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2018년 제61차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시험 안내
1. 1차시험(필기시험) :
1) 일시 : 2018년 1월 5일(금) 09:00
2) 장소 : 삼육대학교

2. 2차시험(실기시험) :
1) 대상: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면제자
2) 일시: 2018년 1월 22일(월) 10:00
3) 장소: 추후 공지

３. 응시원서 등록 및 구매 (온라인으로 진행)
1) 기간 : 2017. 10. 12(목) 10:00 ~ 10. 19(목) 18:00
2) 원서등록 및 구매 절차
① 전문의자격시험 홈페이지(exam.kams.or.kr)에 접속
② 원서 구매 안내문 필독
③ 수련과정 이수(예정)증명서 양식 출력
- 양식을 출력 및 작성하여 병원장 직인 날인
- 수련병원 수련교육부에서 출력한 증명서 사용 가능
④ 아래 기본 서류를 파일 형태로 준비 한 후 전문의자격시험 홈페이지에 접속
- 의사면허증 사본
- 수련과정 이수(예정)증명서
- 사진 (※ 여권용 사진이 기준이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함)
⑤ 전문의자격시험 홈페이지(exam.kams.or.kr)에 접속
⑥ 원서 등록 메뉴 클릭
⑦ 응시자 정보 입력
⑧ 의사면허증, 수련과정 이수(예정)증명서, 사진을 파일 형태로 업로드
⑨ 원서 구매
※ 응시자 정보 입력 및 기본 서류 업로드 완료 후 원서 구매 가능
⑩ 응시요강 필독(출력 가능)
3) 응시수수료 : 200,000원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대한산부인과학회 방문 접수)
1) 접수기간 : 2017. 10. 23일(월) ~ 25일(수) 10:00 ~ 17: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 접수장소 : 대한산부인과학회 (T. 02-3445-2422 / 홈페이지 약도 참조)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5-5번지 대한산부인과학회 건물 4층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료 납부 : 2017. 10. 12(목) ~ 10. 20(금) (방문 접수 이전에 납부 완료 요망)
초시자 500,000원, 재시자 300,000원
입금계좌: 우리은행 214-027088-13-003 (예금주: 대한산부인과학회) / 카드불가
응시료 단체납부 시 메일(office@ksog.org)로 명단 제출
* 대한산부인과학회 연회비 및 입회비는 응시료와는 별도 납부이며, 전문의 자격 취득 시, 입회비 50만원과
‘10년회비’ 50만원을 동시 납부하고, 10년이 지난 후 부터는 지정된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4) 우편접수 불가, 인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대리인 접수 시 아래양식으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 임 장
본인 OOO (의사면허번호: OOOOOO, 연락처:010-0000-0000) 은/는
대리인 OOO에게 제61차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원서접수를 위임합니다.
날짜 및 서명

5. 대한산부인과학회 원서(방문)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전공의 기록 1부

내용
- 전공의 기록을 완결하여 제출
- 맨 앞 인적사항 표지에 소속, 성명 기재, 전공의 인적사항에 사진 부착 필수
- 총 건수 : 120건 이상(산과, 부인과 수술 각각 최소 40건 이상)
- 수술기록지 앞 표지 우측상단에 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요망

수술기록지 1부

(예: 홍길동/ㅇㅇ병원 – 120건(산과50건, 부인과70건)
- 의료법상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를
반드시 삭제한 후 제본하여 제출 요망.

수술기록확인서
1부

- 수술기록지에 대한 확인서로, 첨부된 양식을 출력 후 각 교실 주임교수 또는
주임과장의 서명을 득한 후 제출.(수술기록지와 제본하지 않고, 별도로 제출)
-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심사목록표의 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와 동일해야 하며,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심사목록표 1부
및
증빙 서류
(논문 별책 또는
사본 외)

작성된 심사목록표 파일은 10/20(금)까지 members@ksog.org로도 접수.(양식-별첨)
- Obstetrics&Gynecology Science(OGS)의 게재예정증명서는 논문접수번호
(OGS-OO-OOO)와 제목을 기입하여 10/25(화)까지 members@ksog.org로 신청 후
접수 당일 학회에서 직접 수령
- 타학술지 게재예정증명서는 해당학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OGS 11월, 1월에 게재될 논문은 원고(프린트물)와 게재예정증명서를 함께 제출.

6. 수험표 교부
1) 기간 : 2017. 12. 12(화) ~ 2차시험 종료일
2) 교부 : 전문의자격시험 홈페이지(exam.kams.or.kr)에 접속하여 출력

7. 합격자 발표
1) 1차 시험 : 2018. 1. 15(월) 14:00
2) 2차 시험 : 2018. 2. 2(금) 14:00
3) 발

표 :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www.kams.or.kr)
전문의자격시험 홈페이지 (exam.kam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