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ICKHS Online Congress



• Please use "chrome" for your web browser. It is not easily work in “Internet Explore.“

• You can enter from 7:30 a.m. on the congress day.

• This international congress will be broadcast live.

• If you have any questions during the lecture, you can ask whenever you want via the Q&A box.

• Please log in with your pre-registration information (Name/e-mail). 

• Duplicate login is not possible with one account.

온라인 연수강좌(평점)를 위한 세부 안내는 5-9 page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ONLY for Korean]

Notification for Online Congress Participants



Click the ‘Scientific 
Program’ to attend 
Online Congress

Please log-in with your ‘Name(English)/E-mail’ 
that you wrote when you are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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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e the Channel (Room) 
that you want to attend

Please click the 
‘Enter the Congress’ 

button to attend 
Online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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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체크 매뉴얼(Only for Korean)

▶ 웹 브라우저는 “크롬”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에서는 시청이 어렵습니다.
• 당일 오전 7시 30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본 국제학술대회는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며, 해당 강의 시간에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 당일 각 세션 시작 후 3분이전까지 체크인 가능(Ex-세션시작시간이 3시면, 3시 2분 59초까지)하며, 영상 상단의 Check In/Out 버튼을 꼭 클릭해야 체크인
처리가 완료됩니다.

• 각 세션 종료 후 3분이내로 영상 상단의 Check In/Out 버튼을 꼭 클릭해야 체크아웃 처리가 완료됩니다.
• 각 세션별로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클릭해야 평점이 인정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은 Discussion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창에 질문을 입력하여 주세요.

STEP 1
• 학술대회페이지에서 로그인 ⇨‘Scientific Program’메뉴에서 ‘Enter the Congress’ 버튼 클릭 로그인 요청 시 사전등록정보 (영문성명/이메일) 입력

STEP 2
• 세션 시작 후 Check In이 가능합니다.
• 세션 종료 후 5분이내로 Check In/Out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STEP 3
• 세션 종료 후 경고창 발생 ⇨ 확인 ⇨ Check In/Out 버튼 클릭하여 퇴실 처리

• 세션 종료 5분 후까지 Check out 가능, 미퇴실시 해당 세션 시청시간 불인정
• 세션과 세션사이 브레이크가 없을 시, 시작 및 종료 시간에 맞추어 Check In/Out 클릭 후 바로 Check In/Out클릭



- LIVE STREAM 페이지에 입장 후 Check In/Out 버튼을 클릭

- 당일 각 세션 시작 후 체크인 가능, 영상 상단의 Check 

In/Out 버튼을 꼭 클릭해야 체크인 처리가 완료됩니다.



- 세션 종료 후 관리자가 알림 메시지(경고창)를 보내게 됩니다.

경고창 → 확인 → Check In/Out 버튼 클릭하여 퇴실 처리

- 세션 종료 3분 후까지 Check out 가능, 미퇴실시 해당 세션

시청시간 불인정

- 세션과 세션사이 브레이크가 없을 시, 시작 및 종료 시간에 맞추어

Check In/Out 버튼 클릭 후 바로 동일 버튼 클릭을 권장하며, 

알림 메시지를 참고하여 세션에 입실이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행사 참여 전 꼭 확인하여 주세요(ONLY for Korean)

• 출석 체크를 위해 각 세션마다 Check In/Out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 영상 페이지를 닫거나 오류로 인하여 닫혔을 경우, 해당 세션을 다시 시청하려면 다시 Check in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재 접속 후 반드시 Check 

In/Out 버튼 클릭)

• 페이지 상단을 확인하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 평점은 학술 행사페이지의 MY PAGE - 평점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평점인정은 세션 시간에만 인정됩니다.

• PC, 스마트폰, 아이패드, 아이폰, 노트북, 태블릿으로 접속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을 통해 Wi-Fi가 아닌 통신사 통신망(LTE, 5G등)으로 접속하는 경우, 가입하신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발생합니다.

• 원활한 시청을 위해 유선 네트워크 사용을 권장합니다.

• 반드시 본인의 사전등록정보(성함/이메일)로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기기 이용, 한 강의실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강의를 듣는 경우 출석 인정 안됨)

• 강의 화면의 촬영 및 녹화는 불가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연수교육 출석확인 평점인정 기준
*실시간 화상 교육

『각 세션별』 또는 『각 강의별』 출결(입장, 퇴장) 시간 기록 필요

1시간 미만 :     1평점 인정 불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 1평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2평점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3평점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 4평점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5평점
6시간 이상 ⇨ 6평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