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 회복 신청 안내
1.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 기간 : 2018년 4월 12일(목) - 6월 7일(목)
2) 납부 기간 : 2018년 4월 12일(목) - 6월 7일(목)
3) 납부 방법 :
자격 회복 심사료 및 인정료 : 100,000원 (심사 후 탈락자께는 환불됩니다.)
계좌번호 : 178-011849-00405 (하나은행) / 예금주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단,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평점과 회복심사료 및 인정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4) 접수 방법 :
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심사료 및 인정료는 성함(면허번호기재)으로 접수 기간 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정점수
1)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평점 : 본회 및 지회
(1) 기간 : 2013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5년)
2) 논문 : 소화기내시경 관련 국내외 논문 (공동저자 포함)
(1) 기간 : 2013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까지 게재된 논문(5년)

3. 세부전문의 자격 갱신 신청 : 학회 홈페이지 (www.gie.or.kr)
학회 홈페이지
접속

메인페이지
상단 확인

자격갱신/회복
신청배너 클릭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필요)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회원정보에 있는 내용은 자동 입력되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평점 이수 내용 포함)

4. 제출서류
1) 첨부된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및 회복에 관한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단, 논문은 연수점수 부족 시 상기 인정 기간 내 게재된 논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JPG, PDF 파일 형식)
3) 반드시 반명함판 사진을 파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정증 발급 시 사용).
- 사진 파일 형식: JPG
- 사진 크기: 3cm x 4cm (권장 크기: 354 x 472픽셀 또는 300dpi이상)
* 파일 첨부가 어려우신 분에 한해서 접수 기간 내에 사진(1장)을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의 경우 분실 위험성이 있습니다.)

5. 세부전문의 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상실로 인한 권리소멸과 수련
병원 지정 자격요건 및 내시경질 평가와 우수내시경실 인증사업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6. 세부전문의 현황 확인은 학회 홈페이지 -> 세부전문의 현황(첫 화면 하단위치) ->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필요)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취득, 갱신, 인정료 납부, 인정증
발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연수평점 확인은 학회 홈페이지 -> 연수평점확인(첫 화면 하단위치) -> 성함, 의사면허번호 입력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