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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각 위원회 소식
 

1. 편집위원회

1) 학술지 진행 상황

(1) 2020년 40권 5호 4월 22일 발간완료 15편 (Sep. issue)        
 (의편협 납본 완료일: 2020년 4월 13일)

 (Pubmed 게시 완료일: 2020년 4월 22일)

분야 진단
혈액학

임상
화학

임상
미생물학

진단
면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검사
정보

진검
기타 합계

Editorial - - 1 - - - - - 1

Review - - - - - - - - -

원저 1 - 1 3 - - - - 5

단신 1 - - - - - - - 1

증례 - - - - - - - - -

Letter 2 - 1 2 1 1 - - 7

가이드라인 - - 1 - - - - - 1

Erratum - - - - - - - - -

합계 4 - 4 5 1 1 - - 15

(2) 2020년 40권 6호 6월 19일 발간완료 10편 (Nov. issue)        
 (의편협 납본 완료일: 2020년 6월 11일)

 (Pubmed 게시 완료일: 2020년 6월 19일)

분야 진단
혈액학

임상
화학

임상
미생물학

진단
면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검사
정보

진검
기타 합계

Editorial - - - - - - - - -

Review - - - - - - - - -

원저 - 4 1 - - - - - 5

단신 - - - - - - - - -

증례 - - - - - - - - -

Letter - 1 1 - 1 1 - - 4

가이드라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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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투고 현황 (2020년 6월 30일 현재)

항목 신청
접수 심사중 저자

수정중
게재
추천

교정
의뢰

교정
완료

논문
게재

(출판 전)

게재거부 
또는 취소

(최근3개월)
편 수 0 15 14 - 31 - - 121

소계 29 31 - 121

→ 게재거부율(2019년 3월 30일 ~ 2020년 6월 30일): 121/175 = 69%

(4) 월별 논문 투고 상황 (202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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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49 31 41 46 39 31 486
20 년 47 49 48 51 58 59

2) Impact Factor 누적 추이

ALM

2013년 1.481

2014년 1.417

분야 진단
혈액학

임상
화학

임상
미생물학

진단
면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검사
정보

진검
기타 합계

Erratum - - 1 - - - - - 1

합계 - 5 3 - 1 1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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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KJLM: 1.309
(출처: Web of Science)

2020 2019 2018

1월 (2020.01.07.) 375/137=2.73723 (2019.01.04.) 336/137=2.45255 (2018.01.09.) 279/155=1.8000

2월 (2020.02.05.) 389/137=2.83942 (2019.02.12.) 354/137=2.58394 (2018.02.01.) 285/155=1.8387

3월 (2020.03.10.) 396/137=2.89051 (2019.03.11.) 357/137=2.60584 (2018.03.12.) 92/155=1.88387

4월 (2020.04.07.) 401/137=2.92700 (2019.04.03.) 359/137=2.62043 (2018.04.04.) 292/155=1.88387

5월 (2020.05.13.) 402/137=2.93431 (2019.05.07.) 361/137=2.63503 (2018.05.04.) 294/155=1.89677

6월 (2020.06.02.) 404/137=2.94891 (2019.06.11.) 363/137=2.64963 (2018.06.07.) 298/155=1.92258

(2020.06.30.) 2019 IF 발표 2.803

7월 (2019.07.29.) 197/137=1.43796 (2018.07.10.) 158/137=1.15328

8월 (2019.08.12.) 204/137=1.48905 -

9월 (2019.09.05.) 241/137=1.75912 (2018.09.10.) 231/137=1.6861

10월 (2019.10.10.) 270/137=1.97080 (2018.10.25.) 266/137=1.9416

11월 (2019.11.12.) 299/137=2.18248 (2018.11.07.) 286/137=2.08759

12월 (2019.12.03.) 328/137=2.39416 (2018.12.06.) 314/137=2.29197

2020년 06월 02일 기준 IF

현재 IF 전년도 IF

2020년 06월 02일 (2020.06.02.) 404/137=2.94891 (2019.06.11.) 363/137=2.64963

3) 기타 완료 사항

(1) TOC 발송 누적

ALM

2015년 1.870

2016년 2.174

2017년 1.916

2018년 2.635

2019년 2.803

 Vol. No. 발송일 발송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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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월 5일 ALM 투고규정 변경 완료

(3) 3월 20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실태점검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지 – 설문에 응답 완료

(4) 3월 21일 [의편협] 2020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서면결의 참여 요망 – 서면결의 참여 완료

(5) 3월 23일 [한국연구재단] 2020년도 해외DB 등재학술지의 학술지평가를 위한 해외DB 등재유지 
확인 절차 안내 - 자료 공문으로 회신 완료

(6) 4월 22일 DOI, PMC, PubMed를 담당했던 xmlink에서 M2로 변경 함.(의편협 결정사항에 
따른 후속조치)

(7) 4월 30일 한국연구재단 해외DB학술지평가 제출 완료

(8) 5월 11일 ALM 홈페이지 리뉴얼 인포랑과 계약 완료

(9) 6월 25일 ALM 발전자문위원 서면회의

 Vol. No. 발송일 발송건수

38권 4호 18년 04월 05일   7,199명

38권 5호 18년 05월 28일   7,554명

38권 6호 18년 07월 24일   7,687명

39권 1호 18년 09월 20일   8,069명

39권 2호 18년 11월 19일   8,473명

39권 3호 19년 01월 22일   8,911명

39권 4호 19년 03월 04일   9,151명

39권 5호 19년 05월 03일   8,880명

 39권 6호 19년 07월 02일   9,117명

 40권 1호 19년 08월 23일   9,527명

 40권 2호 19년 10월 29일   9,818명

 40권 3호 19년 12월 24일  10,251명

 40권 4호 20년 02월 20일  10,531명

 40권 5호 20년 04월 22일 11,054명

 40권 6호 20년 06월 19일 11,5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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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월 1일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의 2019 JCR Impact Factor 회원공지

4) 기타 예정 사항

(1) ALM 홈페이지 리뉴얼

(2) SNS 홍보 인포랑과 계약 완료 후 40권 6호부터 홍보 진행 (트윗계정: @AnnLabM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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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위원회 

1) 보고사항

회신 일시‧호 내용
2020-03-18
2020-135호

‘적혈구의 동결처리, 냉동보관 및 해동료’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2020-03-27
2020-147호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진행 중인 유방암 선별용 혈액(보조) 검사 의사업
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보험연구팀]

2020-04-13
2020-162호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
요청 [대한의사협회-보험연구팀]

2020-04-10
2020-160-1호
2020-04-24

2020-160-2호

비급여 3개(트립타제, 파디아톱(Phadiatop) 아토피스크린검사, 호산구양이온단백
농도측정검사) 항목의 급여화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2020-03-18
2020-137호

‘ADAMTS-13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0-03-25
2020-146-1호
2020-04-06

2020-146-2호

비급여 12개* 항목의 급여화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12개 항목: ⓐ아밀로이드 A ⓑ혈청간섬유화검사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검사 [Hybrid 
Capture Assay법] ⓓ종양괴사인자 TNF α ⓔ종양괴사인자 TNF β ⓕ기타 검사-HGV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기타 검사-HDV DNA PCR검사 ⓗ기타 검사-인유두종바이러스 E6/E7 
mRNA 검사 [Real-Time NASBA] ⓘ중합효소연쇄반응법-Acanthamoeba ⓙ중합효소연쇄반응
법-Aspergillus ⓚ기타 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MRSA ⓛ기타 검사-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
균 유전자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2020-03-25
2020-145-1호
2020-04-24

2020-145-2호

‘Kit를 이용한 총면역글로불린E 검사’ 외 4건의 행위 재분류 및 급여기준 검토를 
위하여 추가의견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0-03-23
2020-143호

신의료기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에 사용되는 3E PRP 등 13품목(기존 
혈액원심분리장비를 이용하는 치료재료)에 대한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
료재료등재부] 

2020-04-22
2020-173호

‘항-Infliximab 항체 정량[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0-04-10
2020-161-1호
2020-04-20

2020-161-2호

‘Kit를 이용한 총면역글로불린E 검사’ 외 4항목에 대한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
견요청 [대한의사협회-보험연구팀]

2020-04-17
2020-165호

‘유전성 난청 다종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의 세부사항 항목분류 
및 급여기준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0-04-20
2020-168호

‘NUDT15 유전자[염기서열검사]’의 행위분류, 공식 유전자명, 급여대상여부, 급여
기준 설정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0-04-13 
2020-163호

‘마102다 치료적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 설정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
사협회-보험팀]

2020-05-11
2020-194호

‘SBF1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의 행위분류, 공식 유전자명, 급여대상여부,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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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공지

(1) 코로나19 무자격자 진단검사비 청구방법 및 일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
-1185호) 

  - 주요내용: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청구접수 예정 (청구시기: 2020년 5월 1
일 이후)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0호)  

  - 주요내용: 누840 조직형검사란 중 누840나(04)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란 신설 등 (시행일: 
2020년 4월 1일)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공
고 일부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137호)  

  - 주요내용: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중 핵산증폭 관련 심사조정 신설 (시행일: 2020년 3월 26

회신 일시‧호 내용
2020-04-22
2020-170호

성매개 감염 원인균 관련 2가지 행위(ⓐ성매개 감염 원인균 12종에 대한 단독 또
는 동시검사[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성매개 감염 원인균 4종에 대한 동시 또
는 단독 검사_A, B, C)에 대한 행위재분류 및 세부사항 항목 고시에 대한 의견요
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0-06-17
2020-231호

‘탄수화물 결핍 트랜스페린 [전기영동법]’에 대한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0-06-05
2020-216호

‘대변 세균총 이식’에 대한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0-06-12
2020-224호

‘BRAF V600E 유전자, 돌연변이[핵산증폭법]’의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0-06-01
2020-212호

‘항헤파린-PF4항체[화학발광면역분석법]’ 급여 전환시 지정수가 및 급여기준 설정
에 대한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2020-06-17
2020-233호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등 선별급여 3항목 적응증에 대한 의견요청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평가부]

2020-06-17
2020-232호

혈액성분 분리기에 사용되는 일회용 수혈용 채혈세트인 ‘SPECTRA OPTIA 
EXCHANGE SET’를 적혈구 교환 시에도 사용 가능토록 중분류 신설 및 상한금
액 인상에 대한 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치료재료등재부]

2020-06-10
2020-222호

‘베타-엔도르핀’ 등 내분비질환 관련 비급여 20항목에 대한 급여화 검토를 위해 
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2020-06-15
2020-227호

‘C형간염, HIV 항체 동시 검출 동시검사’ 수가 신설 등에 대한 검토 중 상대가치
점수 산출을 위해 직접비용 추가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0-07-01
2020-252호

'CYP2C19 유전자 [중합효소 연쇄반응-교잡반응]'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
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0-06-29
2020-244호

‘나583(2) 비유전성 유전자검사-PCR PAGE [(01)STR Makers]’ 급여기준(안)에 
대한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보험팀]

2020-06-29
2020-243호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생애주기별 건강보험체계에 아동 
청소년(6세 이상 20세 미만)의 건강검진 포함) 관련 의견조회 [대한의사협회-보험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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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진단검사 관련 진료비 청구 
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1891호)  

  - 주요내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
2020-31호, 2020.2.7.시행) 1.가.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검사비와 진단검사외 진료내역은 명세서
를 분리하여 청구 (건강보험과 동일)

(5)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76호) 

  - 주요내용: '카바페네마제(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 [일반면역검사]' 등을 [별표
1]에 추가 (시행일: 2020년 4월 14일)

(6) ‘2020년 제7차 제한적 의료기술 [국고지원] 신청 공고 홍보’ 협조 요청(한국보건의료연
구원 근거창출지원팀-358호)

  - 주요내용: (대상 의료기술) TEG platelet mapping system을 이용한 혈소판 약물반응검사(아스
피린, P2Y12)

(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93호) 

  - 주요내용: [별표2] 1. 행위에 'M2BPGi[정밀면역검사]', 'NK 세포활성도검사-정밀면역검사' 항목
의 재평가 주기 결정사항 반영 (시행일: 2020년 6월 1일)

(8) 코로나-19 NOS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적용 변경 관련 안내 (통계청 통계기준
과-1066호)

(9) 2020년도 3월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책자 파일 안내 (대한의사협회 제821-1600호) 

(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6호)

  - 주요내용: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란을 신설 및 행위 비급여 목록 중 ‘노-241 당
알부민 Glycoalbumin’ 삭제 등 (시행일: 2020월 7월 1일)

(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 

  - 주요내용: 누-031라. 분변잠혈 정밀면역검사(정성)_간이검사 신설, 누-132 혈소판기능검사란 항
목 재분류,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란 신설 등 (시행일: 2020년 6월 1일)

(1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03호)

  - 주요내용: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의 항목 재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변경 (시행일: 2020년 
6월 1일)

(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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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10호)
  - 주요내용: 분별잠혈 검사, ADAMTS-13 활성도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시행일: 2020년 6월 

1일)

(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8호) 

  - 주요내용: 누-016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신설 (시행일: 2020월 7월 1일) 

(15)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70호)

(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19호)

  - 주요내용: ‘KL-6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란 선별급여(본인부담률 90%) 신설 (시행일: 2020년 7
월 1일)

(1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호) 

  - 주요내용: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0년 7월 1일) 

(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
여과-2494호) 

  - 주요내용: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대상, 1인 격리한 경우 격리실 입원
료 1일만 산정 등 (2020년 5월 13일 진료분부터 적용)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해외 방문 입국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 제공기간 변경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372호)

  - 주요내용: 해외 방문 입국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 정보 제공기간을 21일에서 14일로 변경 (2020
년 6월 16일부터)

(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30호)

 - 주요내용: 선별급여 목록(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문구 정정 (시행일: 2020년 7월 1일) 

(21) 「2020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456호)
 - 주요내용: 평가대상 2019.1.1. ~ 2019.12.31. 동안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인 의료기관 등

(22)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결과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4부-216호) 

(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

 - 주요내용: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란 신설, (별첨) 세부기준 중 'TPMT Gene 검사의 



정확한 진단의 길,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늘 함께 합니다.

                                                                                                              e-Newsletter Vol. 51    13

급여기준'란 및 'BRCA1 Gene, BRCA2 Gene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각각 신설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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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MO 편집위원회 

1) LMO 홈페이지 변경

(1) 변경사유

- DOI prefix 변경 방지
기존에는 의편협과 XMLink가 MOU를 통해 동일한 prefix를 받아 운영하고 의편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의편협과 XMLink 간 MOU가 종료됨에 따라 XMLink에서 계속 홈페이지 운영 
시 DOI prefix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관리일원화
현재 LMO 홈페이지는 XMLink에서, 투고시스템은 인포랑에서 관리하고 있음. 이를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 비용절감
XMLink의 경우 인포랑에 비해 유지보수비용은 저렴하나 편당 full text 구축비용, Cited by 
Crossref 등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인포랑으로 관리업체를 변경할 경우 연간 230만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됨(연간 50편 게재 기준).

(2) 진행상황

- 인포랑과의 착수회의에서 구성, 개발한 홈페이지 초안을 바탕으로 LMO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보완 중

- 10권 3호(7월호)부터 적용 후, 추후 2~3개월 간 지속적으로 보완 예정

   
   (3) 초안화면

인포랑 XMLink
유지보수비용 월 10만원(부가세 별도) 년 50만원(부가세 별도)
Full Text 구현, Cited by 
Crossref Crossmark

편당 7만원(부가세 별도) 편당 13만원(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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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고 논문 Processing 현황(2020년 6월 25일 현재)

항목 접수 심사중
저자

수정중

참고문헌교정/
영문교정/ME

Final 
Editing 

EIC 
approval교정중 교정완료

편수 0 12 8 15 0 0 12
합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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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위원회 

1) 학회 홈페이지 내 COVID-19 자료

(1) 진단검사정보실 아래 COVID-19 자료실

- 코로나19-정보알림: 7월 초 기준 148건의 자료 게시 (언론스크랩/학회공지/정부자료/
기타)
- 코로나19-FAQ: 6가지 진단검사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FAQ 게시
- 코로나19-Q&A: COVID-19 검사와 관련된 주요 Q&A v.3 게시

2) 코로나19 진단검사 홍보영상

(1) 한글판 제작/발표(2020.03.22.) 

- 제목: 코로나19 진단검사 어떻게 할까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식)

(2) 영문판 제작/발표(2020.04.14.)

- 제목: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shares how the diagnostic test 
for COVID-19 is conducted in South Korea

3) 제7호 회원명부 제작 진행 상황

(1) 6월 말 기준 현황

- 동의 563명
- 미응답 400명 이상

(2) 진행 상황

- 이메일/뉴스레터/문자 안내, 학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미응답 회원님들께 회
원명부 제작에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동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및 개인정보 
수정 등록에 적극적인 참여 요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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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위원회 

1) 교과서 진단검사의학 제6판 편찬

(1) 집필인원: 연 366명

(2) 진행상황

- 95% 이상 원고 제출 완료
- 현재 분야별 세부편찬위원회에서 감수작업 진행 중 

(3) 출간예정: 2021년 2월

2) 진단검사의학 용어집 개정

(1) 개정분야

- 용어번역
- 용어정의 

(2) 진행상황

- 전문분과위원회 의견 수렴 및 최종 검토 완료
- 현재 출판사 조판 작업 진행 중 

(3) 발간예정: 2020년 9월(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창립40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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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단 소식
 

1.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현장심사 전면취소로 인한 서류심사 진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올해 예정되었던 현장심사를 전면취소하고 서류심사로 
대체 시행 예정
- 예외적으로 분야 추가, 검사실 이전으로 인한 검사실 운영 심사, 수탁심사와 같은 1인 심
사원이 나가는 심사와 신규기관에 대한 심사는 현장심사로 진행

2.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1) 2020년 2~5월 검사실신임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 총 40 기관 (현장심사 : 0기관 / 서류심사 : 40기관)

서류 심사 : 36 기관 (일반기관 : 32 기관, 수탁기관 :  4 기관)
신규 기관 : 3 기관
분야 추가 :  1 기관

3. 2020년 제1차 문항관리부 워크숍 개최
  

- 일시: 2020년 6월 29일(월) 14:00~18:00

4. IEEE(ISQua) Standards 인증 유지 사업

- ISQua 2nd Progress Report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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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회원 동정
 

1. 수상

◇ 원광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국가 수혈 안전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성과 안전 
수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2020년 7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 황현용 (고신의대 졸업, 고신대학교병원 수련, 現 고신의대): 새로운 항암제 감수성 검사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연구한 공로로 2020년 7월 19일 제27회 의당학술상 수상.

2. 보직 변경

◇ 박창훈 (서남의대 졸업, 삼성서울병원 수련): 2020년 3월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진단검
사의학과 조교수 임용.

◇ 서헌석 (한양의대 졸업, 한양대학교병원 수련): 2020년 3월 씨젠의료재단 씨젠대구경북검사
센터 대표원장 부임.

◇ 이경원 (연세의대 졸업, 세브란스병원 수련): 2020년 3월 서울의과학연구소 SCL 아카데미 
원장 부임. 

3. 학회 임원 및 회원 선출 

◇ 용동은 (연세의대 졸업, 세브란스병원 수련, 現 연세의대): 2020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
원 선출. 

◇ 한진영 (부산의대 졸업, 부산대학교병원 수련, 現 동아의대): 2020년 국제진단혈액학회
(ISLH) 이사 선출.

◇ 한진영 (부산의대 졸업, 부산대학교병원 수련, 現 동아의대): 2020년 국제혈전지혈학회
(ISTH) Membership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회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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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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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시: 2020년 9월 23일(水) - 25일(金)

2) 장소: 인천 송도 컨벤시아

3) 등록

- 현장 참가 등록: 2020년 7월 25일(土)까지
- 온라인 참가 등록: 2020년 8월 23일(日)까지
- 현장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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