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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년도 전속 지도전문의 논문 입력 요청의 건

1. 2018년도 1년차 전공의 정원 책정과 관련하여 학회 방침을
준수하여 협조해 주신 수석 지도전문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
립니다.
2. 2019년도 1년차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은 전년도와 같이 ①
지도전문의 수(N)가 5인 이하 병원은 N-3, ② 6인 이상 병원은 N÷2이
며, ③ 정수이하 버림입니다.
3. 지도전문의는 전문의 취득 후 정형외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
상 근무하고 해당 병원에서 3개월(실태조사 기준 3개월 이전) 이상 근
무한 자, 논문점수가 당해 연도 1점 또는 직전 4년에 3점 이상인 자,
학회 및 공통교육 지도전문의 입문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합니다. 지
도전문의 적용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는 첨부해 드린 규정을 참고하
시어 착오 없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도 전속 지도전문의 파악을 위한 지도전문의 논문을 학
회 홈페이지[www.koa.or.kr]→ 회원공간 → 회원정보수정 → 논문관리
를 이용하시어 모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력한 논문에 대
해서는 논문 첫 페이지(저널명, 제목, 소속, 저자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에 해당 지도전문의 성함에 밑줄로 표시하시어 학회 E-mail.
ortho@ko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논문 제출 마감일은 3월 31일(금)(기일엄수)까지이며, 지도전문
의 논문 첫 페이지를 학회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
시는 파일명은 해당 지도전문의의 성함으로 요청 드리오며 귀 병원의 2019
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꼭 기일 내에 제출하
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지도전문의 논문 점수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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