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평점 안내
공통사항
1. Hypertension SEOUL 2020, 추계학술대회 평점
구분

11월 6일(금)

11월 7일(토)

대한의사협회

6점

6점

2점

2점

대한내과학회 분과전문의
(순환기 내과 전문의 소속만 평점 인정)

내과전공의 외부학술회의(학술대회)

2점

2. 대한의사협회 평점 기준
- 현장에 참석하신 초청연사의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참석 시 모두 평점 인정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 평점 가능)

[예시] 6일 온라인 참여 2시간+6일 현장참여 4시간+7일 온라인 참여 6시간 =총 12 점
- 부분 평점 부여 : 1 일 최소 1점-최대 6점 인정, 2 일 최대 12 점 인정
시간

평점

1 시간 미만

인정 불가

1 시간 이상 2 시간 미만

1 평점

2 시간 이상 3 시간 미만

2 평점

3 시간 이상 4 시간 미만

3 평점

4 시간 이상 5 시간 미만

4 평점

5 시간 이상 6 시간 미만

5 평점

6 시간 이상

6 평점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안내
1.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한시적 인정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기관의 온라인 연수교육 시행에 대해 한시
적으로 연수평점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온라인 연수교육 시 주의사항
1) 온라인 연수교육 시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의 경우 Wifi 대신 자체 데이터 사용을, PC는 랜선 이용을 권장합니다.
2) 병원은 방화벽이 높아 원내 PC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내 PC가 아
닌 모바일 또는 다른 기기로 접속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온라인 연수교육 평점 안내★
1) 온라인 강의 접속 방법
- 대회 당일 Hypertension SEOUL 2020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강의 전용
사이트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시고 온라인 강의 전용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여 입장
☞ ID

: Hypertension Seoul 2020 가입 아이디와 동일 (고혈압학회 회원은 회원ID)

☞ PW : 휴대전화번호의 마지막 4자리 숫자
(Hypertension Seoul 2020 웹사이트 가입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
*등록비 결제를 완료하신 참가자만 입장 가능

2) 평점을 위한 출결 체크 방법
- 각 강의(세션)마다 출결 관리 기록이 필요 합니다.
- 각 세션은 15분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세션 종료 후 15분까지 퇴장이 인정됩니다.
- 세션 입장 직 후 “세션입장”, 세션 퇴장 시 ”세션 퇴장” 버튼을 눌러야만 출결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 세션마다 입장시간/퇴장시간이 없을 경우 평점 인정 불가.)
3) 평점 불인정 사례
- 등록정보에 의사면허번호 미기입시, 평점 인정 불가합니다.
- Break Time, Opening Ceremony, Closing Ceremony 시간은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일 ID로 ‘A강의’와 ‘B강의’를 동시에 접속해 이수한 경우 또는 겹치는 시간이 있는 경
우, 두 강의 모두 해당 연수평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시]
날짜
11월 6일(금)

시간

강의

09:00-10:10 (70’)

A 강의

09:30-10:00 (30’)

B 강의

11:40-12:50 (70’)

C 강의

① ‘A강의’를 모두 이수했을 경우(1시간 10분) 평점 1점 인정됩니다.
② ‘B강의’만 이수한 수강자의 경우 1시간 미만으로 연수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A강의’와 ‘B강의’를 동시에 접속해 이수한 경우 또는 겹치는 시간이 있는 경우, 두 강
의 모두 해당 연수평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모든 강의는 세션 종료시간 15분 내에 반드시 퇴장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종
료시간 15분 이후 퇴장은 인정되지 않음)

4) 평점 기록 열람
- 대회 중 온라인 강의 전용 사이트의 “My Page”에서 대회 당일 오후 8시 이후에 열람
가능합니다.

5) 주요 참고사항
-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 이상 혹은 크롬 최신 버전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 ‘퇴장하기’ 버튼이 아닌 브라우저의 X버튼으로 종료하실 경우 퇴장 기록이 남지 않아 평
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퇴장시에는 ‘퇴장하기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화면 창 닫기를 누르시거나, 컴퓨터 에러로 셧다운 하는 경우에도 퇴장 기록이 남지 않
아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나 모바일로 재접속 하시어 ‘세션 퇴장’ 버튼을 눌러
퇴장 기록을 남겨 주십시오.

※ 평점 관련 문의사항은 대한고혈압학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565-3350

|

E-mail: ksh@koreanhypertensio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