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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 암과 신경과학 지지 의료 프로그램 
온라인 수업 등록하기 
Stanford Cancer and Neuroscience Supportive Care Programs 
Registration for Online Classes (Korean) 

 
첫 번째 단계 Step One: 
• 관심이 가는 지지 의료 프로그램의 웹페이지에 

접속하십시오. 

o 암 지지 의료 프로그램: 
https://stanfordhealthcare.org/for-patients-
visitors/cancer-supportive-care-program.html 

o 신경과학 지지 의료 프로그램: 
https://stanfordhealthcare.org/for-patients- 
visitors/neuroscience-supportive-care-program.html 

 

두 번째 단계 Step Two: 
• ‘Class Calendar’를 누르십시오. 

https://stanfordhealthcare.org/for-patients-visitors/cancer-supportive-care-program.html
https://stanfordhealthcare.org/for-patients-visitors/cancer-supportive-care-program.html
https://stanfordhealthcare.org/for-patients-visitors/neuroscience-supportive-care-program.html
https://stanfordhealthcare.org/for-patients-visitors/neuroscience-supportive-care-program.html
https://stanfordhealthcare.org/for-patients-visitors/neuroscience-supportive-care-progra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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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단계 Step Three: 

• 온라인 지지 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팝업창의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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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단계 Step Four: 
• 프로그램의 달력에서 관심이 있는 온라인 수업을 

선택하십시오. 태극권의 예가 아래에 

나와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Step Five: 
• 수업 설명 안에 있는 “To register, click here”로 

나와있는 등록 링크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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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단계 Step Six: 
• 등록에 필요한 항목을 기입하고 “Register”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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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 번째 단계 Step Seven: 

• 아래의 웹주소를 저장하거나 달력에도 

추가해보십시오. 해당 웹주소느 귀하의 온라인 수업 

접속에 쓰일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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