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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 Page

1 이메일로전달된아이디와비밀번호로로그인해주세요.

Login ID : 등록하신 이메일 주소

Password : 이메일과 문자로 전달 됩니다.

1) 온라인 강의사이트 바로가기 : ICRS 2021

ICRS 2021 Online Conference 접속방법

2) 웹사이트 (http://www.icrs-kscp.org/) 및 대한대장항문학회 앱을 통한 온라인 사이트 접속

1

*라이브 심포지엄은 행사 당일(9월 3일 08:00) 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중복 접속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 접속 시 기존 접속을 끊고 접속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심포지엄 최적 환경을 위해 Chrome 혹은 Edge Browser을 통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심포지엄은 PC 혹은 Mobile 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연화면 촬영 및 녹화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접속 장애 및 오류 문의: ICRS 2021 준비사무국 02-6082-9291

http://www.onsemina.com/_e_web/member/login.php?kmc=icrs2021
http://www.icrs-kscp.org/


Onlin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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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ypage 총 출결 시간 확인 Log out 정확한 정보 저장을 위해 수강 종료 후 로그아웃 부탁 드립니다.

2

3 Abstract Book ICRS 2021 프로그램북 / 온라인 사이트 가이드라인 (국문 영문) 링크

4 Session Room 수강을 원하시는 세션룸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5

Message to the Moderator

강의에 대한 질문 사항을 입력 후 Message to the Moderator 클릭해주세요. 
질의응답시 좌장선생님께서 접수된 질문을 선별하여 연자분께 질문 드립니다.

6

실시간 강의 화면

참여 업체 링크7

프로그램 스케줄8

“Program” 클릭하시면상세세션스케줄을확인하실수있습니다.9

세션시작시 입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Program

Attend Start

Attend End 세션종료시 퇴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연수교육평점 이수를 위해 각 세션 시작, 종료 버튼을 반드시 클릭 부탁 드립니다.

연수평점 이수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고를 부탁 드립니다.

Lecture Room 실시간 강의 화면 / Program at a Glance

E-poster 포스터전시 / E-booth 부스전시 / Mystamp 경품이벤트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평정 인정일 평 점

2021년 9월 3일(금) 6평점

2021년 9월 4일(토) 6평점

2021년 9월 5일(일) 6평점

1시간 미만 1평점 인정 불가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4평점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평점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5평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2평점 6시간 이상 6평점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3평점

시간별 평점인정 기준

온라인 참가자

• 온라인 심포지엄 로그인 후 수강하시는 세션시간에 맞추어 출석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세션 입/퇴장 시, ‘Attend Start’ 버튼과 ‘Attend End’ 버튼을 클릭하여 2번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평점이 부여됩니다.

• 세션 출결 버튼은 각 세션이 시작되면 보이게 됩니다. 출결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새로고침을 부탁 드립니다.

• 강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시간에 출석 체크가 됐을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출석 된 강의 시간 총 합 60분 이상 온라인 연수교육을 이수해야만 평점이 인정됩니다.

• My page 에서 확인 가능하신 총 출결 시간은 체크용으로만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룸의 중복 시간이 표기 되기에 최종 출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