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가자 공지사항) 대한약리학회 추계학술대회 : 온라인 
진행/택배배송/기프티콘 등 세부 안내

안녕하세요.

제72차 추계학술대회에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1월 11일부터 개최되는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에 대해 안내사항을 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약리학회 제72차 정기학술대회>

일시 : 11. 11(수) ~ 12(목), 온라인 생중계

 

1. 온라인 학술대회 접속방법

   (1) 실시간 중계이며 재수강 불가

   (2) URL :  http://kosphar-live.kr  

   (3) 로그인 정보 

        ID : 이름(한글명, Last name) / PW : 핸드폰번호

   (4) 학술대회 사이트 운영 일정 : 11/11(수) 12:00~ 11/12(목) 16:30까지

        

2. 기념품(우산) 택배 배송

    (1) 기념품(삼단자동우산)은 등록자 전원 발송해드리며, 각 학교별로 학술행사 후 배송 

예정입니다.  

    (2) 등록시 주소 오류로 인한 반송, 재발송에 따른 추가 경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3. 기프티콘

    파리바게트 기프티콘 1장(10,000원)  

    11/11(수) 휴대폰으로 발송됩니다.

    신청시의 휴대폰 번호로 발송되며 잘못 기재하신 경우는 정정 발송되지 않습니다.

4. 학술대회 초록집

    참가 등록자에 한하여 pdf 파일로 온라인 생중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5. 온라인 강연 질의응답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Q&A 게시판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며 세션 좌장이 질문을       

    선택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6. e-포스터 발표

(1) e-포스터는 11일 12시부터 12일 16시 30분까지 상시 열람 가능합니다.

입장은 세션창으로 들어가면 왼쪽 패널에 E-POSTER가 있습니다. 



(2) 개별 e-포스터에 대한 질문은 제1저자의 이메일로 보내 주시고, 이에 대하여 

발표자는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좋아요” 클릭수에 따라 인기상을 선정합니다. “좋아요” 클릭은 본인이 저자로 

포함된 포스터를 제외한 최대 5편까지 참여하실 수 있으며, 12일 오후 14시 

20분까지 가능합니다.  

 

   * 우수포스터상 시상식 : 11/12(목) 16:00 포스터 시상식

    - e-포스터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10만원 / 10명

    - e-포스터 우수상: 상장 및 상금 3만원 / 30명

    - e-포스터 인기상(‘좋아요’클릭상: 상금 3만원 / 10명

    - 학술행사 후 상장은 우편으로 상금은 기프티콘 발송 예정입니다.

 

7. 참가 확인증

    온라인 학술대회에 접속하신 경우에 한하여 확인증 발행

    - 스트리밍 메인페이지에서 CETIFICATE 클릭하여 다운로드    

      

8. 행운상 

   11/12(목) 16:00 폐회식에서 진행

   - 온라인 부스 전시에 방문하여(세션창으로 들어가서 왼쪽 패널에 있는 E-BOOTH로 

입장) 10개 이상의 E-BOOTH 방문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Agree)하신 분 (E-BOOTH 관람 

마감 : 11/12 (목) 14:20까지)

   - 추첨은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 당첨된 분들께는 행사 후 택배 배송 혹은 기프티콘 발송 예정입니다.

    <행운상 상품>

    1등   (1명)   Galaxy Tab S7 (128G)

    2등   (1명)   iPad Air4 (64G)

    3등   (1명)   Galaxy Watch3 (41 mm)

    4등   (1명)   Apple Watch SE (40 mm)

    5등   (8명)   스타벅스 상품권 (5만원권)

    6등   (20명)  스타벅스 상품권 (3만원권)

    ※ 1등부터 4등 상품은 교수님은 당청자에서 제외 됩니다.

9. 기타  

   모든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재사용 불가(화면 캡쳐 및 녹화 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