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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회장 인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박 찬 정

  존경하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COVID-19)으로 인하여 답답하고 불안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아

직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만간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6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20년 춘계심포지엄’이 취소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크지

만, COVID-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발맞추려는 고육책이었음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는 질병관리청, 우리 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등의 협력으로 조기

에 정착되었으며, K-방역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고 K-방역 모델을 외신에서도 극찬하는 상

황입니다. 그러나, 연말을 앞두고 코로나19는 지역유행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감염자 수의 증

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시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회원님들,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개인 방역 지침을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진단검사의학회 회원으로서 코로나19 검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사의 개발과 도입, 평가에도 

매진하시고, 2021년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무사히 뵐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박 찬 정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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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이사장 인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권 계 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비롯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묵묵히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소임을 다해 검사

실, 더 나아가 국가방역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혼란하고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의학회 임직원 및 회원님들의 노

력으로 2020년 학회의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감염관리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진단검사라는 말이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

도록 코로나19 진단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국가방역의 큰 축이 되었습니다. 교과서편찬위원회는 새로운 

진단검사의학 용어집 발간과 새로운 교과서 집필을 마치고 2020년말 발간 준비를 하고 있어 곧 새로운 교

과서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보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회원명부집을 발간하게 되어 학

회 업무 및 회원들 상호간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단검사의학은 그 동안 전문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던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진단검사의학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전문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

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학회는 높아진 위상에 맞게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체계적으

로 모아 반영하고 정부, 의료계, 산업계 등 다양한 기관과 조직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회의 의

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권 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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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각 위원회 소식
 

1. 교육위원회

1) 진단검사의학 용어집 개정판 발행 (2020년 12월 1일)

(1)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용어집개정위원회(위원장: 전사
일)에서 1년 6개월여간의 개정 작업 끝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진단검사의학 주요 용어들에 대한 번역 및 해설까지 담고 있어 진단검사의학 관련 종사자
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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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위원회 

1) LMCE 2020 Part II 보고

(1) 배경: COVID-19 사태 악화로 인해 LMCE 2020 & KSLM 61st Annual Meeting 
(2020.9.23.~25.)이 전면 온라인 개최로 진행됨에 따라 준비했던 일정이 전면 조정됨. 오프라
인 개최에 맞추어 준비되었으나 시간 배정상 불가피하게 9월 학술대회 기간 동안 진행되지 
못한 세션들을 11월에 VOD 시청 형식으로 진행함.

(2) 일시: 11월 25일(수) ~ 27일(금) (평점은 25일에만 부여되고, 1시간에 1평점으로 인정, 최
대 6평점)

(3) 방법: VOD 시청 형식으로 진행

(4) 참석자: 354명(25일), 107명(26일), 53명(27일)

(5)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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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집위원회

1) 학술지 진행 사항

(1) 2020년 41권 2호 10월 16일 발간완료 18편 (Mar. issue)        
 (의편협 납본 완료일: 2020년 10월 08일)

 (PubMed 게시 완료일: 2020년 10월 16일)

분야 진단
혈액학

임상
화학

임상
미생물학

진단
면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검사
정보

진검
기타 합계

Editorial - - - - - - - - -

Review - - - - - 1 - 1 2

원저 - 2 1 2 - 2 - - 7

단신 - - 3 - - - - 1 4

증례 - - - - - - - - -

Letter 2 - 2 - - 1 - - 5

가이드라인 - - - - - - - - -

Erratum - - - - - - - - -

합계 2 2 6 2 - 4 - 2 18

(2) 2020년 41권 3호 12월 16일 발간예정 16편 (May issue)        
 (의편협 납본 완료일: 2020년 12월 08일)

 (PubMed 게시 완료일: 2020년 12월 16일)

분야 진단
혈액학

임상
화학

임상
미생물학

진단
면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검사
정보

진검
기타 합계

Editorial - - - - - - - - -

Review - - - - - - - - -

원저 1 2 2 2 - - - 7

단신 - 1 1 - - - - - 2

증례 - - - - - - - - -

Letter 2 1 - 1 - 3 - - 7

가이드라인 - - - - - - - - -

Erratum - - - - - - - - -

합계 3 4 3 3 - 3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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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투고 현황 (2020년 12월 01일 현재)

항목 신청
접수 심사중 저자

수정중
게재
추천

교정
의뢰

교정
완료

논문
게재

(출판 전)

게재거부 
또는 취소

(최근3개월)
편 수 0 7 15 - 30 - 17 108

소계 23 30 17 108

→ 게재거부율(2020년 09월 01일 ~ 2020년 12월 01일): 108/142 = 76.1%

(4) 월별 논문 투고 상황 (2020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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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57 68 49 46 47 0

2) Impact Factor 누적 추이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ALM 1.481 1.417 1.870 2.174 1.916 2.635 2.803

 *2013년 KJLM: 1.309
(출처: Web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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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19 2018

1월 (2020.01.07.) 375/137=2.73723 (2019.01.04.) 336/137=2.45255 (2018.01.09.) 279/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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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55=1.896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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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6.30.) 2019 IF 발표 2.803

7월 (2020.07.20.) 182/140=1.30000 (2019.07.29.) 197/137=1.43796 (2018.07.10.) 158/137=1.15328

8월 (2020.08.04.) 207/140=1.47857 (2019.08.12.) 204/137=1.48905 -

9월 (2020.09.02.) 240/140=1.71428 (2019.09.05.) 241/137=1.75912 (2018.09.10.) 231/137=1.6861

10월 (2020.10.05.) 280/140=2.00000 (2019.10.10.) 270/137=1.97080 (2018.10.25.) 266/137=1.9416

11월 (2020.11.18.) 362/140=2.58571 (2019.11.12.) 299/137=2.18248 (2018.11.07.) 286/137=2.08759

12월 (2020.12.01.) 373/140=2.66429 (2019.12.03.) 328/137=2.39416 (2018.12.06.) 314/137=2.29197

2020년 12월 01일 기준 IF

현재 IF 전년도 IF

2020년 12월 01일 (2020.12.01) 373/140=2.66429 (2019.12.03) 328/137=2.3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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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완료 사항

(1) Table of content 발송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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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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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권 1호 20년 06월 19일  11,578명

41권 2호 20년 08월 26일  12,2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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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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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월 11일 ALM 홈페이지 리뉴얼 인포랑과 계약 완료

(9) 5월 11일 SNS 홍보 인포랑과 계약 완료, 40권 6호부터 홍보 진행 중 
(트윗계정: @AnnLabMed)

일자 팔로잉 팔로워

2020-06-29 415 78

2020-07-15 472 95

2020-07-28 513 103

2020-08-28 662 150

2020-09-29 852 227

2020-10-30 1134 259

2020-11-26 1367 357
  

(10) 6월 25일 ALM 발전자문위원 서면회의

(11) 7월 1일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의 2019 JCR Impact Factor 회원공지

(12) 8월 12일 ALM 4차 편집회의

(13) LMCE2020 학회 때 학술상, 우수심사위원상 시상  
- 학술상: 허미나(최우수논문상), 이수연(우수논문상), 윤여민(우수논문상)
- 우수심사위원상: 강성호(진단혈액학), 강소영(임상화학), 박정수(임상미생물학), 

이종한(진단면역학/수혈의학), 서수현(분자유전/기타진단검사의학)

(14) 9월 2일 DOI, PMC, PubMed를 담당했던 M2에서 인포랑으로 변경

(15) 11월 18일 ALM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및 회원공지

(16) 인포랑 TOC 및 디자인 담당자 변경

(17) 11월 27일 한국연구재단 게재논문의 철회에 따른 후속 조치 요청에 대해 12월 4일 공문 
발송

4) 기타 예정 사항

(1) 41권 3호 12월 16일 발간 예정

(2) 홈페이지 Editorial Board 수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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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월 24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홈페이지 무상지원 신청 완료 승인 진행 중

(4) 2019년 12월 ~ 2020년 11월까지 사용한 클레이베이트 비용 집행 예정

(5) 2021년 연하장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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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위원회 

1) 보고사항

회신 일시‧호 내용
2020-09-11
2020-335호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의 요양급
여 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0-10-05
2020-357호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관련 행위의 명칭, 급여기
준 설정 시 적응증, 구체적인 검사방법 등에 대한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0-09-11
2020-334호

NECA에서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유전자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에 
대해 비급여 적용일자 이후 사용현황(실시건수, 실시기관수) 요청 [한국보건의료연
구원 재평가사업단]

2020-09-16
2020-342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 검사[전기화학발광면역측정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
평가부]

2020-09-02
2020-313호

선별급여 항목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 (2017.9.1.시행)’의 적합성평가 관
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평가부]

2020-09-14
2020-337호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급여전환 관련 의견 재요청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예비급여부]

2020-09-14
2020-336호

‘안드로스테네디온’ 급여전환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
부]

2020-09-16
2020-340호

수혈 적정성 평가의 일부 지표에 평가 결과값 또는 평가대상에 영향을 주는 헤모
글로빈 검사 결과로 적용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 검사방법의 범위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평가2부]

2020-09-16
2020-341호

‘Aspergillus PCR’의 급여전환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
여부]

2020-10-12
2020-362호  

‘CYP2C19 유전자 [중합효소 연쇄반응-교잡반응]’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0-09-28
2020-351호

‘미량알부민검사’ 급여기준(측정범위, 소변 알부민 정량검사) 관련 의견요청 [건강
보험심사평가원-급여혁신부]

2020-10-21
2020-373호

급여화 관련 항목 ‘트립타제’의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
한의사협회-보험연구팀]

2020-10-16
2020-371호

‘Pheochromocytoma/Paraganglioma(PPGL)’ 관련 모든 PPGL에서 genetic 
testing이 필요한지, NGS를 시행할 경우 포함될 gene의 범위 등에 대한 의견요
청 [대한내분비학회]

2020-10-14
2020-365호

‘코로나19, 독감 동시검사’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0-10-07
2020-360호

‘프레비미스정, 프레비미스주 급여기준 관련 PCR, antigen 검사의 장단점 및 필
요성 등에 대한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2020-10-23
2020-378호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고시 제2020-163호)에 대한 적응증 
확대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보험팀]

2020-10-28
2020-381호

’동종혈청 안약치료‘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
기술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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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공지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4호) 

 - 주요내용: ‘누014 프로칼시토닌의 급여기준' 및 ‘누100 응고기능기본검사-활성화 부분트롬보플라
스틴시간(간이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나580 유전성유전자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중
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중 (10)RNF213 Gene, p.R4810K란 신설 등 (시행일: 2020년 9월 1일)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5호) 

 -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하여 누658 핵산증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취합검사의 급여기준란 신설 (시행일: 2020년 9월 21일)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합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08호)

회신 일시‧호 내용
2020-11-11
2020-399호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등 선별급여 3항목 상대가치점수(직접비용) 관련 의견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평가부]

2020-03-11
2020-398호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BRAF, ROS1, EGFR 유전자를 포함한 23종 유전자 정성검
사[염기서열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료기술등재부]

2020-11-04
2020-393호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0-10-28
2020-383호

‘항핵항체 정성검사[정밀면역분석법]’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0-11-6
2020-395-1호

2020-11-9
2020-395-2호

‘디다이머 정량 검출법(형광면역측정)’과 ‘비타민 디 정량 검출법(형광면역측정)’ 
수가 신설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0-11-13
2020-402호

‘항-Infliximab 항체 정량 [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하여 수가분류
(안)과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 및 연간 실시 예상건수 등에 대한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0-11-13
2020-4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누743가 총면
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의견조회 [대한의사
협회-보험팀]

2020-11-23
2020-408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항원 검사(ICA로 비인두 검체에서 중증 급성 호흡
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SARS-CoV-2) Antigen을 정성 보고하는 검사)’에 
대한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0-11-25
2020-415호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고시 제2020-163호, 2020.8.1.) 관련 
'폐이식' 및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 적응증 확대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요청 
[대한의사협회-보험팀]

2020-12-2
2020-426호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관련 상대가치점수 산출을 
위한 근거자료(직접비용) 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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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코로나19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의무 사항 추가 안내 등 (시행일: 2020년 9월 21일)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0호) 

 - 주요내용: 유전성 유전자검사 SBF1 Gene 급여기준 신설 등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추가 안내(코로나-19 응급사용 코드) (통계청 통계기준과
-2175호) 

 - 주요내용: U08 코로나-19의 개인력, U09 코로나-19 이후 병태, U10 코로나-19와 관련된 다발
계통염증성증후군 코드 신설

(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30호) 

 - 주요내용: ‘누-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가.분획분석’ 항목 신설(시행일: 2020년 11월 1
일) 

(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8호) 

 - 주요내용: ‘누-421-1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 가. 분획분석’란 신설, ‘누-623 핵산증폭 나. 정성
그룹 2’란 신설, ‘누-693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 2’란 신설 등 (시행일: 2020년 11월 1일) 

(8) 2019년(2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1년(4차)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평가2부-389호)

 - 주요내용: (지표명 변경) 지표4.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설) 지표5.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3호) 

 - 주요내용: 알파피토프로틴 동종효소-분획분석 급여기준 신설 등 18항목 개정 (시행일: 2020년 11
월 1일) 

(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1호) 

 - 주요내용: 누-321 갑상선관련항체 주2. 생물발광법, 누-625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
응법], 누-814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항목 신설 등 (시행일: 2020년 12월 1일)

(11)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48호)  

 - 주요내용: 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위원회의 최대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대상심의 과
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제2항, 제4조제5항), 나. 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 기준의 검토범위를 확대하여 혁신의료기술의 임상 사용을 활성화함(별표1) (시행일: 공포한 날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

(12)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20-249호)  

 - 주요내용: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활성화를 위해 일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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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중에도 통합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일: 공포한 날(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  

(13)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50호)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재검토기한 
만료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정비 (시행일: 발령한 날(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  

(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4호) 

 - 주요내용: 누-743총면역글로불린 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항목 신설, 누-788-1 항카디오
리핀/항베타2 당단백I항체 항목 신설 (시행일: 2020년 12월 1일)

(1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55호)  

 - 주요내용: 총면역글로불린 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항목 신설 (시행일: 2020년 12월 1일)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
부 고시 제2020-259호, 제2020-260호) 

 - 주요내용: 긴급사용승인제도로 적용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용 검사시약의 정식허가에 
따라 관련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가 급여적용 되는 등에 따라 코로나19 검
사의 산정방법 등 안내 (시행일: 2020년 11월 19일) 

(17)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61
호) 

 - 주요내용: 별표 3(혁신의료기술)에 제1호(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
응]) 고시문 일부를 수정하고, 제3호(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
후검사) 부터 제4호(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까지 신설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1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20-262호) 

 - 주요내용: '누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생물발광법]
의 급여기준' 및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등 (시행일: 2020년 12
월 1일)

(1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20-269호) 

 - 주요내용: 총면역글로불린E 일반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시행일: 2020년 12
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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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보위원회

1) 코로나19 세계적유행 초기대응자료집 제작

(1) E-book 제작 중: 12월 중 발간 예정

(2) 내용
- 코로나19 발생 초기 경과
- RT-PCR 진단검사 도입 및 경과
- 코로나19 소개
- 코로나19 진단검사
-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통계
-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
- 홍보위원회 코로나19 TF의 활동
- 코로나19 대응 TF 활동

(3) 논문화 준비

2) 제7호 회원명부 제작

(1) 11/19 기준 현황
- 총 1193명: 전체동의 735명, 기본동의 261명, 비동의 56명, 기타 141명

(2) 미응답 회원 대상으로 최종 확인 중

(3) 부속작업 준비 중: 인사말, 학회 연혁, 각종 색인 작업, 체외진단업체 자료 등

(4) 최종 검수 후 2021년 초 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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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재단 소식
 

1. 2020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 개최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오후 5시(화상회의)
- 주요안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2.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1) 검사실신임인증위원회 심의결과 (8~10월)
   ① 현장심사  62 기관
          - 신규 기관 : 6기관
          - 가인증 : 1기관
          - 검사실 이전에 따른 전 분야 심사 : 2기관
          - 주요 분야 추가에 따른 전 분야 심사 : 1기관 (인증 부적격)
          - 운영/수탁/분야 추가 등 : 52기관
    ② 서류심사: 134 기관
      - 일반심사 : 41기관 (일반 36기관, 수탁 5기관)
      - 현장심사 대체 : 93기관(일반 89기관, 수탁 4기관)

3. 수탁기관 등급화 공지 완료

- 일반수탁기관(44기관) 및 전문수탁기관(29기관) 등급화 결과 공지

4. 2021년도 인증심사 길라잡이 워크숍

- 아래 1차 및 2차 기간에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임
- 1차: 2020년 12월 21일(월) ~ 2021년 01월 09일(토), 3주간
- 2차: 2021년 01월 11일(월) ~ 2021년 01월 30일(토), 3주간

5. 진단검사의학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2020년 3/4분기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 후 지정결과 통보받음
- 지정기부금단체 인정기간: 2020.01.01. ~ 2025.12.31.(6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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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지회 소식

1. 호남지회

1) 2020년 호남진단검사의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오후 4시
- 방법: 온라인 화상회의
- 참석 인원: 50여명
- 프로그램 및 연자

     

교육연수 프로그램 I

  COVID-19의 임상양상과 치료 (전남의대 감염내과 김어진)

  COVID-19의 진단검사 (전남의대 이승엽)

  희귀질환의 유전진단 (전북의대 박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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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남지회

1) 2021년 회장/총무: 연임 결정

- 회장: 이선호 (울산대학교병원)
- 총무: 임지훈 (울산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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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청지회

1) 2020년 1차 충청지회 집담회 

-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 16시~18시
- 장소: 온라인 ZOOM video communication 이용
- 연제 및 연자
   가. MDS 시간 여행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장윤환 교수)
   나. Sepsis care solution dRAST & TB care solution QDST (퀀타매트릭스 김현진 

과장)

2) 2020년 2차 충청지회 집담회 

- 일시: 2020년 12월 11일(금) 16시~18시
- 장소: 온라인 ZOOM video communication 이용
- 연제 및 연자
   가. Glucose 및 HbA1c의 표준화 및 측정 시 고려사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

학과 이경훈 교수)
   나. M2BPGi 검사의 소개 및 활용 (시스멕스코리아 김수정 과장)
   다. M2BPGi 검사의 연구 결과(충남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선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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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회원 동정

1. 옥조근정훈장 수훈 

1) 일시: 2020년 12월 23일

   2) 수훈: 권계철 (충남의대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팀을 구성, 판데믹에 대처할 
수 있는 대량검사 시스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K-방역 확립과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로 수훈함.  

2.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1) 일시: 2020년 10월 30일

2) 장소: 제10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식

3) 수상: 기승정 (전남의대 교수)
 결핵전문위원으로 국립보건연구원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결핵진료지침에 반영해 국가결핵퇴
치에 공헌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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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공지 사항

1.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21년 춘계심포지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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