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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안내

평점 개요

날짜 9/2(목) 9/3(금) 9/4(토) 9/5(일)

Program 8:30-19:00 8:30-19:00 8:30-19:00 8:30-17:30

날짜 9/2(목) 9/3(금) 9/4(토) 9/5(일)

대한의사협회 최대 6평점 최대 6평점 최대 6평점 최대 6평점

대한내과학회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1평점
(2시간 이상)

1평점
(2시간 이상)

1평점
(2시간 이상)

1평점
(2시간 이상)

대한내과학회
내과전공의
외부학술대회

2평점
(학술대회 기간 중 3시간 이상 참석 시 총 2점 인정)

* 각 세션 별 입장/퇴장 체크 필수입니다. ☞ 1회 체크 시 불인정

* Break시간은 체류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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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안내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연수교육 출석 확인 평점 인정 기준

온라인 연수 교육 이수 시간 1시간 미만 평점 인정 불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1평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2평점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3평점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4평점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5평점

6시간 이상 6평점

*Ex) 1시간 40분 이수  1평점 인정(2평점 인정 불가)

7시간 10분 이수 6평점 인정(1일 최대 6평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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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 필수교육 평점 안내

1) 세션 일시

2) 평점

평점 구분 비고

대한의사협회
필수과목 교육 평점

최대 2평점

• 2회 출결 체크 필수(입,퇴장 2회)

• 대한내과학회 전문의 평생교육 평점과 중복 인정 불가
(오전 세션 수강 시 평생교육 평점 1평점 이수 가능)

• 윤리교육 미이수 시, 대한의사협회 부분 평점 인정 기준으로 적용
(윤리교육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 이수 시 필수 1평점 인정)

: 윤리교육 수강자는 9월 5일(일)에 총 6평점 중 필수 평점이 2평점으로 인정되어 일반 평점은 최대

4평점만 인정 가능

3) 이수증

- 강의 시작 10분 이후 입장 시 이수증 발급 불가

- 윤리 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시간 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 이수증 신청 및 발급은 대회 종료 후 대한신장학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5일(일) 15:30-17:30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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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전문의 연수강좌 평점 안내

2021년 9월 5일(일) 08:30-10:30 Nephrology Board Review Course I

10:30-12:30 Nephrology Board Review Course II

1) 세션 일시

2) 평점

평점 구분 취득 가능 평점 비고

대한내과학회
분과전문의

4 평점

• 부분 평점 없음

• 4시간 이상 체류 & 문제풀이 총점 60점 이상 충족해야만 평점 인정

• 문제풀이는 온라인 강의 직후 테스트가 진행되며, 강의 내용 중에서

문제가 출제됨

• 분과전문의 연수강좌 수강 시, 대한내과학회의 평생교육 1평점은 오후

세션 수강해야 인정 가능

대한의사협회 4 평점

• Nephrology Board Review Course 이수 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학회 평점은 중복 인정됩니다

• 평점 인정 기준 참고(체류 시간에 따라 부분 평점 인정)

* 각 세션 별 입장/퇴장 체크 필수입니다. ☞ 1회 체크 시 불인정

* 별도 사전등록자에 한해 수강 가능합니다.(8월 20일까지)     

https://www.ksn.or.kr/abstract/2021_fall/info.html

https://www.ksn.or.kr/abstract/2021_fall/inf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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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전문의 연수강좌 시험 안내

1) 시험 개요

2) 시험 응시 방법

- 총 16문제 객관식

- 분과전문의 연수강좌 1,2 모두 수강한 후 즉시 16문제 전체 풀이

(9월 5일(일) 당일 자정까지 응시 가능)

- KSN 2021 Virtual Congress  [My Page] 메뉴 이동 [평점 확인] 탭 클릭

 [내과분과전문의 연수교육시험] 버튼 클릭(온라인 강좌 수강자 한정 노출) 시험 응시

- 시험 응시는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3) 분과전문의 연수 평점 인정 조건

- Nephrology Board Review Course I,II 100% 수강 & 시험 점수 60점 이상

- 60점 미만인 경우 바로 재시험 응시 가능(횟수 제한 없음)

- 해당 조건 충족 시 대한내과학회 신장분과 4평점 제공

*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평점과는 중복 인정 불가 - 분과전문의 연수강좌 수강 시, 평생교육 1평점은 오후 세션

2시간 이상 수강해야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