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술대회 참가방법>
학술대회 일시: 2020년 12월 2일(수) 10:00 ~ 17:00 (실시간 라이브)
온라인학술대회 사이트: www.kosquaonline.net
(*사전테스트 용도의 로그인은 가능하나, 실제 온라인학술대회는 12월 2일 오전 9시부터 참가
가능하십니다.)

[접속 방법]
- 온라인학술대회 사이트 접속 후 학회 ID와 PW로 로그인 가능합니다(등록자만 가능)
* PW확인은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PW찾기를 하시면 비밀번호 초기화가 되어 오류가 발생합니다. 사무국으로 꼭 전화주세요!!!
- 11월 30일부터 사전접속(로그인)이 가능하오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술대회 당일에는 운영으로 개별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당일 접속 불가능으로 인한 혼
란 및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테스트를 당부드립니다.
- ID/PW 찾기, 휴면계정 해지는 사전에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접속은 불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 1대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학술대회는 모바일과 태블릿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나 PC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사전접속 테스트 유의사항]
1. 온라인학술대회 플랫폼의 권장 사양:
Chrome 최신 버전을 권장 드립니다.
Edge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접속 가능하나, 접속 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
립니다.

2. 병원 방화벽이 높아 원내 PC 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
사전 접속 테스트 URL로 로그인 화면을 사전에 확인해주시고, 화면이 보이지 않을 시,
- 내 브라우저 캐시를 삭제합니다.
- 시크릿 또는 비공개 브라우징 모드를 사용해 사이트를 확인합니다.
- 지원되는 크롬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에서 사이트를 확인합니다.
- 위의 방법으로도 안될 경우 기술지원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팀: onlinesympo@innon.co.kr /1661-2460)
3. 유의사항을 보시고 먼저 시도해 보신 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url 로 접속 시 아래 같이 로그인 화면이 보여지면 정상입니다.

[참여 방법]
- 프로그램을 보시고 Channel 1~4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학술대회는 프로그램 순서대로 실시간 라이브로 방영되며, 다시보기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단, 강의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는 추후 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포지엄과 주제강연의 질문은 강의가 나가는 도중에도 자유롭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
고, 좌장이 질문을 확인한 후 선별하여 답변합니다. 채팅창과 발제자와의 시간차(약 15초)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구연발표의 질문은 발표 도중에도 자유롭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 시간이 제한적이라
답변을 듣지 못한 질문은 발제자에게 개별연락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연발표자는 본인 발표 시간대에 해당 채널로 입장하여, 채팅창을 통해 질의응답을 해주
시면 됩니다.
- 프로그램북에 구연 순서와 포스터 list가 안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술대회 사이트는 밤 10시까지 오픈 되며, 학술대회가 종료되는 5시 이후에는 강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수증 및 영수증 안내]
- 사전등록은 하였으나 로그인 기록이 없으면, 이수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온라인 학
술대회 사이트에 로그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참여율 확인하지 않음).
- 이수증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영수증은 사전등록 시 신청하신 내역대로
학술대회 종료 후 1주일 이내로 발급됩니다.

[기타 안내사항]
- 학술대회 종료 후 강의 영상은 발제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학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예정
입니다.
- 온라인 강의 영상은 저작권 및 초상권 등 법적인 이유로 복제하여 공유하는 것을 금하며,
학회에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사전 안내 드립니다. 허가 받지 않은 강의 영상의 재
촬영은 불법입니다.
- 대상(1인), 최우수상(2인)은 사전 연락드리며, 시상식에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시상자 외 동석자는 2인이내로 제한합니다(꽃다발 증정, 사진촬영 가능).
- 우수상, 우수포스터상은 시상식에서 발표하며, 발표이후 학회 사무국의 안내메일에 따라 상
장 수령주소와 상금수령 계좌정보를 회신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