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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각 위원회 소식
 

1. 편집위원회

1) 학술지 진행 상황

(1) 2019년 39권 6호 7월 1일 발간완료 20편 (Nov. issue)        
 (의편협 납본 완료일: 2019년 6월 24일)

 (PubMed 게시 완료일: 2019년 7월 1일)

분야 진단
혈액학

임상
화학

임상
미생물학

진단
면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검사
정보

진검
기타 합계

Editorial - - - - - - - - -

Review 1 - - - - - - - 1

원저 - 1 2 - - 1 1 - 5

단신 1 - - 2 - - - - 3

증례 - - - - - - - - -

Letter 2 1 4 - 2 1 - - 10

가이드라인 - - - - - - - - -

Erratum - 1 - - - - - - 1

합계 4 3 6 2 2 2 1 - 20

(2) 2020년 40권 1호 8월 26일 발간완료 17편 (Jan. issue)        
 (의편협 납본 완료일: 2019년 8월 23일)

 (PubMed 게시 완료일: 2019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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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진단
혈액학

임상
화학

임상
미생물학

진단
면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검사
정보

진검
기타 합계

Editorial - - - - - - - - -

Review - - - - - - - -

원저 1 1 3 3 - - - - 8

단신 - - 3 - - 1 - - 4

증례 - - - - - - - - -

Letter 2 - 1 1 - - - 1 5

가이드라인 - - - - - - - - -

Erratum - - - - - - - - -

합계 3 1 7 4 - 1 - 1 17

(3) 논문 투고 현황 (2019년 9월 30일 현재)

항목 신청
접수 심사중 저자

수정중
게재
추천

교정
의뢰

교정
완료

논문
게재

(출판 전)

게재거부 
또는 취소

(최근3개월)
편 수 - 14 7 - 10 - - 82

소계 21 10 - 82

→ 게재거부율(2019년 6월 30일 ~ 2019년 9월 30일): 82/120 = 68.3%

(4) 월별 논문 투고 상황 (2019년 9월 30일 현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09 년 0 11 12 12 9 16 16 11 11 2 16 6 122

10 년 13 19 24 24 19 12 10 7 11 8 18 7 172

11 년 8 9 14 15 9 14 17 22 16 9 15 9 157

12 년 18 11 13 21 15 23 12 20 16 17 20 9 195

13 년 17 18 20 23 23 19 26 24 17 23 19 22 251

14 년 21 16 26 22 21 16 34 36 32 31 23 23 301

15 년 30 28 25 26 25 24 34 26 31 39 43 53 384

16 년 26 33 23 30 38 29 35 46 24 36 35 35 390

17 년 37 24 44 28 20 36 41 41 37 36 37 36 417

18 년 36 44 39 44 37 39 31 33 34 31 38 47 453

19 년 48 27 55 43 35 42 49 3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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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act Factor 누적 추이

ALM

2013년 1.481

2014년 1.417

2015년 1.870

2016년 2.174

2017년 1.916

2018년 2.635

 *2013년 KJLM: 1.309
(출처: Web of Science)

2019 2018 2017

1월 (2019.01.04.) 336/137=2.45255 (2018.01.09.) 279/155=1.8 (2017.01.10.) 266/138=1.927

2월 (2019.02.12.) 354/137=2.58394 (2018.02.01) 285/155=1.8387 (2017.02.02.) 85/138=2.06521

3월 (2019.03.11.) 357/137=2.60584 (2018.03.12.) 92/155=1.88387 (2017.03.27.) 97/138=2.15217

4월 (2019.04.03.) 359/137=2.62043 (2018.04.04.) 292/155=1.88387 (2017.04.24.) 299/138=2.166

5월 (2019.05.07.) 361/137=2.63503 (2018.05.04.) 94/155=1.896774 (2017.05.11.) 303/138=2.1956

6월 (2019.06.11.) 363/137=2.64963 (2018.06.07.) 298/155=1.92258

(2019.06.21.) 2018 IF 발표 2.635

7월 (2019.07.29) 197/137=1.43796 (2018.07.10.) 158/137=1.15328 (2017.07.04.) 126/155=0.8129

8월 (2019.08.12) 204/137=1.48905 - (2017.08.29.) 70/155=1.09677

9월 (2019.09.05) 241/137=1.75912
(2019.09.30) 264/137=1.92701

(2018.09.10.) 231/137=1.6861 (2017.09.25.) 200/155=1.29

10월 (2018.10.25.) 266/137=1.9416 (2017.10.31.) 242/155=1.56

11월 (2018.11.07.) 286/137=2.08759 (2017.11.28.) 260/155=1.6774

12월 (2018.12.06.) 314/137=2.29197 (2017.12.12.) 67/155=1.72258

2019년 09월 05일 기준 IF

현재 IF 전년도 IF

2019년 09월 05일
2019년 09월 30일

(2019.09.05) 241/137=1.75912
(2019.09.30) 264/137=1.92701

(2018.09.10) 231/137=1.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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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완료 사항

(1) Table of content 발송 누적

 Vol. No. 발송일 발송건수

38권 4호 18년 4월 5일 7,199명

38권 5호 18년 5월 28일 7,554명

38권 6호 18년 7월 24일 7,687명

39권 1호 18년 9월 20일 8,069명

39권 2호 18년 11월 19일 8,473명

39권 3호 19년 1월 22일 8,911명

39권 4호 19년 3월 4일 9,151명

39권 5호 19년 5월 3일 8,888명

39권 6호 19년 7월 2일 9,117명

40권 1호 19년 8월 23일 9,527명

(2) 39권 6호부터 Creative Common License (CCL) 그래픽 이미지 반영 

(3) LMCE 학회용 ALM 리플렛, 배너 제작 완료 

(4) 2019 과총 학술지 발행 역량강화 2차 워크숍: 김보현(편집간사), 이유진(학회사무원) 참
석
- 일시: 2019년 06월 21일(금)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 1층 교육공학실

(5)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29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선정 결과 및 시상식 참석
- 일시: 2019년 07월 04일
- 참석자: 허미나(수상자)

(6) 08월 01일 instructions for authors 수정 반영

(7) 08월 19일 6차 편집위원회 회의 
- 일시: 2019년 08월 19일 오후 6시
- 장소: 더클래식500 라파밀리아
- 참석자: 허미나, 김영진, 김보현, 이수연, 오은지, 기창석, 성흥섭, 이유진(학회사무
원) 

(8) 2020년 춘계심포지엄 편집위원회 세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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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국문발표제목 영문발표제목 국/영문 성명 국/영문 소속

1

How do I 
review/write 

scientific papers?: 
editor’s view

Giuseppe 
D’onofrio

Editor, International Journal 
of Laboratory Hematology

2
진단검사의학 논문 
작성 시 고려해야 

할 통계 분석

Statistical analyses 
for the scientific 

writing in 
laboratory medicine

이승호 /
Seungho Lee

아주대학교의료원 
직업환경의학교실

3 연구윤리 - 표절
Research ethics - 

Plagiarism
방해인 /

Hae In Bang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9) ALM 학술상 선정 및 수상 
- 최우수논문상: 이혁민(연세의대)
- 우수논문상: 성문우(서울의대), 송원근(한림의대)

4) 기타 예정 사항

(1) ALM 논문게재료 결제 시스템 보안 업데이트 
- Video summary 결제시스템 정비 
- 논문게재료 / video summary / 별책 신청 등 논문 관련 결제 서비스 일원화
- 분야별 최대금액과 최저금액

리뷰 원저 단신 레터
최대금액(원) 596,000 596,000 365,000 530,000
최저금액(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최종금액(원) 450,000 450,000 350,000 250,000

- 컬러화보:２0만원(선택사항)
- 동영상게재: 110만원(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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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일시‧호 내용
2019-07-08
2019-262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된 ‘①약제감수성(항균제최소억제농도) 및 
카바페네마제(비색법) 검사’와 ‘②배양, 동정 및 약제감수성(항균제최소억제농도) 
및 카바페네마제(비색법) 검사’의 기존기술 여부에 대한 의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부]

2019-07-03
2019-254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수가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HLA 형별검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의 상대가치점수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 
재요청에 대한 의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19-07-12
2019-267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된 ‘IGH(Immunoglobulin heavy chain) 
및 IGK(Immunoglobulin kappa light chain) 유전자 재배열 검사 [차세대염기서
열분석]’의 기존기술 여부에 대한 의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19-07-08
2019-260호

요양급여 결정신청된 ‘에베로리무스 정량[정밀면역검사]’의 급여 여부에 대한 의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19-06-28
2019-250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된 ‘HCV 항체, 간이검사[ICA]’ 관련 적
정 상대가치점수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에 대한 의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
술평가부]

2019-08-26
2019-322호

현행 검체검사 분류 원칙에 따르면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라피법[HPLC]과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라피법-탠덤질량분석법[HPLC-Tandem Mass Spectrometry]은 
‘누444 세로토닌-[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의 분류에 포함되나 검사방법에 따른 
장비비, 인건비의 차이가 있어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19-07-08
2019-261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의뢰(심평원 예비
급여부)를 받아 γ-SM(seminoprotein)검사에 대한 연구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 과정에서 γ-SM이 PSA와 동일 단백질 구조임을 확인함에 따라 γ-SM 행위
에 대한 의견을 요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경제성평가연구단]

2019-07-29
2019-286-1호
2019-07-31

2019-286-2호
2019-08-26

2019-286-3호

요양급여 결정신청 행위 ‘에베로리무스 정량[정밀면역검사]’, 조정신청 행위 ‘알파
피토프로테인분획 정량[전기영동법]’, 요양급여대상 확인신청 행위 ‘HCV 항체, 간
이검사[ICA]’의 의사업무량 점수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보험연구팀]

2019-07-10
이메일 회신

2019년 제6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검사안건(칼프로텍틴 정량검사 [정밀면역검
사], 현미경 이미징 기반 신속 항결핵제 감수성 검사) 관련 고시문 검토 요청 [한
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2019-07-19
2019-274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하여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급여기준 설정의 필
요성, 적응증 및 금기증, 실시시기, 실시 간격 등에 대한 추가의견 요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19-07-24
2019-281호

호흡기 바이러스 급여기준(누680가 다종그룹1-(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
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및 누680나 다종그룹2-(05)호흡기병원체(바이러스, 폐
렴원인균), (06)호흡기 바이러스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2019-07-12
2019-265호

‘아실카르니틴 정량[정밀분광/질량분석]’ 회신 관련 추가의견 요청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 보험위원회 

1)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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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일시‧호 내용
2019-07-26 
2019-283호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블린 E검사’는 혈액 내에 존재하는 알레르겐 특이 IgE 
항체 (39종 IgE 및 총 IgE)를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정성 보고하는 검사로서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결과 현행 급여항목인 ‘누-745 Kit를 이용한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일반면역검사]’의 범주로 확인되었으나 적용 수가
가 없어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
기술평가부]

2019-07-23
2019-278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된 ‘결핵균 특이항원 혈액검사’의 기존기
술 여부에 대한 의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19-08-16
2019-312호

급여화 추진 10개(①자가면역표적검사, ②항CCP항체[IgG], ③항GD1b항체[IgM], 
④항GM1항체[IgG], ⑤항GM1항체[IgM], ⑥항MAG항체, ⑦항신경핵항체 1형, ⑧항
신경핵항체 2형, ⑨항퍼킨제세포세포질항체, ⑩항핵주변인자검사) 항목 관련 의견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2019-07-23
2019-279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된 ‘HIV 항체검사(Western blot법) 
[HIV-1] [HIV-2]’의 기존기술 여부 및 검사 시약의 검사원리(검사법) 확인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19-08-12
2019-299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된 'CYP2C9, VKORC1 유전성 유전자검
사'는 동시검사 수가 신설이 필요한 항목으로 적정 상대가치점수 산출 등을 위하
여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19-07-31
2019-288호 

‘항산균 약제감수성 검사’는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결과 ‘누-601나(2) 
특수배양-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불문)-액체배지’의 기존행위 범주이나 재료비, 
업무량 등의 차이를 고려한 수가 재분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임상인력사
용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내용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19-09-02
2019-334호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을 위하여 ‘류마티스인자 IgG, IgA 검사’에 대한 급여화 관
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2019-08-12
2019-297호
2019-08-19
2019-313호
2019-09-02
2019-335호
2019-09-18
2019-349호 

급여화 검토항목 등 13개(①자가면역표적검사, ②항CCP항체[IgG], ③항GD1b항체
[IgM], ④항GM1항체[IgG], ⑤항GM1항체[IgM], ⑥항MAG항체, ⑦항신경핵항체1형, 
⑧항신경핵항체2형, ⑨항퍼킨제세포세포질항체, ⑩항핵주변인자검사, ⑪류마티스
인자IgG, IgA 검사,⑫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 검사, ⑬CYP2C9, VKORC1 
유전성 유전자검사) 항목에 대한 의사업무량 의견 [대한의사협회-보험연구팀]

2019-09-16 
2019-345호

‘혈소판 응집능검사[교류저항혈소판응집] 가. 콜라겐/ 나. 리스토세린/ 다. TRAP’ 
급여화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2019-09-02
2019-328호

‘양수내 MMP-8 정성검사[현장검사]‘ 급여화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부]

2019-08-09
2019-295호

‘혈액배양 양성검체의 전처리법을 이용한 미생물 직접동정’ 요양급여 조정신청 관
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19-08-09
2019-296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된 ‘로타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 항원 
동시검사 [형광면역분석법]’는 분변에서 로타/아데노바이러스를 정밀면역검사인 
광면역측정법(FIA)으로 정성 보고하는 검사로서, 검토결과 기존행위인 ‘누-654 정
밀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01) Adenovirus’ 및 (10) Rotavirus’
와 대상, 목적 및 방법이 유사하나, 동시검사에 대한 수가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동시검사 수가 신설 및 행위 재분류를 위한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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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일시‧호 내용
2019-08-30
2019-327호

요양급여 결정신청된 'EGFR 유전자, 돌연변이[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19-08-12
2019-301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결과 기존행위(누-658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
2) 범주이나 세부사항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된 ‘뎅기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
의 뎅기바이러스 감염 여부 진단’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
가부]

2019-08-12
2019-302호

'로타/아데노바이러스 항원 동시검사 [형광면역분석법]'에 대한 급여기준의 설정을 
위해 예상실시 건수 및 대체율, 대체 가능성 여부, 급여기준 설정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19-09-18
2019-350호

요양급여 결정신청된 '혈액배양액 세균, 칸디다 및 항균제 내성 유전자 동정검사 
[핵산증폭법]‘의 수가 산출 등을 위해 ①NECA 선정 표적분석물질 관련, 동 행위
의 수가 산출을 위하여 다종그룹 평가기준에 적용 시 동 행위의 핵심분석물질/비
핵심분석물질 선정 및 아형 유무, ②신속가산 적용 가능 항목 포함 여부, ③동 행
위의 항목 등재 고려 시, 세부사항 항목명칭에 대한 의견 등 추가요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19-09-30
2019-365호

‘HLA 형별검사[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의 상대가치점수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에 
대한 의견 추가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19-08-19
2019-314호

요양급여 조정신청된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 검사’의 검토를 위해 ①소
요시간, ②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판독가산 적용여부 및 제시의견에 대한 근거 등 
의견 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19-09-10
이메일 회신

2019년 제8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검사안건(항-Infliximab 항체 정량 [정밀면
역검사]) 관련 고시문 검토 요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2019-09-16
2019-343호

‘항뮬러관호르몬[불임, 폐경]’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수가에 대한 구체적
인 근거 제시 요청(인력 및 장비의 검사시간, 소요 장비 비용, 검사시약kit 등 소
요재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검사방법)에 대한 의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
여부]

2019-09-18
2019-351호

선별급여 항목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의 적합성 평가 관련 의견요
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평가부]

2019-09-30
2019-367호

선별급여 항목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의 적합성 평가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평가부]

2019-09-30
2019-366호

형광면역분석법(FIA)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검사, 간이검사/ 요 임신반응검사, 간이검사/ 레지오넬라 소변항원, 간이검사’ 3
건의 체외진단검사법에 대한 의견 [한국보건의료연구원-평가사업팀]

2019-09-27
2019-362호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 1–급성설사 원인바이러스’와 ‘누680가 핵산증폭-다
종그룹 1–성매개 감염균’ 및 ‘누680가 핵산증폭-다종그룹 1–급성설사 원인 원충’ 
관련하여 다종그룹 1에도 다종그룹2, 3에 통합자동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검사처방
부터 결과보고까지 4~6시간 이내 신속한 결과보고를 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30% 
가산하는 주항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19-09-25
2019-360호

‘로타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노로바이러스 항원 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는 3종 
바이러스를 단독 또는 동시 진단하기 위하여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ICA)으로 정
성 보고하는 검사로서, 기존행위와 유사하나, 동시검사 수가 신설이 필요한 항목
으로 검토되어 적정 상대가치점수 산출 등을 위하여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의료기술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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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공지

(1)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22호)

   - 주요내용: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변경 및 신설, 평가영역별 가중치 변경(별표 3, 4) 
(시행일: 2019년 6월 25일)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
부 고시 제2019-131호)

   - 주요내용: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
기준 변경 등 급여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 (시행일: 2019년 8월 1일)

(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19년 6월 공개) (관련근거: 심평원 위원회운영부
-4986호)

   - 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
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6호)

   - 주요내용: [일반진단검사] 누-031 마. 분변잠혈(Hb 및 Transferrin 포함) †를 누-031 마. (1) 
일반면역검사로 변경, [면역검사] 누-843 HLA 항체검사 중 나. 정밀면역검사 (2) 동정 주. 항
을 '주1. 로 변경하고 주2.(C1q 보체결합 단일항원의 경우 2,793.90점을 산정한다.†) 신설, [사
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나-600 염색체검사 중 가. 선천성이상의 염색체검사 (1) & (2) 명칭변
경과 재분류 및 (3)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가) 고해상도 및 주항 신설 (시행일: 2019년 8
월 1일)

(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47호)

   - 주요내용: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시행일: 
2019년 8월 1일)

(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
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

   - 주요내용: [급여 행위 신설] 누-476 S-100 [정밀면역검사], 누-591 나. 정성그룹2 란에 ‘주’사
항, 누-643 기생충항원(균종별) 가.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누-658 핵산
증폭 다. 정성그룹3 란에 ‘주’사항, 누-700란 바. C형간염항체-간이검사 (1) 유형 I, (2) 유형 
II, 누-720란 나. HIV 항체-간이검사란 신설, 누-653 일반면역검사 가. 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
별) ‘주’사항 신설 및 변경. [비급여 목록 행위 삭제] ‘노-396 HIV 항체[현장검사]’, ‘노-397 말
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간이검사]’, ‘노-492 HCV 항체검사[간이검사]’, ‘노-493 노로
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노-482 S-100, 정량검사’, ‘노-598 기타 검사 어. 장바이러스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노-598 기타 검사 허. Clostridium difficile 독소 유전자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노-598 기타 검사 로. Clostridium difficile 독소유전자 [루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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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등온증폭법]’ 삭제 (시행일: 2019년 9월 1일)

(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57호)

   - 주요내용: S-100[정밀면역검사] & C형감염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유형II (본인부담률 
80%),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본인부담률 50%) 항목 신설 (시행일: 2019년 9월 1
일)

(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
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5호)

   - 주요내용: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산정지침 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시행일: 2019년 8
월 1일)

(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
부 고시 제2019-166호)

   - 주요내용: [급여기준 관련] (누843 HLA 항체검사) 'C1q 보체결합 단일항원 동정검사의 급여기
준' 및 (나600 염색체검사)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란 신설, [별표 관련] 누031 
마. 분변잠혈(Hb 및 Transferrin 포함)란 및 (01) RPHA or Latex법란을 삭제, 누843나(2)주. 
정밀면역검사(동정)-단일항원란을 누843나(2)주1.로 변경하고, 누843나(2)주2. 정밀면역검사(동
정)-C1q 보체결합 단일항원란 및 (01) ClassⅠ[형광면역분석법]∽(02) ClassⅡ[형광면역분석법] 
란을 신설 (시행일: 2019년 8월 1일)

(10)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19년 7월 공개) (관련근거: 심평원 위원회운영부
-5675호)

   - 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
지부 고시 제2019-176호)

   - 주요내용: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 유형 II 수가 산정방법 신설, 
C형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별표 1] 누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5)~(06)란 신설, 
누591 핵산증폭 나주. 정성그룹 정성그룹2-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란 및 (01) ~(02)란 신설, 누
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3 (04) 장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 신설, 누658 
핵산증폭 다주. 정성그룹3-통합자동진단키트 이용란 및 (01) 장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란을 신설 (시행일: 2019년 9월 1일)

(1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
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8호)

   - 주요내용: 누532마. 약물 및 독물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란 및 주항 신설 (시행일: 2019년 
9월 1일)

(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
지부 고시 제2019-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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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누532 약물 및 독물) Infliximab 혈중약물 검사 등 급여기준 신설, [별표1] 누532나
(2). 정밀면역검사(정량)란에 (50)Infliximab란을 신설, 누532마. 화학반응- 장비측정(정량)란 및 
마주.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고형조직란과 (01) Mycophenolic Acid을 각각 신설 (시행일: 
2019년 9월 1일)

(1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7호)

   - 주요내용: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761.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을 별지에 추가 (시행일: 2019년 9월 6일)

(1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
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8호)

   - 주요내용: 누-400 혈액점도검사란에 주. 및 라. 상대점도측정법란 신설, 누-520 아실카르니틴
[정밀분광/질량분석]란 신설 (시행일: 2019년 10월 1일)

(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99호)

   - 주요내용: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시행일: 2019년 10
월 1일)

(17)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2호)

   - 주요내용: ‘칼프로텍틴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1]에 추가 및 [별
표1]의 ‘708. 프리셉신 정량 [정밀면역검사]’ 일부개정 (시행일: 2019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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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보위원회 

1) Lab Tests Online (LTO)

(1) LTO-KR 방문자 수 통계
   - 2019년 1~7월 총 방문자 수는 334,331명

(1) LTO-KR 항목 추가
   - 홍보위원회 LTO 컨텐츠 번역팀에서 아래 16개 항목에 대해 번역함.
   - Acetylcholine Receptor (AChR) Antibody, ALK Mutation (Gene Rearrangement), 

Aminoglycoside Antibiotics, Androstenedione, Anticentromere Antibody, Anti-Dnase 
B, Anti-LMK-1, Arbovirus Testing, B-cell Ig Gene Rearrangement, Clopidogrel 
(CYP2C19 Genotyping), Cold Agglutinins, Heparin-induced Thrombocytopenia PF4 
Antibody, Legionella Testing, Soluble Transferrin Receptor, T-Cell Receptor Gene 
Rearrangement, Warfarin Sensitivity Testing

2) 제7호 회원명부 제작 관련 방안

(1) 제6호(2015년) 회원명부와 동일하게, 회원명부(책자 및 E-회원명부)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동의서 취득 예정

(2) 제6호(2015년) 회원명부와 동일하게,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성(일부 항목 변경)
   - 기본항목: 성명(한글/영문), 전문의 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직장전화, 근무처, 직위
   - 선택항목: 생년, 의사면허번호, 사진, 근무처 주소, 출신학교(졸업년도 포함), 수련병원(전문의 

취득년도 포함), 관심분야, 심사분야

(3) 일정: 2020년 12월 제7호 회원명부 발간 예정

3) 언론사 홍보자료 취합 및 공유 방안

(1) 목적
   - 진단검사의학 관련 기사의 정기적 검색을 통한 주요 이슈 파악 및 대처

(2) 방법
   - 학회 관련 주요 기사(전문지, 일간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스크리닝
   - 필요한 자료는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안내하고 주요 사항은 e-Newsletter에 인용
   - 이사회 보고 및 토의사항 중 회원홍보가 필요한 주요 내용을 홍보위원회에 공유
   - 학회 홈페이지 이용 방법 고려

4)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컨텐츠 질 평가
(1) 지식기반 국가건강정보포털 제공 체계 연구사업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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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 혈청검사, 대변 및 잠혈, 총혈구검사, 복수검사, 흉수검사, 응고검사, 간기능검사

(3) 홍보위원회에서 자료 검토 및 감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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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외협력위원회 

1) 제71차 AACC 학회 참석 (2019.08.04.~07. 미국 애너하임) 
 

(1) AACC와의 MOU 체결 및 Leadership meeting (2019.08.05.)
   - Dr. Carmen Wiley, Janet Kreizman (AACC CEO), David Grenache (AACC 

President-elect), Carmen Wiley 외 2인과 KSLM 대표 4인치 참석한 회의에서, LMCE 2018 
현황을 설명하고, 검사 활용 관리(utilization management), 지속적인 의료보험수가 삭감 상황 
및 미국에서 현재 시행 중인 DRG 관련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매해 갱신되는 
AACC와 KSLM 간 MOU도 다시 체결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갖기로 합의하였다. 

` <왼쪽사진:　Janet Kreizman AACC CEO & 권계철 KSLM CEO; 오른쪽 사진: 임환섭, 전사
일, 권계철, 송상훈>

     
(2) CLSI와의 업무 협조 회의 실시 (2019.08.05.)
   - Maxfield William (President-elect) 외 

3인과 함께 회의를 가졌다. 작년에 한글
로 번역이 완료된 현황을 논의하였으며 
올해 번역사업도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
음을 알렸다. 2017년도 한글번역본을 전
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현재 CLSI가 가
지고 있지 않은 번역본은 추후 현황을 
파악하여 택배로 발송해 주기로 하였다. 

(3) CAP와의 MOU 체결 (2019.08.06.)
   - CAP와 MOU 체결을 하였으며, 의료보험 관련 활동 및 연수교육, 인증사업 관련 논의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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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차 CSLM 학술대회 참석 (2019.08.29.~31. Suzhou, China)

(1) 동아시아 포럼 구상
   - Chinese Society of Laboratory 

Medicine(CSLM)의 15차 학술대회 학회장인 
王成彬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된 한-중-일 
회의(2019.08.30.)에서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Forum)을 한-중-일 학회가 중심이 되
어 만들기로 하였으며, 2020년에 첫 미팅을 
갖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3) VACB와의 MOU 체결 (2019.09.27. Bexco, Busan)

(1) Vietnamese Association of Clinical 
Biochemists (VACB)와의 MOU 체결 
   - 향후 베트남의 진단검사의학 발전을 위해 최

선을 다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기로 합
의하였다.

<권계철, 송상훈, 임환섭, 박형두, 박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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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단 소식
 

1. 2019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 개최일시:  2019년 7월 1일(월) 오후 6시 30분
- 주요안건: 재단 사업본부장, 사무국장 선임 의결, 운영위원회 구성 선임 의결

2.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 개최일시:  2019년 9월 18, 19일(수, 목) 10:00 ~ 16:00
- 주요안건: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및 주무관 (총 2명)

3.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1) 검사실신임인증위원회 심의결과 (6~8월)
- 총 40기관 현장심사(일반기관: 37기관 / 수탁기관: 3기관)

현장심사 2년 인증: 32기관 (일반기관: 30기관, 수탁기관: 2기관)
현장심사 1년 인증: 8기관 (일반기관: 7기관, 수탁기관: 1기관)

서류심사: 36기관 (일반기관: 32기관, 수탁기관: 4기관)

4. 2019년도 우수검사실 인증 심사원 추계 워크숍

- 개최일시: 2019년 9월 26일(목) 13:00 ~ 15:00

5. 2019년도 전공의 신임인증교육 워크숍 개최 일정

- 2019년 10월 26일(토) 13:00 ~ 15:00, 연세의대 1층 강당 윤인배홀

6. 2020년도 인증심사 길라잡이 워크숍 개최 일정

- 1차: 2019년 11월 23일(토),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대강당
- 2차: 2019년 12월 14일(토),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
- 3차: 2019년 12월 28일(토), 서울,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 4차: 2020년 01월 11일(토), 서울,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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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회 소식
 

1. 호남지회

1) 전북대학교 이혜수 교수 정년퇴임 (2019.08.31.)

2. 영남지회

1)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장철훈 교수 도서 번역 출간

- 제목 : 세상을 바꾼 12가지 질병
- 출간일 : 2019년 7월 15일

2) 2019년 10월 영남지회 집담회 개최

- 일시 : 2019년 10월 18일(금)
- 장소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6동 7층 회의실
- 집담회 순서

연수강좌

17:00-17:40 주요 병원성균의 자연 내성
영남대학교병원 

이채훈

17:40-18:20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의 AI 기술의 활용
고신대학교복음병원 

황현용

증례발표 

18:20-18:40
Temporary Cessation of Immunosuppression for 
Infection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Graft-vs-Host Disease After ABO-Incompatible 
Living Donor Liver Transplantation: A Case Report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김근주

18:40-19:00 Cholesterol Crystal in Synovial Fluid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문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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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지회 

1) 2019년 7차 충청지회 집담회

- 일시 : 2019년 7월 24일(수)
- 장소 : 대전 롯데시티호텔 18층 씨카페 키위룸
- 연제 및 연자

Quality Control (서울의대 송상훈 교수)
NanopiaTM KL-6 (경일메디칼 이승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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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공지사항
 

1.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20년 춘계심포지엄 개최 안내 

1) 일시: 2020년 3월 19일(목) - 20일(금)
2) 장소: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
3) 주제: Laboratory Medicine with Innovative Biotechnology

2. LMCE (Laboratory Medicine Congress & Exhibition) 2020 & KSLM 
61th Annual Meeting 개최 안내 

1) 일시: 2020년 9월 23일(수) - 25일(금)
2) 장소: 인천 송도 컨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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