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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연수평점 및 LIVE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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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A 회원: 이름과 의사면허번호로 log in
• 비회원(타과의사, 외부연자, 간호사, 연구원, 인턴(학생), 기타 등)은 이름
과 휴대폰 번호 뒷 4자리 입력 후 lo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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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클릭 - 다음페이지

다른 세션은
시작/종료 작동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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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영상 시청을 집중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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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다른 세션은
시작/종료 작동 안됨

세션 시작 5분전 입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시작버튼을 눌러야 연수평점이 시작됩니다.)

5분단위로 색상이 채워집니다.

세션 시작 버튼 클릭 시 나타나며 5초단위로 숫자가 카운팅 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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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세션 종료 5분전 입니다.
세션 영상이 끝나면 종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종료버튼을 눌러야 연수평점이 종료됩니다.)

1

세션종료 버튼 클릭하면 색상채워집니다.

2

다른 세션은
시작/종료 작동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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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끊김없이 로그인 상태에서 채널2로 변경됩니다.

채널2 클릭

채널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시작버튼을 눌러야 연수평점이 시작됩니다.)

1

2

채널2 클릭하면 자동으로 세션이 종료되며
시청하신 시간은 자동 기록이 됩니다.

다른 세션은
시작/종료 작동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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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채널이 변경되었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시작버튼을 눌러야 연수평점이 시작됩니다.)

1

다른 세션은
시작/종료 작동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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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션은 시작/종료 작동 안됨

클릭

E-POSTER -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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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션은 시작/종료 작동 안됨

클릭

E-VIDEO -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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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션은 시작/종료 작동 안됨

클릭

E-BOOTH -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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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부스 참여 여부 확인하기

부스 스탬프 투어 현황: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5

2. 출결 체크 안내 및 주의 사항



1) 안내
• 당일 프로그램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당일 각 세션 시작 5분 전부터 체크인 가능하며, 체크인 버튼을 클릭해야 체크인 처리가 완료됩니다.
• 각 세션 종료 후 5분 이내로 체크아웃 버튼을 클릭해야 체크아웃 처리가 완료됩니다. 
• 각 세션별로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클릭해야 평점 인정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은 Discussion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Q&A창에서 입력하여 주세요. 

2) 참석자 주의사항

행사 참여 전 꼭 확인하여 주세요.

• 출석체크를 위해 각 세션마다 체크인-체크아웃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점인정은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만 인정이 됩니다. 
• PC, 스마트폰, 아이패드, 노트북, 태블릿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을 통해 Wi-Fi가 아닌 통신사 통신망(LTE, 5G 등)으로 접속하는 경우, 가입하신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합니다.
• 원활한 시청을 위해 유선 네트워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 반드시 본인의 등록정보(이름/의사면허번호)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기기 이용, 한 강의실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강의를 듣는 경우, 출석 인정 안 됨)
• 강의 화면의 촬영 및 녹화는 불가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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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GRAM



PROGRAM_DAY1(CH1)

17



18

PROGRAM_DAY1(CH2)



PROGRAM_DAY2(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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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Poster 가이드



카테고리

검색 ZON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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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ZONE

클릭

검색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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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Abstract 클릭 – 새창으로 PDF 파일을 보여줍니다.

해당 초록에
Please enter a message 란에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5. e-Video 가이드



카테고리

검색 ZON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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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검색 ZONE

클릭

검색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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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클릭 – 새창으로 PDF 파일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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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해당 e-video에
Please enter a message 란
에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6. e-Booth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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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e-Booth 로고 클릭

온라인 e-Booth 빠른 검색



온라인 e-Booth 참석하기
3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