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전등록안내
1. 사전등록안내
1) 기간
- 2019년 1월 2일(수) 오전 9시 ~ 2019년 3월 20일(금) 18시까지
- 마감일 이후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접수창 폐쇄)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2) 방법
- 온라인등록: http://www.koreaderma.org/index.php/register 에서 ‘온라인등록’버튼을 클릭
- 팩스

등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신 후 사무국(Fax: 02-521-3142)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전화 부탁드립니다. Tel:02-521-3141)

3) 등록비 납부계좌: 신한은행 140-007-951657 대한피부과의사회

2. 등록비
구

분

사전등록

현장등록

회원 (개원의/봉직의/군의관/공보의)

55,000원

77,000원

비회원

불가

1,650,000원

<비고>
- 연회비 미납자는 사무국에 확인 후 납부를 완료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자리가 한정된 관계로 현장등록 시 회원을 우선적으로 등록합니다.
- 사전등록, 현장등록 시 현금납부만 가능합니다. (카드결제 불가)
- 등록비 전자세금계산서와 연회비 기부금 영수증은 학술대회 후 일괄 발행될 예정입니다.
단, 전자세금계산서는 등록 시 신청서에 사업자번호를 기재해 주신 분에 한하여 발행됩니다.
- 65세 이상 연회비 면제
-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 및 입금확인이 되어야 신청이 완료되며, 사전등록기간 이후에는 환불은
불가합니다.
※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기존 등록비로 3일 전일 참석이 가능하며, 중식도 제공횝니다.
또한 국제학술대회 참석하시는 회원분들게 참석기간에 따라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갈라디너
- 일 시: 3월 30일(토)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시간 추후 최종 공지 예정)
- 장 소: 컨벤션홀 (* 변경될 수 있음)
- 비 용: 50,000원
• 사전 등록 신청시 온라인에서 함께 구매 부탁드립니다.
( * 장소 및 식음료 제한으로 현장 구매 불가할 수 있음)
• 구매를 완료하신 분들은 명찰에 쿠폰이 함께 발행되며 쿠폰을 소지해야 입장 가능합니다.

3. 연수평점안내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지침(대의협 제442-1262호)에 따라 변경된 대한피부과의사회 국제학술대회 출결관리
및 평점 인정기준을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출결체크를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
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가자 본인이 직접 출결하여야 하며 일일당 총 2회 바코드 접촉하
여야 합니다.
• 교육 시작시간: 명찰 발행시간으로 체크됩니다.
• 교육 종료시간: 귀가하실 때 접수대로 오셔서 바코드를 찍어야 출석 확인으로 인정됩니다.
• 학술대회 미참석 시 평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 출석확인 평점 인정기준
• 3월 28일(목): 0점
• 3월 29일(금):일일 최대 6평점 (체류시간 5시간 초과시)
• 3월 30일(토):일일 최대 6평점 (체류시간 5시간 초과시)
• 3월 31일(일):일일 최대 6평점 (필수평점 2평점 포함 / 체류시간 5시간 초과시)
- 2시간 초과 ~ 3시간 이하: 3평점
- 3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4평점
- 4시간 초과 ~ 5시간 이하: 5평점
- 5시간 초과: 6평점

4.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안내
• 회원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함.
•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년 1월 1일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 필수과목 이수 평점: 2평점(2시간)
- 평점 인정 기준: 실제 60분 참여해야 필수 1평점 인정
ex) 필수과목 체류시간 60분 이상이어야 1평점 인정, 체류시간 120분 이상이어야 2평점 인정.
- 면허신고자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 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함.
ex) 2019년도(1.1~12.31)에 신고해야 하는 면허신고 대상자는 필수과목 2평점(2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것임.
• 필수과목 종류 및 필수과목 교육기관
- 필수과목 종류:
① 의료윤리, ② 의료법령, ③ 의료감염관리, ④ 의약품부작용 사례, ⑤ 의료분쟁사례
- 필수과목 교육기관:
① 16개 시도의사회, ② 61개 학회(대한피부과학회 포함), ③ 23개 특별기관(대한개원의협의회 및 22개
산하의사회
※ 필수과목에 대하여 의협 지침상 바코드를 1초라도 늦게 찍으면 필수평점 인정이 불가하오니, 해당 세션 시
작 전까지 바코드를 찍고 착석 부탁 드립니다. (바코드 리더기는 등록데스크 및 세션장 앞에 비치될 예정
입니다.)
또한, 등록 대기에 혼잡할 수 있으니 필수과목을 이수하시고자 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미리 오셔서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