 ‘IC-KPBA 2020’ 

학술행사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네이버 설문조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결과: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학술행사에  대해서  학회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만족  혹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온라인 참석자들은 네트워크 연결, 화면 및 음향 

등의 각각의 항목에서 약 70-85%가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으며 ,  직접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방역대책 및 현장의 화면, 음향 시설 등의 각각의 항목에서 약 

80-90%가 만족 혹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학회 참석 

방식의 선호도 조사에서는 가급적 온라인을 선택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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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3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학술행사의 방식이 점차 비대면 온라인으로 변화되는 

추세에서 대한췌장담도학회 주관 하에 새로운 방식으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문 색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학술대회,  

피드백,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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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IC-KPBA 2020 만족도 조사

IC-KPBA 2020 만족도 조사

대한췌장담도학회 기획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대한췌장담도학회에서는 COVID-19에 대하여 IC-KPBA 2020 학술대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만족도 현황을 조사하여 학술대회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에 응해주시면 우리나라 ERCP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선생님의 연령을 기입해주세요. 

2. 선생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1) 남

2) 여

3.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병원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

1) 상급종합병원

2) 종합병원

3) 병원급

4) 의원 및 기타

4.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혹은 인천광역시

3) 경상남도 혹은 부산광역시

4) 경상북도 혹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5) 전라남도 혹은 광주광역시

6) 전라북도  

7) 충청남도 혹은 대전광역시

8) 충청북도 

9) 강원도

10) 제주특별자치도

5. 선생님께서 소속된 의료기관의 오프라인 학회 참석 제한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   )

1) 제한 없음

2) 신청 후 참석 가능 (허가 불필요)

2) 신청 후 소속기관 승인 시 참석 가능 (허가 필요)

3) 필수 참석자만 선택적으로 승인 (좌장, 연자만 허가; 일반 

참석자는 불허)

4) 예외 없이 금지 (온라인만 가능)

6. IC-KBPA 2020에 참석하신 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    )

1) 오프라인 (직접 참석)

2) 온라인

7. IC-KBPA 2020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참여 방법에 대한 

학회의 사전 공지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8. (오프라인 참석자 대상) IC-KBPA 2020의 학회장에서 방역 

대책 및 준비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6) 해당사항 없음 (온라인 참석)

9. (오프라인 참석자 대상) IC-KBPA 2020에서 VOD 강의에서 

화질 및 음성 관련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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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6) 해당사항 없음 (온라인 참석)

10. (온라인 참석자 대상) 선생님께서 IC-KBPA 2020에 온라인 

접속한 기기는 어느 것입니까?

1) 데스크탑 PC

2) 노트북 혹은 타블렛 PC

3) 안드로이드폰 혹은 아이폰

4) 기타

5) 해당사항 없음 (오프라인 참석)

11. (온라인 참석자 대상) 선생님께서 IC-KBPA 2020의 접속 

방식은 어느 것입니까?

1) 유선랜

2) 와이파이

3) 무선데이터

4) 해당사항 없음 (오프라인 참석)

12. (온라인 참석자 대상) IC-KBPA 2020에서 온라인 접속 및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6) 해당사항 없음 (오프라인 참석)

12. (온라인  참석자  대상) IC-KBPA 2020에서  온라인상 

강의에서  화질  및  영상과  관련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6) 해당사항 없음 (오프라인 참석)

13. (온라인 참석자 대상) IC-KBPA 2020에서 온라인상 강의 

에서 음성 및 사운드 관련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매우 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

5) 매우 불만족

6) 해당사항 없음 (오프라인 참석)

14. 선생님께서는 학술대회에서 강의자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어느 방식이 좋으십니까?  (복수 선택)

1) 원격 실시간 강의 (Zoom, MS 팀즈, 시스코 Webex 등)

2) 사전 녹화된 동영상 강의

3) 사전 녹음된 Power point 강의

4) 기타

15. 비실시간 강의 시 질문은 App이나 E-mail로 하시도록 요청 

드렸습니다. 질문을 하신 경우 답변 확인이 가능하셨습니까 

(회신일 기준)?

1) 예

2) 아니오

3) 해당사항 없음

16. 현재의 COVID-19 관련 이슈가 지속 시, 차기 대한췌장담도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선생님의 참석 방법은 어느 방법을 

고려 중이십니까?

1) 오프라인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면)

2) 가급적 오프라인을 선택

3) 상황에 따라 결정

4) 가급적 온라인을 선택

5) 온라인 (부득이한 상황을 제외하면)

17. 이번 IC-KBPA 2020에서 개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