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한의사협회ㆍ대한내과학회 연수 평점  

올해는 아래와 같이 평점 승인이 되었습니다.  

 협회 별 연수 평점 4/25 (화) 4/26 (수) 4/27 (목) 

대한의사협회 평점 

대한내과학회 분과전문의 연수교육 평점 

대한내과학회 내과전문의 평생교육 평점 

6 점 6 점 6 점 

 

2) 대한의사협회ㆍ대한내과학회 평점 인정 기준   

강화된 연수평점 인정 기준으로 인해 학회 참가자의 체류시간에 따라 평점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본 사무국에서는 주요 

세션장과 학회장 곳곳에 출입 확인을 위한 바코드 인식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학회가 개최되는 기간 모두 참석하시는 경우, 4 월 25 일 ~ 4 월 27 일까지 총 3 일 동안 학회 입장 과 퇴장 시간을 모두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 승인 받으셔야 하며, 선생님의 실 참석 시간에 따라 매일 다른 평점이 부여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협회 별 연수평점 안내  

각 협회의 보수교육 평점은 아래와 같이 제공될 예정이며, 연수 평점 결과보고를 위해 세션 입/퇴장 시 반드시 바코드 인식 시스

템을 통해 승인 받으셔야 합니다. 협회 별 평점 인정 기준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바코드 인식 시스템 설치 장소 

아래 장소의 바코드 인식 시스템을 통해 입장 과 퇴장 시간을 승인 받아주시길 바라며, 어느 장소에서 바코드 인식을 진행하셔도 

추후 결과보고에 반영되오니 이동 동선에 따라 바코드 인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층 장소 

1F Endovascular Theater / Valve Theater / CTO Theater / Coronary Theater 

/ Presentation Theater / Room 105 입구 / Information 부스 

2F Invited Faculty Lounge 

3F Main Arena 입구(26일 only) / Registration 부스 Lobby 

 

학회에 참석하셨더라도 바코드 인식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평점이 인정되지 않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3층 등록부스의 TCTAP Information 부스 또는 1층의 Information 부스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일 체류 시간당 제공 평점 평점 인정 기준 

체류시간 평점 인정 

구분 

입장 시 

바코드 

인식 여부 

퇴장 시 

바코드 

인식 여부 

평점 - 2 시간 이하 0 평점 

2 시간 초과 - 3 시간 이하 3 평점 

3 시간 초과 - 4 시간 이하 4 평점 사례 1 ○ Ｘ 불인정 

4 시간 초과 - 5 시간 이하 5 평점 사례 2 Ｘ ○ 불인정 

5 시간 초과 - 6 평점 사례 3 ○ ○ 인정 

협회 별 연수 평점 4/25 (화) 4/26 (수) 4/27 (목) 평점 인정 기준 

중재시술인증제 평점 3 점 
바코드 시스템 인식을 통한 참석 

확인  

※ 참석일자 무관 

대한영양사협회 전문영양사 보수교육 평점 
1 점 

임상병리사 보수교육 평점 

KCTA(심혈관기술연구회) 평점    10 점 

KCTA Symposium 참석 확인을 위한 

바코드 시스템 운영 

@ Valve Theat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