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면다원검사 교육이수자 및 지도의사에 대한 FAQ> 

1. 교육이수자 자격을 받은 분에 대한 FAQ 

Q1. 코로나 상황으로 정도관리위원회의 평가 없이 교육이수자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제 곧 평가

가 있을 것으로 들었는데, 기존 교육이수자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미 교육이수자 자격을 받은 분들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새롭게 교육이수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분들만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Q2. 교육이수자 자격을 받았는데, 이 자격은 영원한 것인가요?  

A. 교육이수자 자격을 받은 분들은 5년에 30점의 “수면다원검사 연수평점”을 취득하면 자격을 계

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자가 되기 위해 들으신 기본교육평점이나 임상교육평점이 아닌 

연수평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Q3. 수면다원검사 연수평점은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과 다른가요? 

A. 네, 수면다원검사 연수평점은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과 다릅니다. 수면다원검사 연수평점은 수

면다원검사 교육주관학회 (대한수면호흡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비과학회, 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연구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등)에서 시행하는 연수평점교육을 통해서 취

득할 수 있고, 교육 안내에 “수면다원검사 연수평점”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2. 교육이수자 자격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분에 대한 FAQ 

Q1. 임상교육은 총 4단계를 이수해서 평점 10점을 취득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단계

는 이수했지만 3단계를 이수를 못했는데, 3단계 이수 없이 총 10점만 채우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수면다원검사 임상교육은 1->2->3->4 단계의 순서대로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3단

계를 이수하지 못했으면 4단계를 이수할 자격이 없어서, 다음 회차에 시행되는 3단계 교육을 이

수한 후 4단계 교육을 이수해서 총 10점을 채워야 합니다.  

 

Q2. 대한수면호흡학회에서 기본교육평점과 연수평점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이 있던데, 임상교육 

평점에 대한 교육은 왜 안하나요? 

A. 기본교육평점과 연수평점에 대한 교육은 교육주관학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임상교육은 오직 정

도관리위원회에서만 시행합니다. 



 

Q3. 임상교육은 보통 언제 시행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보통 1년에 1-2회 시행되며, 교육대상자의 수요에 따라서 시행 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

도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적은 이메일 주소로 교육에 대한 안내 메일이 발송되니, 꼭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Q4. 기본교육평점을 대한수면호흡학회에서 5점, 대한수면학회에서 3점, 대한수면의학회에서 2점 

이렇게 다른 학회에서 취득해도 되나요? 

A. 네, 기본교육평점과 연수평점은 수면다원검사 교육주관학회라면 어디서든 상관없습니다. 교육

주관학회에서 취득한 평점은 정도관리위원회 홈페이지(마이페이지- 평점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전산 등록 지연이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수증을 꼭 챙기시고, 개별적으로

도 이수한 점수를 챙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양압기 및 지도의사에 대한 FAQ 

Q1. 양압기 처방은 수면다원검사 시행 자격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처방은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을 발급해

야 하는데, 처방전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

학과 전문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의사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Q2. “지도의사” 자격만 취득하면 수면다원검사를 처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교육이수자”와 “지도의사”는 별개로 지도의사도 교육이수자 자격이 있어야 수면다

원검사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지도의사” 자격은 오직 수련기관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