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평점안내

평점 개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준]

날짜 5/26(목) 5/27(금) 5/28(토) 5/29(일)

Program 8:30-18:50 8:30-18:50 8:30-19:10 8:30-17:40

구분 5/26(목) 5/27(금) 5/28(토) 5/29(일)

대한의사협회 최대 6평점 최대 6평점 최대 6평점
최대 4평점

(* 윤리교육이수 시, 필수
평점 2평점 합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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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미만 참석 시에는 평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Break, Industry Symposium 시간은 체류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등록데스크는 각 일자별 프로그램 종료 1시간 이전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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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안내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출석 확인 평점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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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이수  평점 인정 불가

7시간 10분 이수 6평점 인정(1일 최대 6평점 인정)

2

평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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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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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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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교육 수강자는 5월 29일(일)에 최대 일반 평점 4평점과 필수 평점 2평점 합하여 인정 가능

3) 이수증

- 강의 시작 10분 이후 입장 시 이수증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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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증 발급은 대회 종료 후 대한신장학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3주 소요)

2022년 5월 29일(일) 15:40-17:40 Eth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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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전문의 연수강좌 평점 안내

2022년 5월 29일(일) 08:30-10:30 Nephrology Board Review Course I

10:40-12:40 Nephrology Board Review Course II

1) 세션 일시

2) 평점

평점 구분 취득 가능 평점 비고

대한내과학회
분과전문의

4 평점

• 3시간 이상 체류 해야만 평점 인정

• 평점 인정 기준

- 3시간 미만: 부분평점 없음

-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3평점

- 4시간 이상: 4평점

• Nephrology Board Review Course 이수 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학회 평점은 중복 인정됩니다 (최대 4평점) 

대한의사협회 4 평점 • 평점 인정 기준 참고 (체류 시간에 따라 부분 평점 인정)

* 별도 현장등록자에 한해 수강 가능합니다. (등록비: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