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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내과 전문의 선생님

제

목 : 2차 <심장초음파>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인증의 신청 안내의 건
선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학회는 대한내과학회의 <내과전공의 초음파교육 지도인증의 “심장초음파” (이하,

전공의 교육인증의)> 인증학회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2018 년도 전공의 교육인증의 심사
일정 및 인증기준을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선생님께서는 기한 내 접수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제도 시행 첫 해인 2018 년도에 한해 교육평점 이수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신청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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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
► 서류접수 및 심사 결과 발표 일정
1) 서류접수: 2018년 10월 01일 (월) ~ 10월 14일 (일), 메일 접수
2) 결과발표: 2018년 11월 01일 (목)

► 인증 기준 (2019년도부터 교육평점 이수기준 적용됨)
한국심초음파학회 정회원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임상경험
및 경력

- 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내과 수련 병원에 근무하는 자
- 내과 전문의로서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상 경과한 자 (2013. 03. 이전 취득)
- 최근 5년간 500건 이상의 심초음파검사를 직접 실시한 경력 소지자 (2013. 01. 이후)

(2013. 01. 이후)
학술활동
기준

- 최근 5년간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초음파 관련 연수강좌 5회 이상 참여한 자
- 또는 최근 5년간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 인정한 심장혈관학 및 심초음파/심장영상
학회지에 심초음파 관련 논문 1편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이상을 게재한 자

► 2018년도에 한해 심초음파 인증의 또는 지도인증의 자격을 보유하신 선생님은
제출서류가 간소화 되며 심사료가 면제 됩니다.

► 제출 서류
접수자

일반 접수자

구분
공통
사항

심초음파학회
인증의 또는 지도인증의

 신청서
 내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분과전문의 자격증 사본 아님>
 심초음파 경력 증명서 <서식 작성 후 스캔 파일 첨부>
< ①번 또는 ②번 첨부>

첨부
서류

① 연수강좌 참석확인증 사본 또는
의사협회 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페이지 사본

없음

(http://edu.kma.org 직접 로그인)
② 심초음파 관련 논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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