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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회장 인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신 종 희

  안녕하십니까? 

  2020년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본 학회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제도 및 검사실 인증 시스템 등의 전문성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단검사, 회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보건당국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국가 

방역을 수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불철주야 

검사에 수고하신 모든 학회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춘계 심포지엄은 “Laboratory Medicine beyond Pandemic”이라는 주제로 4월 1일과 2

일 2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동안 빛을 발한 우리 진단검사의학의 현재

를 뛰어넘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히 요구될 진단검사의학의 역할과 발전, 세계 보건 향

상에의 기여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좌장과 연자 선생님

이 함께하는 Q&A 시간도 진행될 예정이오니, 활발한 학술적 교류 및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춘계 심포지엄에서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뵙지 못하여 아쉬운 마음만큼 내년에는 코로

나19가 종식되어 학회장에서 만나 뵙길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신 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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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이사장 인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권 계 철

  존경하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진단과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격무에 시달리며 고생하시는 회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취임한 2019 한 해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시행령 등 법적인 문제로 2020년은 코로나 19 사태

로 지내다 보니 어느덧 제 임기의 마지막해가 되었습니다.

아직 10여 개월이 남아있는 현재, 9월 30일 개최 예정인 국제학회 LMCE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여

러 조직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학회의 공식 학회지인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은 

SCIE 국제학술지로서 높은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학술대회 개최와 학회 공식학술지 

등에 의해 높아진 학회의 국제적 위상은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 및 다양한 다른 학문 분야와의 

교류를 통하여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진단검사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교과서 제 6판은 여러 회원님들의 업무와 학술 활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편찬에 애써주신 여러 관계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2년의 홍보위원회의 노력으로 개정된 회원명부 또한 회원님들의 업무와 소통에 도움이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영역을 확고히 정립하고 유지하며 학회가 발전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의료계, 산업계의 다양한 기관 및 조직 들과의 교류와 소통에 노

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경청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의 학회에 대한 애정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낌없는 조언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

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권 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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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21년도 신규 전공의 및 전문의 현황
 

1. 2021년도 신규 전공의 (35명)

수련병원 이름 수련병원 이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김가영 서울성모병원 이정우

강북삼성병원 윤영진 서울아산병원 김종규

건국대학교병원 이연재 서울아산병원 정나영

고대안암병원 차재현 서울아산병원 정희용

동아대학교병원 심재룡 세브란스병원 김지연

부산대학교병원 김종민 세브란스병원 남현준

부산백병원 김채원 세브란스병원 배정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범준 세브란스병원 배철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우진 세브란스병원 이진호

삼성서울병원 강누리 세브란스병원 정일엽

삼성서울병원 고유근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지은희

삼성서울병원 배고은 영남대학교병원 이태현

서울대학교병원 김태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현규

서울대학교병원 서연주 전남대학교병원 오유빈

서울대학교병원 이현재 조선대학교병원 오규진

서울대학교병원 정유진 중앙대학교병원 최영호

서울성모병원 김경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성준

서울성모병원 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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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신규 전문의 (36명) 

성명 수련병원 근무지
강혜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세브란스병원
구모세 충남대학교병원 군복무
김민경 강북삼성병원 부산혈액원
김보람3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김보연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김상욱 고려대학교병원 계룡시 보건소
김시환 서울아산병원 군복무
김훈석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노숭기 경북대학교병원 군복무
문선호 대구가톨릭대학병원 -
박근열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병원
박성준 고대구로병원 강북삼성병원
박천강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군복무
신성환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신주현 전남대학교병원 군복무
엄기원 일산백병원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윤선주 삼성서울병원 -　
윤수미 건국대학교 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윤지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이승재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이재준 경희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이준 한양대학교병원 군복무

이지원2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녹십자의료재단
이호종 조선대학교병원 -
이희라 서울아산병원 -
임하진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장진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군복무
정기욱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정다정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정인화 동아대학교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정재완 삼성서울병원 군복무　
정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조해원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병원
최정임 고대안암병원 -
최현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최홍우 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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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각 위원회 소식

1. 교육위원회

1) 교과서 진단검사의학 제6판 출간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에서는 2년여에 걸친 편찬사업 끝에 지난 3월 2일자
로 [진단검사의학 제6판]을 발행하였습니다. 

총 256명의 집필진이 참여한 이번 제6판은 총 7부, 125장으로 구성하였고 1,430여 페이지
의 방대한 분량이어서 열람의 편의성을 갖추고자 2권으로 분리하였습니다. 1권에는 총론, 진
단혈액학과 임상화학 분야가 수록되어 있고 2권에는 임상미생물학, 진단면역학, 수혈의학과 
진단유전학 분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과서에서는 검사실 품질관리 시스템과 검사법 평가부문이 대폭 개편되어 기술되었
고, 최근 개정된 WHO 혈액암 분류와 진단법 그리고 임상화학분야의 다양한 분석법과 원리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공중보건관련 감염
관리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고 혈액관리법과 맞닿은 수혈관리분야를 수록하였습니다. 정밀의학
의 필수 요소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과 생물정보학을 깊이 있게 담았습니다. 

우리 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학생, 병리사, 의사, 간호사 및 보건행정가에게도 진
단검사의학 분야의 참고 서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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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련위원회

1) 2021년도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모집 결과

       # 36 명의 전공의 합격자 중 1명은 합격 포기함.

2) 전공의 수련과정 설문조사 
2020년 12월 수련위원회 주관으로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를 대상(2020년 9월 수련환경 평가위원회 조

사 시점 기준 지도전문의 총 286명)으로 전공의 수련과정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에 대한 의견과 수련내용 및 COVID-19로 인한 수련의 어려움 
등에 관한 내용이며 주요 설문 내용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회신율 154명,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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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위원회

1) 2021년 학술대회 일정

(1) 춘계심포지엄
- 일자: 2021년 4월 1일(목) - 4월 2일(금)
- 장소: 온라인 심포지엄

(2) LMCE 2021 & KSLM 62nd Annual Meeting
- 일자: 2021년 9월 30일(목) - 10월 2일(토)
-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2) 2021년 월례집담회 일정

월례집담회는 매년 6회(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개최해 왔으나, 2020년에는 COVID-19 사태로 인
해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온라인 집담회 방식으로 4회(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개최하며, 기존의 구성대로 연수
강좌 2개 프로그램과 증례토의 4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검사실운영, 의료정보는 연수강좌
만 진행).

증례토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토의자가 먼저 문제풀이 발표 후에 출제자가 해설하는 방식

 [변경] 문제풀이 결과와 사전 질문을 기관별로 사전에 이메일로 접수하고,

       월례집담회 당일에는 출제자 해설 및 토의만 진행하는 방식

     - 질문 및 답변: 화상 또는 채팅창으로 접수

     - 사전에 이메일로 접수된 문제풀이 결과를 출제자에게 전달할 때는 익명화

일시 장소 분과명 구성

  5월 13일(목) 16:00-18:00 온라인 집담회 진단혈액, 임상미생물 연수강좌(30분×2), 증례토의(15분×4)

  6월 24일(목) 16:00-18:00 온라인 집담회 임상화학, 진단면역 연수강좌(30분×2), 증례토의(15분×4)

 10월 28일(목) 16:00-18:00 온라인 집담회 수혈의학, 진단유전 연수강좌(30분×2), 증례토의(15분×4)

 11월 25일(목) 16:00-17:00 온라인 집담회 검사실운영, 의료정보 연수강좌(30분×2)



정확한 진단의 길,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늘 함께 합니다.정확한 진단의 길,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늘 함께 합니다.

              14   대한진단검사의학회

4. 편집위원회

(1) 2020년 41권 3호 12월 16일 발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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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년 41권 4호 2월 5일 발간 완료 17편 (Jul. issue)        
 (의편협 납본 완료일: 2020년 02월 03일)

 (PubMed 게시 완료일: 2020년 02월 05일)

분야 진단
혈액학

임상
화학

임상
미생물학

진단
면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검사
정보

진검
기타 합계

Editorial - 1 - - - - - - 1

Review - - - - - - - - -

원저 - 3 2 - - 2 - - 7

단신 1 2 1 1 - - - - 5

증례 - - - - - - - - -

Letter - - 2 - - 1 - - 3

가이드라인 - - - - - - - - -

Erratum - - - - - - - - -

합계 1 6 5 1 - 3 - - 16

(3) 논문 투고 현황 (2021년 03월 0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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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신청
접수 심사중 저자

수정중
게재
추천

교정
의뢰

교정
완료

논문
게재

(출판 전)

게재거부 
또는 취소

(최근3개월)
편 수 - 18 16 - 23 - - 100

소계 34 23 - 100

→ 게재거부율(2020년 12월 10일 ~ 2021년 03월 10일): 100/140 = 71.4%

(4) 월별 논문 투고 상황 (2021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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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647

21 년 44 4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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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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0 2019

1월 (2020.01.07.) 375/137=2.73723 (2020.01.07.) 375/137=2.73723 (2019.01.04.) 336/137=2.45255

2월 (2020.02.05.) 389/137=2.83942 (2020.02.05.) 389/137=2.83942 (2019.02.12.) 354/137=2.58394

3월 (2020.03.10.) 396/137=2.89051 (2020.03.10.) 396/137=2.89051 (2019.03.11.) 357/137=2.60584

4월 (2020.04.07.) 401/137=2.92700 (2020.04.07.) 401/137=2.92700 (2019.04.03.) 359/137=2.62043

5월 (2020.05.13.) 402/137=2.93431 (2020.05.13.) 402/137=2.93431 (2019.05.07.) 361/137=2.63503

6월 (2020.06.02.) 404/137=2.94891 (2020.06.02.) 404/137=2.94891 (2019.06.11.) 363/137=2.64963

(2020.6.30.) 2019 IF 발표 2.803

7월 (2021.01.12.) 438/140=3.12857 (2020.07.20.) 182/140=1.30000 (2019.07.29.) 197/137=1.43796

8월 (2021.02.16.) 459/140=3.27857 (2020.08.04.) 207/140=1.47857 (2019.08.12.) 204/137=1.48905

9월 (2021.03.08.) 466/140=3.28571 (2020.09.02.) 240/140=1.71428 (2019.09.05.) 241/137=1.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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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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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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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3월 08일 기준 IF

현재 IF 전년도 IF

2020년 03월 08일 (2021.03.08.) 466/140=3.28571 (2020.03.10.) 396/137=2.8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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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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권 6호 20년 06월 19일  11,578명

41권 1호 20년 8월 26일 12,210명

41권 2호 20년 10월 20일 12,676명

41권 3호 20년 12월 16일 13,141명

41권 4호 20년 2월 5일 13,489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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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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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ALM 트윗 월별 게시물 수

월 논문 Video Summary 하이라이트 모음 영상 기타 조회수

1 17 2 　 　 4853

2 16 1 　 　 5080

합계 33 3 9933

(3) 12월 16일: 2021년 연하장, TOC 발송 완료

(4) 2021년 1월 18일: Trend MD 연간 리포트 받음

4) 기타 예정 사항

(1) 오디오써머리 진행 예정(42권 1호)

(2) 2월 26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의 2021년 학술활동지원사업(학술지) 신청 진행 중

(3) 3월 10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의 2021년 제31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후보 논문 추천 
진행 중

(4) 우수심사자상 수상자 대상 선정: 춘계심포지엄 시상 예정
- 진단혈액: 김인숙
- 임상화학: 이상국
- 임상미생물학: 신정환
- 진단면역학/수혈의학: 강은숙
- 분자유전/기타진단검사의학: 성문우

2020-10-30 1,134 259

2020-11-26 1,367 357

2020-12-31 1,400 380

2021-01-29 1,510 413

2021-02-28 1,750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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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위원회 

1) 보고사항

회신 일시‧호 내용
2021-01-11
2021-335호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요양급여 
조정신청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1-01-04
2021-2호

제8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후보(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보되었으
나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여 
임상근거를 축적하기 위해 시행) 대상기술에 대한 학회 의견요청 [한국보건의료연
구원-근거창출지원팀]

2020-12-10
2020-440호

‘혈액형 유전형 검사 [핵산증폭법]’ 결정신청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1-01-06
2021-9호

‘유전성 난청 다종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 조정신청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0-12-16
2020-446호

‘자가면역 간질환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하여 연간예상
건수, 전문의 판독가산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료기술등재부]

2021-01-04
2021-1호

의학적으로 필요한 급여기준 확대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보험팀]

2021-01-29
2021-36호

‘현미경관찰을 이용한 항균제 감수성 검사법’의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
련 의견 재요청 [대한의사협회 보험연구팀] 

2021-01-04
2021-3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루프매개등온증폭법]’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1-01-27
2021-31호

2021-02-15
2021-54호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진행 ‘쯔쯔가무시병[16S rRNA 중합효소연쇄반응
법]’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1-01-20
2021-23호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관련 13항목(ⓐ인터루킨가용성수용체, ⓑDUPAN-Ⅱ, ⓒ프
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 [EIA], ⓓ인터루킨 IL-2, ⓔ가용성결합물질, ⓕγ-SM, ⓖ
Polyamine, ⓗ에스트로겐 수용체검사 [EIA], ⓘ암항원 CA-50, ⓙ파이로글로불린, 
ⓚVLDL Cholesterol, ⓛ리포퍼록사이드 [과산화지질], ⓜLp(a)표현형)에 대한 의
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2021-01-13
2021-14호

‘조직형검사 HLA-DP[염기서열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1-02-15
2021-51호

3차 상대가치 개편 업무량 연구를 위한 행위재분류 및 기타의견 제출 안내 [대한
의사협회 보험연구팀]

2021-02-01
2021-38호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체 결합력 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1-01-20
2021-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누584 일반면역
검사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란 신설 등) 의견조회 [대한의사
협회 보험팀]

2021-01-18
2021-18호

‘누131가 혈전탄성묘사법-일반(D1311)’ 행위 관리진료과 변경 요청 [대한의사협
회 보험연구팀]

2021-02-01
2021-40호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체 결합력 검사[정밀면역검사]’의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보험연구팀]



정확한 진단의 길,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늘 함께 합니다.정확한 진단의 길,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늘 함께 합니다.

              20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 회원 공지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9호)

  - 주요내용: ‘누303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
사의 급여기준’란 변경 (시행일: 2021년 1월 1일)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

  - 주요내용: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항목 신설 (시행일: 2020
년 12월 14일)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89호)

  - 주요내용: 별표2에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항목 신설 (시행일: 2020년 
12월 14일)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0호)

  - 주요내용: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급여기준’란 신설 (시행일: 2020년 
12월 14일) 

(5)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131호)
  - 주요내용: 헤모글로빈A1c 검사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1년 6회 이내’의 산정기준에 대해 회

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변경함 (적용시점: 2021년 1월 1일)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 개정 관련 상병마스터 파일 안내 (심평원 분류체계개발부
-554호) 

  - 주요내용: 통계청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개정 사

회신 일시‧호 내용
2021-02-10
2021-49호

‘허혈성 변형 알부민 검사’의 급여화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
여부] 

2021-02-15
2021-50호 

‘Prostate Health Index’ 관련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적용 수가에 대한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1-02-17
2021-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의견조회 [대한의
사협회 보험팀]

2021-02-17
2021-61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ž유효성 평가결과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
견요청 [대한의사협회 보험연구팀]

2021-02-22
2021-63호

‘거대세포바이러스 항체 결합력 검사[정밀면역검사]’ 관련 추가의견 요청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1-03-08
2021-83호

비급여검사 관련 삭제 여부에 대한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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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 안내 

(7)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안내 (심사평가원 의료기술등
재부-2306호)

  - 주요내용: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AI기반 병리학분야 의료기술)’이 
마련되었음을 안내

(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호)

  - 주요내용: 사람유전자 분자유전자검사-나580 유전성유전자검사 나. 중합효소연쇄반응-확장 (1) 
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란 중 (11) CYP2C19 Gene 신설 등 (시행일: 2021년 1월 1일) 

(9)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1호/333호)

  - 주요내용: ‘2021년 행위 환산지수(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변화 
반영,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지침 및 수가 명칭 변경, 전문병원 관리료 등 산정지침 변경 (시행
일: 2021년 1월 1일)

(10) 2021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안내 (심사평가원 공지사항)
  - 주요내용: 심장표지자 검사, 비타민D 검사,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등 2021년 선별집중

심사 대항 항목 안내

(1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호)

  - 주요내용: ’누-584 일반면역검사 마.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항목 신설, ’누-641 기생충
항체(균종별) 나. 정밀면역검사 (1) IgG란에 ‘주’사항‘ 신설, ’누-784-1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항목 신설 (시행일: 2021년 2월 1일)

(1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7호)

  - 주요내용: 별표2에 ‘항ENA 및 항DNA 항체 선별검사’ 항목 신설 (시행일: 2021년 2월 1일)

(13)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소개 동영상 홍보
  - 주요내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외협력홍보팀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 

확대를 위하여 의학전문지 청년의사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 그것이 알고싶다(신그알)’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 후 홍보를 요청

(1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21-20호)

  - 주요내용: ‘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란 변경 (시행일: 2021년 2월 1일) 

(1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2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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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의 급여기준’란 신설, ‘누604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3
란 중 (06)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리팜피신 및 이소나이아짓)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법]’ 항목 신설 등 (시행일: 2021년 2월 1일) 

(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37호)

  - 주요내용: ‘누-533 항-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정량)’ 항목 신설 (시행일: 2021년 3월 1
일) 

(17)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5호)

  - 주요내용: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및 누-234나 호중구 젤라티
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항목 변경,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항목 신설 등

(1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46호)

  - 주요내용: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및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정밀면역검사’ 평가주기 삭제, 기
준신설 등 (시행일: 2021년 3월 1일)

(1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55호) 

  - 주요내용: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 ‘혈소
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 ‘에탄올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간이검사’ 및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의 평가주기 설정 등 (시행일: 2021년 3월 1일) 

(2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21-58호)

  - 주요내용: ‘누533 항-Infliximab 항체[정밀면역검사](정량)의 급여기준’ 신설, ‘누785 항ENA 항
체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누786 항DNA 항체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시행일: 2021년 3월 1
일) 

(21) 2021년 제8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공고 홍보 협조 요청 (한국보건의료연구
원 근거창출지원팀-156호)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제8차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접수 중으로 의료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 (대상 의료기술: 갑상선암수술환자에서 BRAF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뇌실질 종양에서의 BRAF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리소좀측적병 선별검
사[정밀분광/질량분석]/ 적혈구내 6-TGN, 6-MMP 검사[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

(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
시 제2021-66호)

  - 주요내용: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 신설등 (시행일: 2021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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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UR·ITS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문구 변경 안내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1033호,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465호)

  - 주요내용: 감염병(메르스, 라싸열 등) 발생 관련지역 입국자에 대한 메르스, 라싸열 등 감염병 관
련 알림 문구 수정 제공 안내 (변경제공일: 2021.3.4.) 

(2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9호)
  - 주요내용: 816.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안약 치료, 818. 3세대 세팔로스포린 분해효소 검출 [형

광법], 819. 쯔쯔가무시병, 16S rRNA 유전자 [중합효소연쇄반응법]신의료기술을 별표1에 신설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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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홍보위원회

1) 제7호(2020년, 학회창립 40주년) 회원명부 제작

(1) 최종현황
- 전체동의 회원: 742명
- 기본동의 회원: 271명

(2) 발송완료(2월 말)
- 회원명부(전체동의/기본동의) 및 체외진단산업체명부

(3) 내용
- 회원 분류(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작고회원 등) 정보, 각종 색인(전문의 번호, 출신학

교, 근무처, 수련병원별 분류), 수련병원 연락처, 학회연표, 회칙 및 내규 등 수록

(4) E-회원명부: 학회 홈페이지의 e-회원명부 내용을 제7호 회원명부 내용으로 업데이트

2) 전공의 모집 홍보물 제작

(1) 제작 일정
- 2020년 10월

(2) 내용
- 전문의 취득 후 진로 현황
- 진단 신기술 개발 안내
- 다양한 학술활동(학술대회 및 학술지) 소개
- 전공의 일상 및 주요업무
- 전공의 및 전문의의 경험담
- 학회 특징 소개
- 사무국 안내
- 학회 소개 영상 주소

(3) 배포
- 대상: 전국 수련병원
- 부수: 2,00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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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재단 소식
 

1. 2021년도 임시이사회 개최

- 개최일시:  2021년 2월 3일(화) 오후 5시
- 주요안건: 2020년 결산보고, 자산총액 변경 등기 논의

2.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1) 2020년 검사실신임인증위원회 심의결과 
   ① 총 327기관 (현장심사 16, 서류심사 143, 현장심사 대체: 168)
          - 현장심사 1년 인증 : 15기관 (일반기관: 10, 수탁기관: 5)
          - 현장심사 인증 부적격: 1기관
          - 서류심사 : 311기관 (일반심사: 142, 현장심사 대체: 168)

(2) 2021년도 현장심사 시행
2021년 현장심사는 2020년 현장심사 예정이었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총 2인(심사팀
장 1인, 심사원 1인)으로 구성된 심사팀이 현장심사 진행 예정임
: 심사팀장은 현장에서 검사실 운영 분야를 심사하고, 심사원은 기관에서 자체 준비한 서류심
사 (검사실 운영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자체평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심사 진행 

3. 2021년도 인증심사 길라잡이 워크숍

- 개최일시: 2021.01.04.~01.30.
- 참석인원: 2,242명

4.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21년 춘계학술대회 우수검사실 인증심사원 워크숍 개최

- 예정 일시 및 장소: 2021년 04월 01일, 온라인
- 세부프로그램 (좌장: 이도훈, 성문우)

검사실 위험관리 (아주의대 조성란)
시약관리와 성능비교평가 (서울의과학연구소 임환섭)
검체 관리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노경호)
외부정도관리 대체프로그램 (가톨릭관동의대 최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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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지회 소식

1. 충청지회

1) 2020년 1차 충청지회 집담회 

- 일시: 2020년 11월 10일(화) 16시~18시
- 장소: 온라인 연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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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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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년 1차 충청지회 집담회 

- 일시: 2021년 1월 29일(금)
- 장소: 온라인 연수교육
- 연제 및 연자
   가. 의료기관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 준비 – 개정된 혈액관리법 중심 (아주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임영애 교수)
   나. Diagnostic value of cardiac markers – High sensitivity Troponin I & 

NTproBNP (지멘스헬시니어스 김성민 부장)

2) 2021년 2차 충청지회 집담회 

- 일시: 2021년 2월 25일(목)
- 장소: 온라인 연수교육
- 연제 및 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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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코로나19 대응 및 진단검사의학과의 역할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혁민 교
수)

   나. Error proof technology with advanced MAPPS – Alinity h-series of Abbott 
Hematology (한국애보트 박창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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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남지회

1) 2021년 신임 임원진 선출

- 회장: 조용곤(전북의대)
- 부회장: 기승정(전남의대)
- 총무: 이재현(전북의대)
- 학술: 최현우(전남의대)

2) 2021년 신입 전공의 현황

- 전남대학교: 오유빈, 전성준
- 조선대학교: 오규진

3) 2021년 전문의 취득

- 전남대학교: 신주현, 임하진
- 조선대학교: 이호종

4) 회원동정

- 임용/이직
박준홍(2020.09.): 전북의대 임용 (종전 근무지: 대전성모병원)
이승엽(2021.03.): 전북의대 임용 (종전 근무지: 전남대학교병원)
이준형(2021.03.): 녹십자의료재단 이직 (종전 근무지: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해외연수
천세종(2020.04.~): Boston Children’s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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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회원 동정

1.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임명 

   1) 임기: 2021년 3월 28일부터 2년

   2) 임명: 채석래 (동국의대 교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의 제5대, 7대 병원장을 역임함.  

2. 국무총리 표창 수상

1) 일시: 2021년 1월 7일

2) 수상: 성문우 (서울의대 교수)
 감염병 관리 유공자 정부 포상 – 코로나19 방역과 감염관리 대응체계 마련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함.  

3.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1) 일시: 2020년 12월 17일

2) 수상: 이재현 (전북의대 교수)
 진단검사의학 및 임상미생물 분야 전문가 교육, 학술, 연구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에 적극 기여한 공로로 수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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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공지 사항

1.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21년 춘계심포지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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