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8차 임상신경생리(신경근전도 및 유발전위) 전문의 자격시험 안내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는 회원들의 연구 역량을 촉진하고 임상진료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임상신경생리(신경근전도 및 유발전위)전문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하였고(2008. 7),
2009 년부터 임상신경생리(신경근전도 및 유발전위)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 년도 제 8 차 자격 시험을 아래와 같은 요령에 따라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행 일시 및 장소
1) 1 차 시험(필기시험: 5 지선다형 40 문항, 동영상 및 슬라이드 사진: 30 문항 총 70 문항으로 구성)
-일시: 2016 년 1 월 24 일(일) 오전 10:00 – 12:00
-장소: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지하 2 층 강당
2) 2 차 시험(구술시험: 2 문항)
-일시: 2016 년 1 월 24 일(일) 오후 1:30 - 5:00
-장소: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1 층 신경과 외래

2. 임상신경생리(신경근전도 및 유발전위) 전문의 응시자격
가)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정회원(전문의 혹은 당해 연도 전문의 취득예정 인 자)
나) 임상신경생리학적 검사 수기를 6 개월 이상 전일 근무(full time) 또는 6 개월 이상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근무(part time) 수련을 받은 자
다) 임상신경생리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학진 등재(후보) 혹은 SCI(E) 학술지에 논문 1 편
이상 게재한 자(혹은 예정인 자)
라) 임상신경생리(신경전도 및 유발전위) 전문의 추천을 받은 자
마) 임상신경생리학회 학술대회 1 회 이상 참가한 자
바) 임상신경생리분야에 5 년 이상 지도전문의로 종사한 자는 1 차 시험 면제

3. 임상신경생리(신경근전도 및 유발전위)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일정 및 접수방법
- 원서 교부 및 접수: 2015년 10월 19일(월) ~ 2015년 10월 30일(금)
홈페이지 www.kscn.or.kr 에서 다운로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직접제출
혹은 부득이할 경우 우편접수
- 접수장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사무국 (대한신경과학회 사무실 내)
- 응시대금: 200,000원(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2015년까지 연회비 완납 혹은 종신회원)
하나은행 271-910004-13204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 제출서류: (1),(2),(3),(4) 항은 응시자가 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각1부(원서에 추천인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진(3cmX4cm) 총 4매: 1매부착, 3매 별도 (스캔 및 칼라복사 사진 제출불가)
(3) 전문의 면허증 사본(해당자만) 및 전문의수련과정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
서 1부
(4) 연구실적물: 임상신경생리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학진등재(후보) 혹은 SCI(E)
학술지에 논문1편
(5) 추천인 확인서 1부
- 자격심사 및 확인
- 응시자격 심사기간: 2015년 11월 2일(월) ~ 2015년 11월 13일(금)
- 응시자격 심사결과 확인: 개별적으로 통보예정
- 합격자 발표: 2016년 2월 1일(월) 이후 개별적 통보
4. 기타사항
- 다음 참조자료들의 임상신경생리(신경근전도 및 유발전위)에 관한 내용에 대해 숙지를 권합니다.
a) 임상신경생리검사 지침서(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발간)
b) 신경학(Neurology) (대한신경과학회 발간)
c) Preston D and Shapiro B. Electromyography and neuromuscular disorder. 2nd ed. Philadelphia:
Elsevier.
d) 2015년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자료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홈페이지 참조)
-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02-2291-2290 Fax: 02-737-6531 E-mail: kscn@ksc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