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대한중환자의학회 국제학술대회
KSCCMACCC 2021 (4월 30일~5월 1일)

온라인 학술대회 참가 안내
온라인 학술대회 사이트: http://online.accc.or.kr/
⬧

접속 ID: ACCC 등록 웹사이트에서 사용하신 e-mail

⬧

비밀번호: ACCC 등록 웹사이트에서 사용하신 핸드폰번호 뒤4자리

[온라인 학술대회 접속 시 주의사항]
⚫

PC 접속 및 랜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와이파이와 핸드폰 모바일 접속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병원은 방화벽이 높아 원내 PC 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내 PC 가 아닌 다른 기기
로 접속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 브라우저는

크롬 (Chrome) 사용을 권장합니다.

⚫

하나의 ID로 중복 로그인 하실 수 없습니다.

⚫

온라인 학술대회 사이트의 강의영상을 녹화 또는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권 및 초상권 등의 법적인 이
유로 철저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평점]
대한의사협회

최대 12평점 (하루 최대 6평점, 이틀 수강 시 최대 12평점)
* 1시간 1평점으로 누적, 하루 최대 6평점
최대 12평점 (하루 6평점, 이틀 수강 시, 12평점)
* 하루 6시간 이상 참가 시: 1일 6평점

대한중환자의학회

(6시간 이하는 평점 이수 불가, 1일 6시간 이상 참가 필수)
* 1일 6시간 이상 씩 2일 모두 참가 시: 2일 12평점
(예시) 첫째 날 6시간 참석, 둘째 날 5시간 50분 참석:첫째 날 6평점, 둘째 날 평점
불가->총 6평점 수료

대한내과학회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2평점
* 하루 6시간 이상 참가 시: 1일 1평점, 이틀 수강 시 최대 2평점
내과 (2점)

전공의 스티커
마취통증의학과 (1장)
⚫

강의별로 나오실 때에는 반드시 [퇴장]버튼 클릭→반드시 [퇴장]버튼을 클릭하셔야 체류가 기록됩니
다.

⚫

Opening Address 와 Joint Congress Address, General Assembly & Award는 평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학술대회 웹사이트에서는 체류 시간 기록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Live Streaming 수강 시, 평점이수 (Live 강의는 프로그램에 Live 로 표시)
-

수강하신

시간으로 누적됩니다.

2. VOD 강의 수강 시, 평점이수 (VOD 강의는 프로그램에 VOD로 표시)
-

체류시간이 아닌, 강의 이수에 따라 평점이 계산됩니다.

-

한 개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해당 시간이 누적되어 평점에 반영됩니다. 중간에 나
가시면 평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30분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하시면 30분 누적, 다른
40분 강의 완료하시면 총 70분 누적->평점 1점 해당)

-

동일한 강의를 중복 수강하면 1회에 한해서만 해당 평점이 부여됩니다.

온라인 학술대회 가이드라인 확인하기 (아래 링크클릭)
https://cdn.medsoft.co.kr/69/data/KSCCM+ACCC2021_KOR.pdf

[프로그램 일정]
*본 메일에는 초록집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상세 프로그램은 초록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Day 1 접속 가능일시: 4월 30일 (금) 오전 08:30~오후 22:00

⚫

Day 2 접속 가능일시: 5월 1일 (토) 오전 08:30~오후 22:00

* 단, Opening Address와 Keynote 시간에는 다른 VOD강의를 보실 수 없습니다.
* 행사 후 5월 3일부터 2주간 강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점 반영 불가, Oral Session 시청 불가, 1일 등록자는 해당 일정만 시청 가능)

1. Live Streaming: 녹화영상 실시간 방영
아래의 강의들은 해당 시간 이후에 시청할 수 없으나, 5월 3일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시
청하실 수 있습니다.(1일 등록자는 해당 일정만 시청 가능)

4월 30일 (금) Live Streaming
-

09:05-09:10 Opening Address
09:10-10:10 Keynote I, II
11:00-12:30 / 13:30-15:00 / 15:30-17:00 Oral
Session

5월 1일 (토) Live Streaming
09:00-10:20 Keynote III, IV
11:00-12:30 / 14:00-15:30 / 15:30-17:00 Oral
Session

2. VOD: 녹화영상을 원하시는 시간에 시청
아래 기재된 시간 동안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는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4월 30일 (금) 10:10 (AM) - 22:00 (PM)

•

5월 01일 (토) 10:20 (AM) - 22:00 (PM)

3. e-Booth & e-Poster 관람시간
•

4월 30일 (금), 5월 1일 (토) 08:30 (AM) - 22:00 (PM)

[행사 종료 후 <다시보기>]
행사 종료 후, 5월 3일부터 2주간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점 반영 불가, Oral Session 시청 불가, 1일 등록자는 해당 일정만 시청 가능)

[온라인 학술대회 EVENT]

EVENT 1

e-Booth 스탬프 이벤트

e-Booth 방문 스탬프를 모두 채운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방법: 각 e-Booth에 있는 홍보영상 또는 브로셔를 보시면 스탬프가 자동 적립됩니다.

EVENT 2

실시간 Q&A참여 이벤트
구연 발표 실시간 질의응답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구연발표는 Live 프로그램이므로, 시간을 확인하시어
해당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문의하기]
카카오톡 운영시간
4월 28일 (수), 4월 29일 (목) - 오전 10:00 ~ 오후 18:00
4월 30일 (금), 5월 01일 (토) - 오전 08:00 ~ 오후 22:00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여
문의해 주세요.

‘채널추가＇→‘채팅하기＇로

또는

KSCCMACCC 2021 문의사항 (전화 운영시간 오전 10:00-오후 18:00)
E-mail info@ksccm.org ㅣ Tel 070-7757-9395, 070-4334-8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