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대한중환자의학회 국제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 사용방법

1. 입장하기
STEP 1
STEP 2

온라인 학술대회 사이트 접속

http://online.accc.or.kr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아이디: ACCC 웹사이트 등록 당시 사용한 이메일
 비밀번호: ACCC 웹사이트 등록 당시 입력한 핸드폰번호 뒤 4자리

*4월 28일에 사무국에서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발송하였습니다.

2. VOD 강의보기

사전 녹화된 VOD
강의 보러 가기

강의장 별 강의 VOD 확인

+ 클릭, 해당 세션의

VOD 강의 리스트 확인

2. VOD 강의보기

시청 원하는 발표의 [Enter] 클릭

평점 기록을 위해
반드시 나가실 때 [퇴장] 클릭
VOD 강의 이수
진행사항 확인 바

•

영상 종료 후, 나가실 때 [퇴장]클릭

•

VOD 영상 중간 나가기→평점시간으로 기록 안됨

•

VOD영상 일시중지→강제 종료됨, 차후 해당 VOD로 들어오면
이어보기 가능→끝까지 시청하면 평점 시간으로 기록

3. Live Streaming 강의 보기

Live Streaming
강의 보러 가기

•
•
•
•

Home: 메인페이지로 돌아가기
Help Desk: 자주 묻는 질문
Q&A: 질문 남기기 (Oral Session의 경우 실시간 질의응답)
My page: 수강기록 확인

Live Streaming 강의 영상

평점 기록을 위해 영상 종료
후 [퇴장] 클릭

4. My page
VOD 강의 시청 페이지 좌측상단 또는
Live Streaming 강의 시청 페이지 우측 상단
My page 아이콘

•

세션 별 체류시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는 페이지 입니다.

•

해당 체류시간은 최종 평점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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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평점은 아래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Live Streaming 수강 시: 수강 시간으로 누적
2. VOD 강의 수강 시:체류시간이 아닌, 강의 이수에 따라 평점이 계산
(한 개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해당 시간이 누적)

각 세션 별 체류시간 기록

체류시간 총 합계

5. e-Booth & e-Poster

e-Booth
전시장 입장

e-Poster
전시장 입장

e-Booth

등급 클릭 시, 해당 스폰서
e-booth 입장

5. e-Booth & e-Poster
[메뉴 소개]
• Company: 후원사 소개 및 개요
• Brochure: 후원사 리플렛 또는 브로셔 다운로드
• Video: 후원사 홍보영상 시청
• Stamp Event: 적립된 스탬프 현황 확인

e-Poster

e-Poster 전시 관람 (소리, 영상 없음)
e-Poster 검색기능
: 초록코드, 키워드,
저자명으로 검색 가능

e-Poster
카테고리

e-Poster 리스트
→열람을 원하는 e-Poster 클릭

6. Event
Event 1

e-Booth 스탬프 이벤트 참여방법

1. 후원사 e-Booth를 방문
2. 브로셔 다운로드 또는 후원사 홍보영상을 끝까지 시청
3. Stamp Event 메뉴 클릭하여 스탬프 적립 확인

* 스탬프 모두 채운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Event 2
1.
2.
3.
4.

Oral Session 실시간 Q&A참여 이벤트

구연세션 Oral Session 스케쥴을 확인
해당 시간에 구연 발표 시청
우측 실시간 Q&A 채팅창에 질문
실시간 Q&A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드립니다.

실시간 Q&A
참여 채팅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