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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포스터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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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1) 이포스터 등록 클릭
(2) 해당되는 이포스터 등록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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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행사 클릭

<한국환경분석학회>
1. 초록 제출(이포스터 업로드와 상관없이 초록으로 제출-이 초록은 해당 내용을 담은 책자 제공)
2. 기간 : 14일 ~ 16일 오전 12시까지 해당되는 섹션에 내용을 업로드(1. 이포스터 2. 해당내용 설명 음성(약 3분))

<환경독성보건학회>
1. 초록 제출(이포스터 업로드와 상관없이 초록으로 제출-이 초록은 해당 내용을 담은 책자 제공)

(3) 이포스터등록 클릭 후 업로드
- 이포스터의 경우(PDF파일)
- 음성 설명 파일(약 3분가량, 10MB 이하)파일

2. 독성학회 간사님은 초록 리스트를 분석학회 간사님께 전달(14일전까지)_분석학회 간사님은 전체 리스트 홈페이지 정리
3. 독성학회 간사님은 부여받은 비밀번호로 독성보건학회 이포스터 리스트에 발표 파일 그리고 음성설명 MP3 업로드 진행

4. 기간 : 14일 ~ 16일 오전 12시까지

2020년 환경독성보건학회/환경분석학회 연합학술대회

환경독성 및 환경분석 연구의 다학제적 접근
Live from 영종 아일랜드
Watch on September 17 at 10 a.m

Live show ➟

E-poster ➟

환경독성보건학회

온라인 학술대회 사용 매뉴얼(한국환경분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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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메인 페이지 클릭(2020년 학술대회)

참여

온라인 학술대회 메인 페이지(표지 디자인 변경 예정)

(클릭)
이포스터 청취
및 확인

(클릭)
학술대회
라이브 시청

(개방시간 : 16일 13
시 ~ 17일 오후 5시)

(개방시간 : 17일 오전
10시~일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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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학술대회 스트리밍
학회 및 발표자

발표자의 영상과 발표자료를 실시간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을 통한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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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스터 청취 및 발표자료 확인
- 해당되는 e-포스터에 발표자 자료, 다운로드 후 발표청취/평가

실시간채팅영

실시간 스트리밍영역

각 개인이 질문 제출

(클릭)
학술대회
라이브 시청

포스터
(PDF)

프로그램 일정표 영

17일
학술대회 일정

(개방시간 : 17일 오전
10시~일 오후 5시)

홍보배너 영역

학술대회 스폰기
업 배너 제공

(클릭 후 다운로드)
이포스터 청취
(개방시간 : 16일 13시
~ 17일 오후 5시)

설명(음성)
(MP3)

온라인 학술대회 사용 매뉴얼(환경독성보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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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비밀번호 제공)
- 배너 클릭(2020년 학술대회)

(클릭)
학술대회 페이지
이동

온라인 학술대회 메인 페이지(표지 디자인 변경 예정)

(클릭)
이포스터 청취
및 확인

(클릭)
학술대회
라이브 시청

(개방시간 : 16일 13
시 ~ 17일 오후 5시)

(개방시간 : 17일 오전
10시~일 오후 5시)

3

실시간 학술대회 스트리밍
학회 및 발표자

발표자의 영상과 발표자료를 실시간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 채팅을 통한 질의 응답

4

이포스터 청취 및 발표자료 확인
- 해당되는 e-포스터에 발표자 자료, 다운로드 후 발표청취/평가

실시간채팅영

실시간 스트리밍영역

각 개인이 질문 제출

(클릭)
학술대회
라이브 시청

포스터
(PDF)

프로그램 일정표 영

17일
학술대회 일정

(개방시간 : 17일 오전
10시~일 오후 5시)

홍보배너 영역

학술대회 스폰기
업 배너 제공

(클릭 후 다운로드)
이포스터 청취
(개방시간 : 16일 13시
~ 17일 오후 5시)

설명(음성)
(MP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