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63차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인증을 위한 기준
<개정 2018.12>

산부인과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효력은 2020년도 제63차 전문의고시에 발생함

■ 제63차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1, 2, 3번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논문 게재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1) 또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지2)에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반드시 논문을 한 편 이상 게재(게재예정)
1)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투고 주의사항: 2019년 5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논문에 한하며, 논문 한 편당 전공의 저자를 2인까지만 허용함
2)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학술지: Obstet Gynecol Sci, SCI(E) 등재 학술지,
Index medicus, Korea med 등재 학술지, 2013년 2월말까지 OGS공동발행자학회 학회지,
OGS공동발행자학회 이외의 자학회 학회지
3)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 Gynecology, 대한산부인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OGS)에 게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대한산부인과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 참석
전공의 수련기간(4년) 동안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서울국
제심포지엄)에 반드시 1회 이상 참석하고 연수교육 이수내역을 증빙해야 함
(*원서 접수시 연수교육 이수확인서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에서 개별 발급) 지참 필수)

3. 심사 점수표의 점수를 합산해 총점 6점을 획득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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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차 전문의고시 응시자격 심사 점수표
[ 심사 점수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 ]
1) 논문: 논문사본 & 게재예정인 경우 게재예정증명서
2) 구연/포스터발표 (전문의고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개최된 경우 인정)
: 학술대회지 표지, 목차, 초록게재면, 발표슬라이드(구연만 해당) / 포스터파일(포스터만 해당)
3) 연수평점 (전문의고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개최된 경우 인정)
: 연수교육 이수확인서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 (edu.kma.org) 에서 개별 발급)

점수
6점

취득 조건
OGS의 원저 제1저자
OGS의 증례보고 및 Short Communication 제1저자

4점
SCI(E) 등재 학술지의 제1저자
OGS의 공동저자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및 OGS 공동발행자학회a) 학술대회의
일반연제 제1저자인 구연발표자
2점

Index medicus, Korea med 등재 학술지의 제1저자
2013년 2월말까지 OGS 공동발행자학회a)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제1저자
OGS 공동발행자학회 이외의 자학회b) 학회지에 게재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의 제1저자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및 OGS공동발행자학회a) 학술대회의 포스터 제1저자
SCI(E), Index Medicus, Korea Med 등재 학술지의 공동저자

1점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및 OGS 공동발행자학회a) 학술대회의
일반연제 제1저자 또는 구연발표자 중 한 가지만 충족
OGS 공동발행자학회 이외의 자학회b) 학술대회의 일반연제 제1저자인 구연발표자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자학회a),b)의 학술대회, 연수강좌 연수평점 10평점당

0.5점

OGS 공동발행자학회 이외의 자학회b) 학술대회의
일반연제 제1저자 또는 구연발표자 중 한 가지만 충족

a) OGS 공동발행자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대한비뇨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내분비학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

-대한자궁내막증학회 *대한자궁내막증학회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최된 경우에 한함
b) OGS 공동발행자학회 이외의 자학회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골반통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가임력보존학회 *대한가임력보존학회는 2015년 4월 15일 이후 개최된 경우에 한함
-대한여성성의학회

*대한여성성의학회는 2016년 12월 1일 이후 개최된 경우에 한함

※ 대한생식의학회,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는 2016년 3월 30일 유관학회로 분류됨에 따라, 2016년 3월 30일 이전 개최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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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획득의 예
예 1) Obstet Gynecol Sci의 제1저자인 원저 한 편의 별책을 제출한 경우: 6점
=> 응시자격 획득
예 2) Obstet Gynecol Sci의 공동저자인 논문 두 편의 별책을 제출하고 (2점 x 두 편 =4점),
대한산부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일반연제 제1저자 (구연발표) 초록을 한 편 제출한 (2점)
경우: (2 x 2) +2 =6점 => 응시자격 획득
예 3) Obstet Gynecol Sci의 공동저자인 논문이 한 편의 별책을 제출하고 (2점), 대한산부인과
초음파학회 학술대회의 일반연제 제1저자 (구연발표) 초록을 한 편 제출하였으며 (2점),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의 포스터 제1저자 초록 한 편 (1점)과 대한모체태아의학회
포스터 제1저자 초록 한 편(1점)을 제출한 경우: 2+2+1+1=6점 => 응시자격 획득
예 4) Obstet Gynecol Sci의 Short Communication 제1저자인 논문 한 편의 별책을 제출
하고 (4점), 대한부인종양학회의 일반연제 제1저자 (구연발표) 초록을 한 편 제출(1점),
대한산부인과학회의 학술대회와 연수강좌의 연수평점 10점 이상(1점)을 제출한 경우:
4+1+1=6점 => 응시자격 획득
예 5) SCI(E) 등재 학술지의 공동저자인 논문 한 편의 별책을 제출하고 (1점),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자학회의 학술대회, 연수강좌 등의 연수평점 50점 이상(5점)을 제출한 경우:
1+5=6점 => 응시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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