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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2019년 대한핵의학회 지도전문의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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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한핵의학회에서는 2019년도 지도전문의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1. 지도전문의 자격 관련 규정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중 '2. 공통 사항')
가. 전문의의 정의
1) 전속전문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전임전문의를 말하며, 수련병원(기관) 지정기준에 적용한다.
단, 자문의나 시간제 전문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지도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수련병원 (기관)장의
지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하며, 레지던트

수련병원

(기관)지정에 적용한다.
가) 지도전문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련병원(기관)장에 의하여 새로 지정된 지도전문의는 6개월 이내에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지도전문의는 최초로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 8시간 이상의 지도
전문의교육(대한병원협회 주관 공통교육 및 전문과목학회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16년 12월 26일 이전에 교육을 받은 지도전문의의 경우에 한하
여는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5년으로 한다.

3) 정원책정을 위한 지도전문의(이하 ‘정원책정 지도전문의’)는 지도전문의 중 해당
과목 수련병원(기관)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전문의를 말하며, 레지던트 정원
책정 기준에 적용한다. 정원책정 지도전문의 확인시기는 평가연도 9월말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수 여부 확인 방법 (지도전문의 공통교육과 전문학회 지도전문의교육)
-> 대한핵의학회 홈페이지(www.ksnm.or.kr ) 하단의 배너 클릭
->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로 이동
(https://www.kha.or.kr/sinim?siteGb=SINIM&siteCd=9&rMnuGb=&menuIdx=487 )

-> 지도전문의 공통교육 및 전문학회 지도전문의 교육이수 확인

3. 2019년 대한핵의학회 지도전문의 교육 일정
- 일정 : 2019년 5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 장소 :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 3층 직지홀 B
- 프로그램 : 별첨 참조
- 참가신청서 마감일 및 제출처 : 2019년 4월 23일(화), ksnm@ksnm.or.kr

별첨 : 1. 2019년 지도전문의교육 일정 및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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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한

< 별첨 1. >

2019년 대한핵의학회 지도전문의교육
◎ 일시: 2019년 5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5시 30분
◎ 장소: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 3층 직지홀 B
13:30-14:30 수련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평가

한국원자력의학원 변병현

14:30-15:30 지도 전문의를 위한 보험제도의 이해

보험이사 석주원

15:30-16:30 전문의 자격 취득 요건

고시이사 전태주

16:30-17:30 연차별 수련목표와 교육 내용

수련교육이사 강원준

-----------------------------------------------------------------------------------

< 회신용 >
-- 참가 신청서 --

2019년 대한핵의학회 지도전문의교육
- 일정: 2019년 5월 3일(금) 오후 1시 30분 ~ 5시 30분
- 장소: 그랜드 플라자 청주호텔 3층 직지홀 B
- 회신일 및 회신처 : 2019년 4월 23일(화), ksnm@ksn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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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면허번호
4. 생년월일

< 약도 >
http://www.grandplaza.co.kr/open_content/info/info_04.php

* 자가용 서울방면에서 오실 경우

* 대중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