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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회장 인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서 장 수

  존경하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학회장으로서 올 한 해 동안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학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힘들었던 시간보다 즐겁고 보람되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회

원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학회장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대구에서 개최되었던 2019년도 춘계심포지엄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가해 주셔서 뜨거운 열기

로 우리 학회가 의료의 인공지능시대에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시간을 가진 것에 대하여 큰 

보람과 함께 회원님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부산에서 개최된 LMCE 2019 국제학술대회에도 많은 우리 회원님들과 외국 참가자

들로 큰 성황을 이루면서 LMCE가 이제 명실상부한 진단검사의학 분야 글로벌 학술행사로 자리매김한 것

에 대하여 회원님들과 함께 자축을 하면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학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단검사의학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진단검사 의사들의 모임으로 세계

인들이 부러워하는 교육시스템과 진단검사 및 정도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LMCE 행사에 해마다 많

은 수의 외국인들이 참가하고, 공식 영문학술지인 ALM에 많은 외국인의 투고가 이어지고 해마다 IF가 상

승하는 것이 우리 시스템의 우수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가 세계 진단검사의학을 선도하는 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회 학술행사에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수준 높은 연구발표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연말을 맞아 회원님들의 가정에도 행복과 축복

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서 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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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이사장 인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권 계 철

  존경하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신임이사장으로 첫 업무를 시작하며 인사드린 것이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

데 벌써 연말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학회의 공식 학회지인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은 SCIE 국제학술지로서 높은 

Impact factor를 유지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지방에서 개최된 부산 LMCE를 성대히 개최하였고 베트남 

VACB와의 MOU 체결, AACC, CLSI, CAP, ISQua 등 외국 단체와의 MOU 체결 및 유지 등 대한진단검

사의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2019 감염병 컨퍼런스에서 저희 학회가 단체기관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의 대내외

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회가 지금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것은 이전 집행부들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입니다.

  또한, 지난 일 년 동안 진단검사의학회의 현안을 풀기 위해 부족하나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생명윤리법 개정, 임상시험센터 검사실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혈액관리법 개정 등 많은 법적인 변화와 신DRG 등 새로운 체재에 대한 학회의 대

처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관계 이사님 등과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실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영역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정

부, 의료계, 산업계의 다양한 기관 및 조직들과의 교류와 소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의 학회에 대한 애정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학회가 나아가는 길을 

함께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권 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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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각 위원회 소식
 

1. 수련위원회

1) 전공의 중간 평가시험 10월 24일 시행 및 전공의 개인 성적표 발송.

2) 2020년 신입전공의 원정원 39명, 별도정원 8명으로 총 47명의 전공의 정원을 
수련기관에 배정.

3) 2020년 전공의 지원율 51%로 총 24명 지원.

4) 2019년 11월 28일~12월 1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베트남 진단검사의학 
화학학회에서 ‘한국 진단검사의학 전공의 수련과정’ 발표(수련이사 이우인).

5) 2019년 11월 13일,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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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위원회

1) 학술지 진행 사항

(1) 2020년 40권 2호 10월 25일 발간완료 18편 (Mar. issue)        
 (의편협 납본 완료일: 2019년 10월 23일)

 (PubMed 게시 완료일: 2019년 10월 25일)

분야 진단
혈액학

임상
화학

임상
미생물학

진단
면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검사
정보

진검
기타 합계

Editorial - 2 - - - 1 - - 3

Review - 1 - - - 1 - - 2

원저 1 1 1 - - 2 - - 5

단신 - - 2 - - - - - 2

증례 - - - - - - - - -

Letter 1 - 3 - 2 - - - 6

가이드라인 - - - - - - - - -

Erratum - - - - - - - - -

합계 2 4 6 - 2 4 - - 18

(2) 2020년 40권 3호 12월 26일 발간예정 16편 (May issue)        
 (의편협 납본 완료일: 2019년 12월 16일)

 (PubMed 게시 완료일: 2019년 12월 26일)

분야 진단
혈액학

임상
화학

임상
미생물학

진단
면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검사
정보

진검
기타 합계

Editorial - - - - - - - - -

Review - - - - - - - - -

원저 1 1 1 - - 3 - 2 8

단신 - 1 1 - - - - - 2

증례 - - - - - - - - -

Letter 1 - 2 1 - 2 - - 6

가이드라인 - - - - - - - - -

Erratum - - - - - - - - -

합계 2 2 4 1 - 5 -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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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투고 현황 (2019년 12월 13일 현재)

항목 신청
접수 심사중 저자

수정중
게재
추천

교정
의뢰

교정
완료

논문
게재

(출판 전)

게재거부 
또는 취소

(최근3개월)
편 수 - 8 8 - 6 - 17 88

소계 16 6 17 88

→ 게재거부율(2019년 9월 13일 ~ 2019년 12월 13일): 88/117 = 75.2%

(4) 월별 논문 투고 상황 (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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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47 3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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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19.10.10.) 270/137=1.97080 (2018.10.25.) 266/137=1.9416 (2017.10.31.) 242/155=1.56

11월 (2019.11.12.) 299/137=2.18248 (2018.11.07.) 286/137=2.08759 (2017.11.28.) 260/155=1.6774

12월 (2019.12.03.) 328/137=2.39416 (2018.12.06.) 314/137=2.29197 (2017.12.12.) 67/155=1.72258

2019년 12월 03일 기준 IF

현재 IF 전년도 IF

2019년 13월 03일 (2019.12.03.) 328/137=2.39416 (2018.12.06.) 314/137=2.29197

3) 기타 완료 사항

(1) Table of content 발송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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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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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권 2호 19년 10월 29일 9.818명

(2) 2020년 ALM 예산 작성

(3) 2019년 12월 13일, 8차 편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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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0 500,000 400,000 300,000

- 컬러화보: 20만원(선택사항)
- 동영상게재: 110만원(선택사항)

(2) ALM 40권 3호(2020년 5월 1일) 12월 24일 총 17편 발간 예정

(3) [의편협] 제13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안내 – 2020년 1월 10일(금)~11일(토), 허
미나, 김영진, 김보현, 이유진 참석 예정

(3) [과편협] 2020년도 Preconference Workshop 안내 – 2020년 1월 17일(금), 허미나, 
김영진, 김보현, 이유진 참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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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위원회 

1) 보고사항

회신 일시‧호 내용
2019-09-30
2019-368호
2019-10-07
2019-374호

급여전환 검토 ‘혈소판 응집능검사 [교류저항혈소판응집] 가. 콜라겐/ 나. 리스토
세린/ 다. TRAP’, 요양급여 결정신청 ‘EGFR 유전자, 돌연변이[드롭렛 디지털 중
합효소연쇄반응]’,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전기영동법]’의 상대가치점수 의사업
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보험연구팀]

2019-10-25
2019-399호

‘가바펜틴/프레가발린/비가바트린/루피나미드/라코사미드/ 페람파넬 정량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료기술등재부]

2019-10-07
2019-376호

대변 검체로 시행하는 엘라스타제검사가 ‘노-155 엘라스타제’의 기존기술로 평가
됨에 따라 대변 엘라스타제검사의 급여화 검토를 위한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예비급여부]

2019-10-07
2019-377호

‘엘라스타제 검사 [분변]’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 재요청 [대한
의사협회-보험연구팀]

2019-10-25
2019-400호
2019-10-30
2019-410호

조정신청 행위 ‘세로토닌-[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결정신청 행위 ‘리소좀축적
병 선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및 ‘가바펜틴/프레가발린/비가바트린/루피나미
드/라코사미드/페람파넬 정량검사 [정밀분광/질량분석]’, 요양급여대상 확인신청 
행위 ‘로타바이러스/아데노바이러스/노로바이러스 항원 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점수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보험연
구팀]

2019-10-18
2019-390호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분석물질의 명칭이 상이하여 분석물
질 명칭이 동일한 분석물질을 의미 하는지 여부 및 요양급여 등재시 명칭 통일을 
위해 공식명칭에 대한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19-10-14
2019-383호

‘뎅기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의 뎅기바이러스 감염 여부 진단’에 대한 학회 의견
과 심평원 소위원회 검토결과 간 이견이 있어 수가적용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19-10-16
이메일 회신

2019년 제9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검사안건(①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염기서열검사], ②NUDT15 유
전자 [염기서열검사]) 관련 고시문 검토 요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신의료기술평가
사업본부]

2019-10-07
2019-375호

조영증강 초음파에 사용되는 '소노뷰주(설파헥사플루오라이드)‘ 관련 의견요청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등재부]

2019-10-16
2019-388호

‘항체 다종검사[다중복합류 면역분석법]' 수가 산정 관련하여 ‘항카디오리핀 항체
(lgA,G,M)검사 및 항베타-2 당단백Ⅰ항체검사’가 각 항체별로 동시 검사하는 경
우에 대한 임상적 의의 및 유용성과 동시검사 수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19-10-23
2019-395호

‘항MAG 항체‘의 급여전환 시 행위명(영문) 및 수가에 대한 의견 재요청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2019-11-11
2019-420호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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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일시‧호 내용
2019-11-04 
2019-418호

‘자궁내막암 및 난소암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 검사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
응)]’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부]

2019-10-28
2019-405호

‘항핵주변인자 검사’의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2019-11-01
2019-412호

‘B군 사슬알균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19-11-20
2019-438호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전기영동법]’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19-12-02
2019-456호
2019-12-09
2019-464호
2019-12-16
2019-476호

급여화 추진 관련 22개 항목*에 대한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22개 항목: ①A,B 전이효소검사, ②ADAMTS-13 활성도검사[면역블롯팅법], ③C1 불활성
인자, ④글리세롤 융해시간 측정, ⑤열변성시험, ⑥이소프로파놀 침전검사, ⑦적혈구 효소
활성도 측정검사 6-Phosphogluconate Dehydrogenase, ⑧적혈구 효소활성도 측정검사 
Adenylate Kinase, ⑨적혈구 효소활성도 측정검사 Glucose Phosphate Isomerase, ⑩적
혈구 효소활성도 측정검사 Glutathione Peroxidase, ⑪적혈구 효소활성도 측정검사 
Glutathione Reductase, ⑫적혈구 효소활성도 측정검사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⑬적혈구 효소활성도 측정검사 Hexokinase, ⑭적혈구 효소활성도 측정
검사 Monophosphoglycerate Mutase, ⑮적혈구 효소활성도 측정검사 
Phosphofructokinase, ⑯적혈구 효소활성도 측정검사 Phosphoglycerate Kinase, ⑰적
혈구 효소활성도 측정검사 Reduced Glutachione, ⑱적혈구 효소활성도 측정검사 Triose 
Phosphate Isomerase, ⑲적혈구막 단백질, ⑳조혈전구세포 검사, ㉑항헤파린-PF4항체[화
학발광면역분석법], ㉒헤모글로빈 등전점 전기영동검사

2019-11-13
2019-423호 

‘①프로칼시토닌 정량 검출법 (형광면역측정), ②사람의 분변에서 헤모글로빈 정성 
검출법(형광면역측정), ③사람의 혈액에서 베타에이치씨지 정량 검출법(형광면역측
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하여 수가 신설에 대한 의견요청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19-11-20
2019-434호 

‘유전성 난청 다종검사(OTOF, COCH, ATP1A3, MPZL2, TMC1) [실시간 중합효
소연쇄반응(교잡반응)]’의 Target Gene 관련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의견요청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19-11-27
2019-448호

‘톡소포자충 IgG 항체결합력검사’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
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19-12-04 
2019-460호

‘CLCN1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
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19-11-29
2019-451호

‘동일 검체로 동일 분석물질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방법의 검사를 동시에 실
시한 경우 1종만 인정’하는 심사적용 관련하여 '검체검사료 심사기준 마련'을 위
한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기준정비실무팀]

2019-12-02
2019-457호
2019-12-09
2019-468호

‘①프로칼시토닌 정량 검출법 (형광면역측정), ②사람의 분변에서 헤모글로빈 정성 
검출법(형광면역측정), ③사람의 혈액에서 베타에이치씨지 정량 검출법(형광면역측
정), ④CLCN1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의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보험연구팀]

2019-11-29
2019-452호

의학적 비급여 중 우선적으로 급여화가 필요한 필수 항목에 대하여 의견요청 [대
한의사협회-보험팀]

2019-11-29
2019-453호

‘항CCP항체 검사’ 급여화 관련하여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추가 의
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2019-12-04
2019-461호

‘HLA 형별검사[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 수가 및 급여기준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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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공지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19-216호)

   - 주요내용: 누-601 특수배양 나. 항산균 약제감수성(약제수 불문)란에 ‘비결핵항산균’ 검사 항목 
신설 (시행일: 2019년 11월 1일)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1호)

   - 주요내용: 누430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유리전립선특이항원 및 전립선특이항원의 급여기준란 
적응증 추가하여 급여기준 확대 (시행일: 2019년 11월 1일)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2호)
   - 주요내용: 혈액점도검사-스캐닝모세관법 등 3항목 재평가 주기 신설 (시행일: 2019년 11월 1

일)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4호) 

   - 주요내용: 누041 '혈액가스분석 검사' 급여기준 신설, 누658 핵산증폭 '지카바이러스 검사의 급
여기준' 개정  (시행일: 2019년 11월 1일)

(5)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3
호)

   - 주요내용: [별표1]에 신의료기술 '773. 항-Infliximab 항체 정량[정밀면역검사], 774. A군 연쇄
상구균 [핵산증폭법], 775.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염기서열검사], 776. NUDT15 유전자 [염기서열검사]' 추가, [별표3] '혁신의
료기술' 1.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을 신설 (시행일: 2019년 
11월 1일)

(6)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4호) 

   - 주요내용: 누-345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정밀면역검사] 신설, 누-373 항뮬러관
호르몬[정밀면역검사]란 신설, [비급여 목록] 중 ‘노-203 유리알파-소체(융모막성 고나도트로
핀)’와 ‘노-214 항뮬러관호르몬[불임, 폐경]’를 삭제 (시행일: 2019년 12월 1일)

(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 

   - 주요내용: '누-015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란 신설, '누-442 림프종/형질세포종'란을 ⇒ 

회신 일시‧호 내용
2019-12-20
2019-481호

‘NUDT15 유전자[염기서열검사]’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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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44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 Free Light Chain/Heavy-Light Chain Test'로 변경, '누
-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란을 ⇒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
검사] (정량)'로 변경, '누-745 Kit를 이용한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 [일반면역검사]란
을 ⇒ '누-745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로 변경하고 '가.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 10종 이
내, (2) 35종 이상' 및 '나. 정밀면역검사(반정량)'을 신설, '누-746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
린E [정밀면역검사]'란 삭제 (시행일: 2019년 12월 1일)

(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8호) 
   - 주요내용: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시행일: 2019년 12

월 1일)

(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 

   - 주요내용: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19년 12월 1일)

(1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호) 

   - 주요내용: ‘유리경쇄-람다/카파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누744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
검사]’란 명칭 변경 등 (시행일: 2019년 12월 1일)

(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7
호)

   - 주요내용: '누-442(2)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 란을 ‘누-442가(2) 유리
경쇄/중경쇄 검사-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로 변경 (시행일: 2019년 12월 1일)

(1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5호)

   - 주요내용: ‘누081 세포표지검사(Cell Marker Study)의 급여기준', '신이식 후 수회 실시한 누
081 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란 변경 등 (시행일: 2020년 1월 1일)

(1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

   - 주요내용: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누-354 레닌활성도[정밀면역검사]란과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란 변경 및 신설 (시행일: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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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MO 편집위원회

1) 한국연구재단(교육부 요청) 학술지 논문 저자정보 정비 조치 결과 제출

(1) [참고] 학술단체 조치 요청사항(교육부) 

(2) [제출내용]

  

대학명

(학술지명)
조치여부 조치내역

Laboratory

medicine

online

ㅇ 

1. 현재
‘학술지 논문의 저자정보 정비’ 취지에 맞게 논문에 저자의 
이름, 소속과 함께 최종학위를 명시하고 있음. 
2. 2020년 1월 투고규정 개정 예정
현재 투고규정에 저자의 최종학위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고 저자가 학생이거나 미성년자
로 학위가 없는 경우의 요청사항도 추가할 계획임.
[개정 예정 규정]

원고의 종류, 분야 구분, 제목, 저자 전원의 소속과 이름 및 
최종학위, 교신저자의 성명과 연락처(우편번호, 주소, 전화, 
FAX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록한다. 단, 저자가 학생이거
나 미성년자로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소속과 직위, 재학
년도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한다.  

*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시하도록 학술지 편집규정 
등 개정하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
*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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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 발간 현황

(1) 2019년 9권 4호(10월호) 발간 완료 – 12편 

     

분야 진단
혈액학

화학/
검사정보

임상
미생물학

진단
면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기타
진단검사 합계

종설/지침 - - - - - - - -

원저 - - 1 1 1 - -  3

단신 1 1 - - - 1 -  3

편지 1 - - - -  1

증례 2 - 1 - 2 - -  5

합계 4 1 2 1 3 1 - 12

(2) 투고 논문 Processing 현황 (2019년 12월 20일 현재)

  

항목 접수 심사 중 저자 
수정 중

참고문헌 
교정

영문 
교정 ME

1차 
Final 

Editing

EIC 
Approval/
Publisher

편수 0 7 6 4 0 9 5 12

합계 43

(3) 2020년 10권 1호(1월호) - 12편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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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외협력위원회

1) Ho Chi Minh City Association for Clinical Biochemistry (HACB) 학술대회 참석

(1) 일시: 2019년 11월 29일(금) ~ 12월 01일(일)

(2) 장소: 베트남 호치민시

(3) 내용: HACB 학술대회에 본 학회 권계철 이사장, 서장수 회장을 비롯한 6명의 학회 
이사진 (송상훈 총무이사, 이우인 수련이사, 박형두 홍보이사, 임환섭 대외협력이사, 안정렬 
진단검사의학재단 평가부장, 박승만 대외협력위원)이 참석하였다. 박형두 홍보이사는 
초청연자로 “Biochemical Genetics and Population Screening“ 연제로 발표하였다. 

  University of Medicine and Pharmacy (UMP)를 방문하여 총장단과 함께 국내 
진단검사의학 관련 의학교육과정, 전공의 수련과정을 논의하고,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심사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향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IFCC WorldLab 2020을 비롯하여 LMCE 2020에도 많은 베트남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참여를 기대하며, 계속 협력해가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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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홍보위원회 

1) 언론사 홍보자료 취합 및 배포: 31건

(1) 목적: 우리 학회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언론 자료 등을 취합하여 회원들과 공유하고, 
필요하면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함

(2) 내용: 학회 현안, DTC 관련, 감염관리, 건강검진 등

(3) 제목, 출처(언론사명), 발행일, URL 등 기재

2) 학회 협력업체 홍보 협조 방안 마련

(1) 대상: 2019년 지적재산권 협력업체

(2) 목적: 회사의 자체 학술행사 시 공통 요청 사항 위주의 홍보 협조(안) 마련
   - [협력업체 주관 워크숍이나 학술행사 전]

* 학회 회원 대상으로 행사 안내 이메일 발송
* 학회 e-Newsletter를 통한 행사 일정 홍보
* 학회 홈페이지에 행사 안내 팝업 창 게시

3) 제7호 회원명부 제작 준비

(1)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내용에 대한 변호사 자문 완료

(2) 회원명부 제작 담당 업체 미팅(12월 4일)

(3) 발간 예정시기: 2020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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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재단 소식
 

1. 2019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 개최일시:  2019년 11월 25일(월) 오후 6시 30분
- 주요안건: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규정 개정(안) 검토

2.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1) 검사실신임인증위원회 심의결과 (9~11월)
- 총 64기관 현장심사(일반기관: 55기관 / 수탁기관: 9기관)

현장심사 2년 인증: 54기관 (일반기관: 47기관, 수탁기관: 7기관)
현장심사 1년 인증: 9기관 (일반기관: 7기관, 수탁기관: 2기관)

인증부적격: 1기관 (일반기관: 1기관)
서류심사: 55기관 (일반기관: 54기관, 수탁기관: 1기관)

3. 수탁기관 등급화 공지 완료

- 일반수탁기관(42기관) 및 전문수탁기관(29기관) 등급화 결과 공지

4. 2020년도 인증심사 길라잡이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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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부연구용역사업

(1) 국민건강보험공단
- 통합 3주기 의원급 검진기관평가 전문영역 위탁심사용역

서면조사 근거자료 심사 중
정산 준비 중

(2) 국립암센터 
- 2019년 암검진 질관리

대장암 검진기관 시약평가 완료
온라인 교육 문제은행 난이도 분류 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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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회 소식

1. 영남지회

1) 2019년 12월 영남지회 집담회 개최

- 일시: 2019년 12월 13일(금) 오후 4:30
- 장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5층 세미나실
- 참석 인원: 47명
- 집담회 순서

     

 4:30~5:00 신규검사실 rounding
연수강좌
 5:00~5:30 BRCA RNA Sequencing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전창호)
 5:30~6:00 hsTnI 검사를 이용한 심혈관 위험도 평가 – 무증상 일반인 대상 
           (한국애보트 정혜영)
 6:00~6:15 Coffee break
증례발표

 6:15~6:30 Macrothrombocytopenia with family history (부산대학교병원 류성은)

2) 2020년 영남지회 회장 선출

- 회장: 울산대학교병원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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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청지회

1) 2019년 8차 충청지회 집담회

-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 장소 : 대전 롯데시티호텔 18층 씨카페 키위룸
- 연제 및 연자

Human papillomavirus (HPV) 검사 및 한국에서의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제안 
     (경희의대 이우인 교수)

ElecsysⓇ Growth Hormone 제품 소개 (hGH, IGF-1) (한국로슈 이혜순)

2) 2019년 9차 충청지회 집담회

-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 장소 : 대전 롯데시티호텔 1층 루비룸
- 연제 및 연자

유전성 대사질환의 선별과 진단 (순천향의대 이용화 교수)
Next Generation Coagulation Analyzer: CN-series (시스멕스코리아 김희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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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남지회

1) 95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19년 12월 12일(목)
- 장소 :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중소연회장
- 참석 인원: 51명
- 프로그램

교육연수 프로그램 I

  최신 자동화면역검사기기의 비교 (가톨릭관동의대 이혜영)

  체강액에서의 종양분석 – 형태학적 측면 (원광의대 이영진)

  CBC 검사의 간섭문제 해결 (전남의대 이준형)

교육연수 프로그램 II

A rapid and simple hematology-based early sepsis detection solution: Early 
Sepsis Indicator (ESId) (한국베크만쿨터 이지애)

Beckman Coulter immunoassay solution – Explore innovation for your 
laboratory (한국벡크만쿨터 전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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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회원 동정

1.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 일시: 2019년 12월 17일

2) 장소: 제2차 의료정보정책 공개 포럼

3) 수상: 성문우 (서울의대 교수), 정영준 (나사렛국제병원 의료정보소장)
 난치성 희귀질환 등의 진단 및 연구 등에 열성적으로 활동한 공로와 보건의료정보표준화에 
있어 진료정보교류 체계 구축 및 활용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
상함. 

2.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 일시: 2019년 11월 10일

2) 장소: 2019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 포상 시상식 (엘타워 매리골드홀) 

3) 수상: 장미애 (순천향의대 교수)
 유전 진단 분야에서 우수 연구를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진 연구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장
관 표창을 수상함.  

3. 부산광역시의사회 제38회 의학대상 학술상

 1) 일시: 2019년 11월 16일

2) 장소: 2019년도 제44회 부산광역시의사회 학술대회 및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 기념
행사 (부산롯데호텔 3층)

3) 수상: 신정환 (인제의대 교수)
 

4.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포스터상 (Best Poster Awards)

 1) 일시: 20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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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Genetic Society of Korea 2019 (CHA 
Bio Complex)

3) 수상: 김영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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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공지 사항

1. 학회 사무국 업무 안내

- 학회 사무국에서는 방대한 학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 5명의 직원이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2. 재단 사무국 업무 안내

- 학회 사무국 역시 방대한 재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 4명의 직원이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직원별 직통 전화번호 및 메일주소 없이, 공통 전화
번호 및 메일주소를 사용합니다.

성명(직급) 주요 업무 전화번호(직통) 이메일

이소라(실장)
재무, 수련, 고시, 집담회, 
학술상

02-795-9914
(070-4436-3305)

kscp1@kams.or.kr

도은경(보험부장) 보험
02-795-9914
(070-4464-2235)

kscp5@kams.or.kr

김희순(과장)
춘계심포지엄, LMCE, 학
술, 감염관리교육평점

02-795-9914
(070-4436-3303)

kscp3@kams.or.kr

이유진(과장)
ALM, LMO, 교육(교과서
편찬, 책임전문의평점)

02-795-9914
(070-4436-3304)

kscp2@kams.or.kr

오혜연(대리)
해외학술대회 지원, 회원공
지, 진단혈액학회, 진단면
역학회

02-795-9914 kscp4@kams.or.kr

성명 주요 업무 전화번호 이메일

권리나
김문희

법인 회계 및 법인 관련 행정업무

02-797-9123 lmf@lmf.or.kr임경민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 심사 업무 

최윤선 검진기관 관련 연구사업 업무

mailto:lmf@lm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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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bott UNIVANT Award 안내

1) 소개

 진단검사의학과와 임상의, 환자, 행정부서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합 임상 케어 
(Integrated Clinical Care) 문화의 정착을 통한 “측정가능한 의료서비스의 향상(Measurably 
Better Healthcare Performance)”를 위하여 애보트가 다양한 국제 파트너들과 진행하는 프
로젝트입니다. 
 2020년 UNIVANT 수상에 특별상인 “Best of Asia Award”가 편성되어 2020년 2월 28일까
지 제출된 사례 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출된 사례를 우선 심사하여 IFCC 2020 
WorldLab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2) 지원 조건

(1) 최소 3분야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
(2) 환자진단에 기반한 정보들을 혁신적인 방법으로 통합임상케어 경로에 활용한 팀
(3) 헬스케어 전반(환자, 의료진, 의료행정 및 심사기관 등)에 걸친 주요핵심성과지표를 

이용해 측정 가능한 형태로 새로운 통합임상케어 경로에의 영향과 성과를 입증한 팀

3) 지원 방법

(1) UnivantsHCE.com을 통해 지원 가능 
(2) 지원기간: ~ 2020년 2월 28일(금)

4) 지원 형식, 규격 및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

(1) 문의: 한국애보트 진단의학사업부 (02-342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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