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학술대회 참가방법>
학술대회 일시: 2021 년 6 월 16 일 (수) 10:00 ~ 17:00 *실시간 라이브
온라인학술대회 사이트: http://medbox.kr/kosqua2021
[접속 방법]
- 온라인학술대회 사이트 접속 후 성함(ID)과 휴대폰번호 뒤 4 자리(PW)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사전등록자만 가능합니다)
-

6 월 15 일 10:00 – 17:00 시까지 사전접속(로그인)이 가능하오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월 16 일 학술대회 당일에는 오전 9:40 분부터 로그인 가능합니다.

- 학술대회 당일에는 운영으로 개별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당일 접속 불가능으로 인한 혼란 및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테스트를 당부드립니다.
- 중복 접속은 불가능하며, PC 또는 모바일 1 대만 가능합니다.
- 원활한 시청을 위하여 가급적 PC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사전접속 테스트 유의사항]
1. 온라인학술대회 플랫폼의 권장 사양: Chrome (최신 버전 권장)
*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통한 시청은 불가합니다.
2. 병원 방화벽이 높아 원내 PC 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
사전 접속 테스트 URL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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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팀: uniyun7078@gmail.com / 070-8896-0808, 070-8656-1514)
3. 유의사항을 보시고 먼저 시도해 보신 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url 로 접속 시 아래 같이 로그인 화면이 보이면 정상입니다(6/15 일 오전 10 시부터 오픈)

[참여 방법]
- 온라인 학술대회는 프로그램 순서대로 실시간 라이브로 방영되며, 다시보기/다운로드는 불가합니다.
* 단, 발제자의 강의자료 동의여부에 따라 추후 학회 홈페이지에서 강의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세션 시작과 종료 시 ‘세션 입퇴장’ 버튼을 누르면 시청시간이 기록됩니다. 시청기록을 확인 후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 심포지엄과 주제강연의 질문은 해당 강사의 ‘Q&A 버튼’을 클릭하신 후 질문 등록하시면 됩니다.
좌장이 질문을 확인 후 선별하여 답변합니다.
- 채팅창과 발제자와의 시간 차(약 13 초)가 있으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강의록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강의 수강에 이용 바랍니다.

[이수증 및 영수증 안내]
- 사전등록은 하였으나 로그인 기록이 없으면 이수증 발급 불가합니다. 반드시 학술대회 사이트에
로그인 하시고 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증은 학회 홈페이지-My Page 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영수증은 사전등록 시 신청하신 내역대로
학술대회 종료 후 최대 1 주일 이내로 발급됩니다(신청하신 영수증 외 다른 영수증으로 발급 불가).
[기타 안내사항]
- 학술대회 종료 후 강의 영상은 발제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학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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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촬영은 불법입니다.
- 봄학술대회에는 의사평점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