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 참가 안내사항>
◆ KoSQua 온라인연수교육 사이트

http://kosqua.innoedu.kr

◆ 수강 날짜 및 접속 가능 시간
- 연수교육 일시: 2021. 5. 3.(월) 08:00-18:00
- 다시보기 기간: 2021. 5. 4.(화) 09:00 ~ 5. 7.(금) 18:00 까지
◆ 접속 방법
- 로그인은 별도로 부여되는 ID와 PW로만 가능합니다(등록자만 가능).
- 4월 연수교육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4월에 부여받은 ID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ID,PW는 4월 30일과 5월 3일(2회)에 문자 발송드리며, 공지사항에도 ID리스트가 게시됩니다.
- 중복접속은 불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 1대만 가능합니다.
- (중요) 의사평점이 필요하신 분은 반드시 PC로 수강 바랍니다(모바일은 출결(입퇴실) 확인 불가능).
◆ 수강 방법
- 온라인강의실 입장 후 프로그램 순서대로 강의가 진행되며, 앞 차순 강의를 완료하셔야 다음 차수 수강하기 강의버
튼이 생성됩니다.
- 강의 영상은 자동재생되지 않으며, 중간에 ‘next’ 버튼을 클릭하셔야 재생이 이어집니다(약 20분 단위).
- 수강 도중 퇴장 시 직전 ‘next’ 버튼 지점부터 재시작됩니다.
- 강의 재생시 배속 재생은 불가능합니다.
- 강의에 대한 질문은 학습질문방 게시판을 통해 해당 강사에게 질문이 가능합니다.
- 강의교재(PDF)는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연수교육 사이트 공지사항에서 다운 가능하며, 교육일 종료 후에는 학회
홈페이지(자료실→연수교육)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 평점 및 이수확인증 안내
* 의사평점
- 연수교육 의사평점은 최대 6점 인정됩니다.
- 평점은 수강율에 따라 계산됩니다(예. 1시간 이수→1점, 2시간 30분 이수 2.5점→2점).
- 각 강의마다 시작-종료 시간을 확인함으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하셔야 합니다.
- (중요) 의사평점은 연수교육 당일(5.3)에 수강하신 이수 시간만 적용되며, 이후 다시보기 기간에 수강한 내역은 평점
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의사평점은 대한의사협회 평점인정 기준에 맞춰 부여됩니다.

* 이수확인증
- 모든 강의 수강 완료시 이수확인증이 발급됩니다(다시보기 기간 종료 후 발급).
- 수강 완료 기준일은 교육 당일과 다시보기 기간 모두 포함입니다.
- 이수확인증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 홈페이지-My Page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타 안내사항
- 강의 영상은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수강하는 모든 강의 자료의 저작권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와 해당 강사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강의자료
녹화, 촬영, 무단복제, 재배포 등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 교육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노솔루션(tel:02-333-144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