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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우리 학회 뉴스레터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동안의 뉴스레터가 학회의 보고사항과 회원들의 동정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개정된 소식지는 학회원의 지식 향상을 위해 전문가의 지식 

공유에 더하여 따뜻한 이야기까지 싣는 등 매우 흥미롭고 알차게 변모한 것 

같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소식지를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기획하고 실행하신 이용화 간행홍보

위원장과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코로나 판데믹을 겪으면서 우울하고 메말랐던 마음을 새 소식지

를 대하면서 말끔히 씻어버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새 소식지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만들기 위해서는 간행홍보 위원들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회원님 개개인의 투고 등 적극적인 참여가 더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디 많은 회원님이 투고를 하시고 활발하게 의견 개진도 하셔서 

학회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개정된 학회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장

 채 석 래

축사

인사말

2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간행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의대 이용화입니다.

이번 호부터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학회 뉴스레터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e뉴스레터’ 는 2007년도부터 매분기마다 발행하고 있는 학회 공식 

소식지입니다. 그간 학회의 주요 사업, 위원회 활동과 회원 동정 등 학회 주요 소식을 전하며 

16년째 학회의 전령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뉴스레터는 단순히 위원회 활동과 회원 소식을 정리하여 알리는 정도에 그쳐 

왔습니다. 근래 들어 진단검사의학이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고,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진단검사의학과의 높아진 위상과 중추적 역할, 이를 위한 학회원들의 노력과 활약상은 

눈 부실 정도인데, 이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채 잊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가치와 의미를 함께 공유하고 되새기기 위한 공간으로 뉴스레터를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새로운 기획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학회의 선각자이자 스승이신 대선배님들과 퇴임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후학을 위한 조언, 

연구의 선봉에서 뛰어난 업적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의 연구 경험과 뒷 이야기, 각 전문 분과의 

최신 동향과 이슈, 역사보존위원회의 분석법의 역사 그리고 학술대회 참관기 등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뉴스레터를 통해 선보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뉴스레터를 e-book, 웹진 등 보다 다양한 루트로 전해 드림으로써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를 새롭게 개편하면서 기획과 편집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수고를 많이 해 주고 

계신 간행홍보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뉴스레터 제작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하이컴프

아이엔티 측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간행홍보위원회 위원장 

이 용 화

학회뉴스레터를 새롭게 개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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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는
신기술의 경연장이다

조한익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 원장

년에 페르시아 인이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것들은  관찰 

에 의한 지식의 축적일 뿐이었는데 드디어 7C에 T. 

Protospartarius가 요를 가열하여 단백뇨를 확인하는 

진단검사 신기술을 탄생시켰다. 페르시아의 Ismail이 

24시간 요를 모으기를 시작한 것은 신기술이라기 

보다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검체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12C 불란서에서 요 관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안한 

‘Matula’라는 유리병은 획기적인 신기술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근세 의료인의 상징 휴대품인 청진기보다도 

더 널리 이용된 중세시대 의사의 상징 의료기였다. 

그 당시 Matula가 ‘원격의료’라는 논쟁을 불러왔었 

다는 것은 최근의 IT기술에 의한 ‘비대면 진료’ 논쟁과  

같은 맥락이었다. 

중세 르네상스 후 현대까지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과학 발전을 기반으로 탄생되어 진단검사의학발전의 

기초가 된 신기술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몇 가지 핵심 

측정기술과 관련 기술들은 표 1 과 같다.  

1. 진단검사 기술의 발전 역사

진단검사의학은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여 의료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진단검사가  

고유한 학문적 영역을 구축하고 현대 의료에서 뚜렷한 

업무 영역을 구축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관련 학문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의 도입 덕분이다. 이들  

새로운 검사법으로 질병예방, 건강위험인자 확인, 질병

진단, 치료법 개발, 치료법 선택, 질병예후와 치료효과 

판단 등 의료행위의 단계별 의사결정에서 가정 신뢰

할 수 있고 안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에서 진단검사의 활용은 기원전부터 기록으로 확인 

되었다. 6,000여 년 전 중동의 슈멜인과 바빌로니아

인들은 요 관찰 기록을 점토판에 남겼고 BC 400년경  

요는 체액이 신장에서 걸러진 것이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주장은 AD 2C에 갈렌에 의해 요는 혈액이 걸러진 것이

라고 정정되었다. 당뇨에 개미가 모인다는 것은 B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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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 주요 측정 기술과 유관 의료기술표 1

형태관찰

염색법(Gram stain, Wright-Giemsa, H&E, 
Ziehl-Neelson)
현미경(TEM, SEM, CAT, 초해상 형광현미경, 
AFM, LS-RMM)

측정법

광도측정, 전위측정, 입자계측, 
질량분석(LC-MS/MS, ICP-MS, NMR 
spectrometry), 
면역분석(응집법, 침강법, RIA, FIA, EIA, 
CLIA) 

세균 동정  
항생제

내성검사
자동화 동정장비, MALDI-TOF, 유전자분석

분자
진단법

재조합DNA기술, 제한절편길이다형성(RFLP),
중합효소사슬반응(PCR), DNA microarray, 
차세대유전자염기서열분석 (NGS), CRISPR

ICT관련 
기술 접목과 
검사 자동화

DB, 네트워크,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ML),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로봇, 
microfluidic-based와 smartphone-
based lab-on-a-chip(LOC), 
micro total analysis system(uTAS) 검사정
보시스템, 검체관리 자동화시스템

검체 관련 
신기술

단일세포분석, 순환 암세포DNA(ctDNA) 
검체관리AI, 호기분석

이들 신기술의 발전 과정을 요약하면 현미경을 이용한 

형태관찰로 시작하여 전통적인 화학반응 과 전기, 전자

기술을 이용한 측정법, 면역측정법, 질량분석법, NGS를 

비롯한 분자진단법, 검사의 자동화 등이 현재의 진단

검사 기법이다. 이들 검사 기술에 ICT기술을 추가하여 

컴퓨팅, 네트워크, 자동판독시스템, 미세유체공학과 

Smartphone 기술을 접목한 POCT 와 μTAS, 이들  

검사 기술의 활용을 관리하고 결과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기계학습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AI)에 의한 건강

과 질병관리 플랫트폼 구축하여 현대의료의 핵심 요소

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2. 21세기 초 진단검사 신기술들의 현주소

진단검사의 다양한 기술 중에서 핵심기술은 측정법 

과 현미경 그리고 ICT 기술이다. 측정법 중에서는  

면역 측정법과 분자진단법, 질량 분석법이 업무 범위나 

정확도에서 단연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단클론  

항체의 개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한 면역 측정법은  

현재 ELISA와 CLIA 법이 대세이다. 이들의 민감도는 

ELISA가 10-9g, CLIA가 10-15g ECLIA는 10-18g 

일 정도로 미량 물질 분석이 가능하다. LC-MS의  

측정 한계는 0.741ng/mL이다. 이들과 NGS등 유전

체검사를 활용하면 단백체학(proteomics), 대사체학

(metabolomics), 유전체학(genomics)의 대상물질

의 측정이 가능하여 현대 첨단의학에서 추구하는 유전 

질환, 환경오염,  암 진료와 관련하여 맞춤형 정밀

의학 진료를 뒷받침할 수 있다. 이들 검사법은 단일

세포분석에도 적용하여 mitochondria의 특정 기능 

분석 등 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과 세포의 형태와 기능을 직접 확인하는 데는  

현미경이 지난 500여 년간 큰 기여를 해왔다. 현미경 

분야는 EM, 고해상형광현미경, 저온전자현미경등

으로 3회의 노벨상을  받았을 정도로 과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고 1665년 레벤후크가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한지  450년이 지난 현재는 현미경으로 

원자모양 이나 DNA 분자의 작동 까지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한국 기초과학 연구원에서  

두개골 안의 신경망을 자체 개발한 LS-RMM (Laser 

Scanning  Reflection Matrix Microscope)으로 

관찰하였다.

진단검사에 ICT 신기술의 도입은 속도나 영향력 면

에서 경이롭게 진행되고 있다. 1980년 대 검사실시

기록과 결과처리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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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1990년대 검사정보시스템 구축에 머물렀던 

것이 현재는 검체 접수, 분류, 검사기기 관리, 시약 

관리, 검사과정 모니터링, 정도관리(Delta check  

포함), 결과 확인과 전달, 검사 통계 등 검사관련 모든 

업무가 전산 관리되고 있다. 

앞으로 ICT의 신기술(AI, 로봇, 딥러닝 등)과 의료

정보의 보안을 위한 블록체인기술이 접목될 것이다.  

그러면 건강과 질병 관련 빅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 

기계학습으로 일취월장하는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학습되는 AI가 검사선택, 검체 채취 관리, 

검사실시와 결과 확인 등 검사실의 모든 업무를 관리

하고 검사결과를 환자와 공유 소통하는 등 진단검사 

프랫트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새로운 진단검사 기술에 대한 기대 

급변하는 의료 기술을 보면 이를 뒷받침할 진단검사실

이 앞으로 30년 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상상하기 어

려우나 기대되는 신기술을 몇 가지 그려본다.

첫째, 진단의학검사 중, 소위 일상검사의 결과 활용이 

극대화 될 것이다. 새로운 검사 찾아 헤매온 지난 반세

기를 되돌아보고 익숙하게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검사들

의 가치를  ICT기술을 활용하여 재발견하자는 노력이

다. CBC, 간기능 및 신장기능검사, 요검사 등 흔한 검

사들의 결과가 의료인 사이에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AI의 활용 등으로 이들 검사 결과에 생명력을 불어 넣

어 활용성을 극대화 시키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CBC 

결과와 말초혈액 혈구 형태 자동 판독 결과를 통합하

여 AI가 그 진단적 가치를 높이면 결과 활용이 극대화

되고 이는 의료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의료 전반의 패러

다임을 경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노

력이 일상검사 전반에 걸쳐 시도되어야 한다. 즉 진단

검사 활용에도 신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휴대용 이식형 진단검사기기의 상용화와 이들의 

결과를 AI 플랫폼을 통한 관리와 활용이 일상화될 것

이다. 특히 생체내 바이오센서를 활용한 웨어러블 검

사기기의 개발로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검사가 

확대될 것이다. 

 

셋째, 치매 등 신경질환의 조기 진단 및 스트레스 등 정

신 질환의 객관적 위험도 등 현재의 검사법보다 좀 더 

신뢰성 높은 진단검사가 추가될 것이다.

 

넷째, 단일세포검사(single cell test)가 확대될 것이

다. 액상 생검 (liquid biopsy)과 침생검으로 채취한 

소량의 세포에서 유전체, 단백질, 대사산물, 공해물질, 

중금속 등을 측정하여 건강 위험인자 발견, 유전질환 

및 대사질환, 암 등의 조기진단 등에 활용 될 것이다. 

AFM현미경으로 자벌레처럼 움직이는 마이오신의 운

동 양상을 관찰하고 프라스틱 파편을 적혈구막에서 관

찰하면서 질병을 진단하게  된다면 이는 진단검사의 

새로운 영역의 시작이다. 

다섯째, 현재는 검사의 한계로 이하여 검사 할 수 없는 

호흡의 호기 분석이나  땀, 타액, 환경오염물질이 축적

되는 복부지방의 화학 정밀검사법이 새롭게 개발될 것

이다. 또한 기후의 변화 또는 전자파 등 물리적인 충격

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검사분

야의 신기술이 필요하니까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다.

여섯째, DNA나 단백질, 지질의 양적변화와 함께 공간

구조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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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질병의 발생되기 전 최초의 변화로 화학적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철(Fe) 같

은 미량 금속은 극히 소량으로 인체에서 큰 역할을 한

다. 인체가 가진 약 4조개의 적혈구에 필요한 철은 단

지 4mg 뿐이다. 이렇게 미량이면서도 큰 영향력을 발

휘하는 철이 산소 운반능 외에 무언가 공간구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철결핍성빈혈 환자

의 다양하게 변화된 적혈구 형태를 보면 쉽게 상상이 

된다. 인체의 수많은 단백질 등 물질들의 물리적 변화

는 세포와 세포, 물질과 물질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유

발하게 되고 이는 질병의 발생을 일으키는 화학적 변

화가 나타나기 전 질병의 발생을 알리는 최초의 시그

널이 될 수 있어 이를 잡아낼 검사기술이 필요하다. 이 

분야는 현미경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과 양자의학(量子

醫學, Quantum Medicine)이 임상까지 그 영역이 확

대되면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전통적인 진단검사실,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예

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단검사의학을 발전

시켜온 원동력은 신기술활용임을 상기하고 앞으로 나

타날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최선을 다해 역량을 키우

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4. 맺음

지난 150여 년간 숨 가쁘게 달려온 진단검사의 신기

술 경연을 살펴보았고 앞으로의 희망 사항을 더하여 전

망하였다. 우리나라 진단검사의학은 지난 60여년 선진

국들을 따라하는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창조적

인 것들을 보탤 수 있는 여건이 쌓이고 있다. 아직 주

요 기초과학의 측정기술들은 선진국에서 도입할 수밖

에 없지만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기술을 적극 활용하

여 진단검사실의 운용과 검사결과의 활용을 극대화시

킬 수 있는 진단검사시스템 구축에서는 우리 것을 세

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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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그리고 소망

1982년 3월 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그 때는 임상병리과)에서 

진단검사의학 전공의과정을 시작하여 2021년 8월 까지 한림의대

(춘천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를 거쳐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근무한 기간이 

거의 40년(39년 7개월)입니다. 

퇴임 소감

10 감사 그리고 소망



우리 학회는 초창기 부터 여러 스승님들(김기홍,  

이삼열, 김상인, 강득용, 김재식, 김순호, 김정숙,  

조한익, 지현숙, 이갑노, 박명희, 권오헌, 손한철,  

김대원, 최태열, 양동욱, 박종우 선생님…)의 개척  

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스템을 잘 갖춘 모범 

적인 학회로 출발하여 성장하였습니다. 

2014년 제정된 미션, 비전과 핵심가치가 우리 학회

의 목표를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학회 

에서 부러워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빠르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검사 수가를 확보하여 

각 병원에서의 진단검사의학과 위상을 확보하였습

니다. 

전문 분야별로 전문 분과를 두고, 분과위원들이 공부 

하고 발표함으로써 그 분야의 최신 지견과 희귀한  

지식들(가이드라인, 중요 토픽, 희귀한 증례보고…)

을 심포지움과 워크숍을 통하여 학회원들에게 전달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학회의 우수성과 매 회기 임원들의 

단합과 노력이 현재의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로서의 

저를 키워준 원동력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후회되는 것은 후배들을 위하여 우리 분야의 

international network 형성에 좀 더 애를 썼었 

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고, 더할나위 없이 

진단검사의학을 공부하고, 

검사하고 연구하였던 40년이 쏜 살 같이 

지나갔습니다. 정년을 보내면서 “감사”를 

전하고 싶고 “소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선후배 및 동료들과 좀 더 돈독한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소망은 우리 나라 진단검사의학이 진단검사와 연구

에 있어서 세계 최고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실질적

인 우수한 연구가 독려되며, 개발되고 도입된 새로운 

검사들이 각 병원에서 검사에 적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는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면 

실현 가능하다고 여깁니다.

65세를 넘어 정년을 지내고 보니 아래 4가지가  

“조화로운 삶”에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➊  건강,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운동이 자신

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➋  믿음, 인간은 약한 존재라고 여깁니다. 저는 큰 고비 때마다 

믿음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종교든 신실하게 믿고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 덜 오고, 설사 온다고 해도 믿는 마음

이 있으니 의연하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➌  가정, 육아와 양쪽 부모님 보살피기는 미룰 수 없는 현실에 

닥친 큰 과제입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지혜롭게 

마음, 시간, 비용을 써서 잘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➍  취미생활,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65(60)세에 정년  

퇴임하면 35(40)년이란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

로서 업적 쌓으면서 일하고 가정을 돌보려면, 운동은 필수

로 해야겠지만 다른 취미생활 까지 잘하기는 무리입니다. 

취미생활은 정년 후의 꿈으로 여기고, 대신 늘 마음에 두고, 

시야를 넓힐 기회가 있을 때 빠지지 말고 구경하며, 자료들

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마음 속에 자기만의 즐거운 꿈을 하나 

심어 놓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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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오랫동안 일하고(진단혈액분과위원장, 편집이사, 학술이사, 교육이사, 교

과서편찬위원장, 감사, 회장), 공부하며 연구한 경험을 돌이켜 보며 진단검사의학 발전을 위하여 아

래와 같이 9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➊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임상의들에게는 언제나 신속 정확한 검사 결과가 필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

에 중환자실 및 일반 병동에서 입원하면서 느낀 바로는, 생각보다 임상의들은 진단검사에 훨씬 크게 의

지하여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질환별 프로토콜에 따라 검사를 처방하고, 환자 상태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바로 진단검사와 영상검사를 실시합니다. 영상검사는 자주 해야 하루 한 번 정도 찍

지만, 진단검사는 중환자실에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채혈합니다. 임상의들에게 검사 결과가 없다면 사

소한 치료 결정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면 그만큼 치료가 지연되고, 만에 

하나 검사 결과가 잘못 되었고 그 결과를 임상의가 믿고 치료에 들어간다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

마어마할 것입니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는 철저한 정도관리(채혈, 검체 운송 및 보관 과정, 장비 및 시약, 검사 관련 지

식 및 측정법에 숙련된 인력, 검사과정 및 결과 보고의 오류 방지)와 의심 질환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완벽

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검사 결과를 위해서는 TAT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검사 시스템(채혈 및 검체 운송 과정, 장비, 시

약 및 검사법 선택, 인력과 공간 구성의 효율적 배치, TAT 모니터링)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➋  최근에 발표된 표준화된 지식(Clinical &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guidelines;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 guidelines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➌ AI등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 혁신을 이용(image analyzer등)하고 이를 선도해 나아가야겠습니다.

➍  실용적 검사법을 개발하고 이를 빠르게 도입하며, 질환의 병태생리 및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 후 추적 검

사법을 개발하고 이를 임상의에게 소개하여 진단과 치료 후 추적 검사에 이용해야겠습니다.

➎  진단검사의학 각 세부 분야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층을 두껍게 형성하여 공동연구를 시도하면 좋겠습

니다(한 병원 검체로는 연구를 하기에 대상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➏  검사 후 잔여검체를 보유하고 있는 진단검사의학은 잔여검체를 이용하여 비교적 손쉽게 연구 물질

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 대부분 기관 내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서는 환자

의 동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환자를 만나서 동의

서에 사인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루틴 검사를 위하여 채취된 검체의 잔여검체는 동의서 면제를 

해야 하고, 연구 시 검사를 처방한 임상의를 되도록이면 공동연구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

집니다. 귀한 잔여검체가 필요한 연구에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환자 동의 없이 검사 후 잔여검체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대외적 선언이 타

당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임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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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하루가 24시간으로 한정되어 있고, 인생은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검사의학은 영원합니다. 단지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뀔 뿐입니다. 

우리 이후에도 무한히 발전하는 대한민국 진단검사의학회의 미래를 그리며,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돕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원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➐  새롭게 출현한 질환(COVID-19등)에 대하여 빠르게 대처(최신 지식 습득, 관련된 검사 set-up, 검사 표

준화, 검사 결과를 모아서 공유 및 논문 작성 등)하여 세계 진단검사의학을 선도하면 좋겠습니다.

➑  우리가 언제까지나 외국에서 만들어진 장비와 시약을 써야할까요?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기술의 국제적 

위상은 탁월하고,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진단검사의학 전문

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 셋(우수한 진단검사의학 전문가, 탁월한 첨단 산업 기술, 발달한 바이오산업)을 결합하여, 우리의 시

장이 작으므로 수출에 역점을 두고 더욱 앞선 또는 독창적인 진단검사 장비와 시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

으로 여겨집니다. 

➒  영어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영어 문헌을 빨리 읽어야 하고, 영어로 뜻이 명확하게 전

달되는 논문을 써야 하며, 국제학회에서 영어로 발표를 잘 하고 토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세계 

최고의 진단검사의학 전문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➊   우리의 목표(미션, 비전, 핵심가치)는 “정확하고 신속한 진단검사를 통해 최상의 진료를 추구하는 것, 진단검사의학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 양성과 학술 활동과 연구개발을 통해 진단검사의학을 발전시킴으로써 의학과 의료 발전에 공헌하

여 환자의 완치 및 좀 더 나은 삶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현명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

다면, 어느 순간 세계 최고가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진단검사의학은 발전할 것입니다.

➋   대한진단검사의학회를 중심으로 지혜롭게 업무 및 연구를 분담(세부 전문별로 선택과 집중)하여, 즐겁고 재미있게 협력

하여 일함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쌓으며 진단검사의학을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➌  또한 감사가 행복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서로 감사하며 도와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진단검사의학을 같이 공부하고 일했던 학회원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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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MAN COULTER LAB AUTOMATION

FOR MID-SIZED HOSPITALS 

of manual lab workflow

AUTOMATE 80% 

Comprehensive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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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igent tube routing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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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Impact

Learn more: BeckmanCoulter.com/DxA5000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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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과 정밀의료

정밀의학(presision medicine)은 차세대유전체분석법(next gen-

eration sequencing, NGS)을 이용하여 한번의 검사로 대개 수백개

에서 수천개 유전자를 분석하여 정확한 진단, 질병 예측, 환자 개개인에 

최적의 치료 약물 용량을 결정하여 부작용이 거의 없이 질병을 완치 

하는 현재와 미래 의료의 지향점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정밀 

의학 이니셔티브(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를 추진하면서 

맞춤의학 대신 정밀의학이란 단어가 강조되고 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사실 정밀의학과 개인맞춤의학은 내용 면에서 공통점이  

많아서, 본질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맞춤의학이 특정한  

한 개인을 위해 개발된 예방 및 치료법이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밀 

신명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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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란 용어가 현재는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정밀의학과 연관되어 사용되는 용어로 ‘P4 

의학’, ‘계층화 의학(stratified medicine)’, ‘유전자 

의학(genomic medicine)’ 또는 ‘근거중심의학’ 등

이 혼용되어 사용 되고 있다. 본고에서 저자는 진단

혈액학 임상진단분야에서 적용이 용이한 targeted 

RNA-seq 패널개발과 실제 사용경험을 공유하고, 

정밀의료 사업화와 제품화를 지향하는 기업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설립된 ‘화순전남

대학교병원 첨단정밀의료산업화지원센터’를 소개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혈액암에서 발생하는 유전변이는 크게 중복이나 결손

을 포함한 염기서열변이, 융합유전자변이 그리고 

유전자 이상 과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전자

변이중 유전자융합은 백혈병 등 혈액암 발생에 중요

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진단, 위험도평가, 최적의 

치료법 선택 및 잔류병소 검출을 위한 필수적인 

표지자로서 중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진단혈액학 검사

실에서는 유전자융합변이를 검출하기 위해 염색체

검사, fluorescent in situ hybridization (FISH), 

multiplex reverse transcriptase-PCR를 이용하

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방법들은 혈액암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유전자융합을 검출하는데 큰 제약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RNA sequencing 

(RNA-seq) 방법이 임상검사실에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RNA-seq 방법은 분석결과 처리 과정과 

해석의 복잡성으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저자의 연구그룹에서는 임상검사실에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검사보고시간 및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자체 발굴한 혈액암 동반진단

표지자인 PHB을 포함한 84개 유전자로 구성된 표적

유전자 RNA 염기서열분석(targeted RNA se-

quencing, targeted RNA-seq) 시스템을 개발

하여 최근 전문 학술지에 보고하였다. 저자가 주도

하여 개발하여 제품화한 targeted RNA-seq 시스템

(KBB-RNAseq NGS-Leukemia-PHB; KBlueBio, 

Hwasun, South Korea)은 언급한 바와 같이 84개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capture hybridization법을 

이용하여 library preparation을 한 후 MiseqDx 

(Ilumina, SanDiego, CA)에 최적화된 분석시스템

이다. 이 시스템의 검사 능을 평가하기 위해 백혈병

presision medicine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next generation sequencing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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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진된 93명(acute myeloid leukemia (AML) 

15명, 성인 B-acute lymphoid leukemia (B-ALL) 

35명, 소아 B-ALL 30명 및 T-acute lymphoid 

leukemia (T-ALL) 13명)의 진단 시 골수 검체를 

이용하였다. 전체 93명 백혈병 환자에서 융합유전자

변이는 72명(77%)의 환자에서 tier 1 이나 tier 2 유

전변이가 관찰되었다. 소아 B-ALL에서 융합유전자

변이는 대상 환아의 83% (25/30) 에서 검출되었고, 

성인 B-ALL의 경우 94% (33/35)에서 융합유전자

변이가 관찰되었다. AML과 T-ALL 환자에서 융합

유전자변이는 각각 53% (8/15) 및 46% (6/13) 이었다. 

이미 상용화되어 국내에서도 이미 사용 중인 외국산 제

품과 비교평가를 위해 B-ALL 4예, AML 2예 그리고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e-

mia) 및 T-ALL 각각 1예를 이용하였다. 전체 8예의 

비교평가 환자에서 7예에서는 두 분석시스템의 결과가

일치하였으나 IGH-CRLF2 유전자 융합이 동반된 

B-ALL에서는 저자들이 개발한 패널에서만 검출이 

되었다. Philadelphia chromosome (Ph)-like 

ALL는 B-ALL의 20-25%에서 발견되며, 이의 원인

유전자로 CRLF2 유전자와 연관된 융합유전자변이

가 61% 정도로 알려져 있다. Ph-like B-ALL은 매우 

불량한 예후를 보여 ALL의 새로운 아형으로 분류되었

다. 따라서 ALL 특히 B-ALL에서 유전자분석을 통한

Ph-like B-ALL 진단은 정밀의료 관점에서 백혈병을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저자들이 개발하여 보고

한 targeted RNA-seq 분석시스템은 현재 상용화

되어 일부 임상검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anchored 

multiplex PCR을 이용한 cDNA library 기반 tar-

geted RNA-seq보다 Ph-like B-ALL을 검출하는데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저자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1

년 치밀한 자료준비·기획과 함께 전남도와 화순군 등 

지자체와 중앙부처를 일일이 방문해 설득하는 열정

을 발휘, ‘지방’이라는 편견과 불리함을 극복하고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150억 원 규모의 ‘첨단 정밀

의료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대상자로 최종선정 

되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2004년 개원 이래 

암특화병원으로서 17년간 축적해온 암 관련 고순도 

빅데이터,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에서의 중추적 역할 등도 호재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화순전남대병원은 그간 혈액

암 등 일부 난치암 정밀의료 분야에서 국내 최상위

암특화병원으로서 17년간 축적해온 

암 관련 고순도 빅데이터, 국내 유일의 

화순백신산업특구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서의 중추적 역할...

ALL 특히 B-ALL에서 유전자분석을 통한 

Ph-like B-ALL 진단은 정밀의료 관점에서 

백혈병을 치료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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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첨단정밀의료산업화지원센터가 정밀의료 

산업 육성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수준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병원과 함께하는 정밀의료 산업화 지원 사업을 유치

할 수 있었다. 첨단정밀의료산업화지원센터는 글로벌

시장의 성장에 맞춰 신규 질환 및 치료타깃 발굴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정밀의료 빅데이터 디지털 댐을 

구축하여 국내 정밀의료 시장성장의 가속화는 물론 

지역 혁신기업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산·학·연·병 협력체계를 구축하

여 연구개발에서 제품화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바이오 의약품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의 성장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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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CR + LAMP in One System

빠르고�편리하게�정확한�검사�결과를
확인�할�수�있는�실시간�유전자�증폭�장치

STANDARD M10

검사 항목
·  MTB/NTM
·  Arbovirus Panel
·  
·  HPV

C. difficile

·  SARS-CoV-2
·  SARS-CoV-2
·  Flu/RSV/SARS-CoV-2
·  MDR-TB

Turbo

http://sdbiosensor.co.kr/product/product_view?product_no=125




RESEARCH HIGHLIGHT 

진단을 넘어 
치료제 개발 연구를 향하여

ABO 아형과 cis-AB 형

군복무를 마치고 수혈의학 fellow로 근무를 막  

시작한 나에게 ABO 아형은 신기한 보물 상자  

같았다. 다소 이상해 보이는 혈청검사를 유심히  

살펴본 덕에 ABO*B3.06 (Cho et al., Vox Sang. 

2004), ABO*BW.22 (Lee et al., Transfusion. 

2014), ABO*AW.10 (Cho et al., Transfus Med. 

2005), ABO*cisAB.09 (Lee et al., Transfus 

Med. 2015), chimera (Cho et al., Immuno-

hematology. 2006; Cho et al., J Korean Med 

Sci. 2007; Won et al., J Clin Pathol. 2013; 

Lee et al., Ann Lab Med. 2014) 등을 처음 

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지면 관계상 cis-AB형 연

2021년 운이 좋아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간행홍보위원회에서 그간의 연구내용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소주제별로 소개하고자 한다.

구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Cis-AB

형은 cis-AB01 라는 하나의 유전자가 어떤 유전

자와 동반되는지에 따라 10개 이상의 표현형을  

나타낸다. 만약, O 유전자를 동반하면 거의 A2B3

형인데, A나 B 유전자를 동반하면 A1B3, A2B

이 흔하지만, A1Bx, A1Bel, AintB3 등 다양한 

표현형을 보였다 (Cho et al., Vox Sang. 2004, 

Chun et al., Ann Lab Med. 2019). 심지어

는 완벽한 A형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Cho et 

al., Vox Sang. 2003). Cis-AB 표현형이 이렇

게 복잡하다 보니 검사실을 다소 혼란스럽게 한다. 

Microplate법 기반의 자동화 장비는 cis-AB형을 

AB형으로 잘못 보고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 덕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22 진단을 넘어 치료제 개발 연구를 향하여



A사의 장비는 87.5%에서 B사에서는 70.0%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되었다 (Chun et al., Transfus 

Med Hemother. 2018). 연구 초기에 광주전남 

지역 헌혈자 169,605명을 조사해보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흥미로운 것이 cis-AB형의 빈도였다. 전세계 

에서 우리나라 cis-AB형이 가장 흔했다. 가장 흔하 

다고 믿어왔던 일본인에 비해 30배 더 많았다 

(Cho et al., Vox Sang. 2004). 또 하나 재미

있던 것은 내가 경험한 수많은 cis-AB형은 모두 

cis-AB01 유전자를 가졌고, 부모에게서 유전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학회 신희봉 교수와 함께 발

견한 cis-AB형은 유전되지 않은 founder였다. 

“엄마도 B형, 아빠도 B형인데, 발단자는 de novo 

mutation에 의해 세상에 처음 발생한 cis-AB09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 게다가 A형 기반의 cis-

AB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증례는 B형 기반의 

cis-AB형이었다. 부모에게서 유전되지 않고 돌연 

변이에 의해 처음 생성된 유전자! 참으로 신기

했다 (Lee et al., Transfus Med. 2015). 한편, 

ABO 유전자 검사법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해결 

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할 수 있었다. 수십개의 

혈액형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NGS 

검사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여 혈청학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증례들의 해결 (Kim et al., 

Transfus Med Hemother, 2021) 및 그간 

액손 6&7 분석으로는 규명할 수 없었던 일부 A 

아형 및 B아형의 원인 유전자가 intron 1에 있음을 

알게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Kim et 

al., Transfusion. 2022; Yu et al., Vox Sang. 

2022). 

DEL(1227 G>A, Asia type DEL)형

RhD 혈액형 연구는 2개의 증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듯하다. 우리 학회 김경희 교수는 “D 음성 

환자에게 D 음성 적혈구 4 단위를 수혈했는데, 

항-D가 발생했다는 증례”를 보고했다. 대한적십자

사에서 공급된 혈액들 중 하나는 D 음성이 아니라 

DEL(1227 G>A)형이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용역 

과제 (책임자) “국내 RhD 음성자 안전성 확보  

방안”을 통해서 많은 사례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극소량의 D 항원을 가진 DEL형을 정확히 진단 

하려면 RHD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인데, 한국인

의 RHD 유전자 변이의 빈도가 서구인과 다르다. 

이에 독일 팀과 함께 한국인에 적합한 RHD 유전자 

검사 프로토콜을 개발하였다 (Luettringhaus et 

al., Transfusion. 2006). 또한, RHD 유전자  

검사의 적응증 연구 (Chun et al., Transfus 

Apher Sci. 2020) 및 RhCE 표현형검사를 활용

하여 실용적인 검사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Seo 

et al., Vox Sang. 2016; Choi et al., Ann Lab 

Med. 2018).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또 다른 증례

는 “D 음성 환자에게 D 양성 혈액을 수혈했는데 

항-D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박 등, 대한수혈학회

지, 2006).”였다. 물론 환자의 면역력에 따라 발생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D 항원에 노출된 수

많은 중국인 산모들이 모두 항-D가 발생하지 않음

이 중국 팀에 의해 NEJM (Shao, NEJM. 2010)

에 보고되었는데, 이 논문을 본 순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증례를 다시 리뷰하게 되었다. DEL형은 

극소량의 D 항원이지만, 완벽한 epitope을 가진 

D 항원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 환자의 면역세포

는 D 항원을 만나도 항-D를 만들지 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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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 때문에 DEL (1227G>A)형 환자에게 

많은 D 양성 혈액을 수혈했지만, 항-D는 발생 

하지 않았다 (박 등 대한수혈학회지, 2006; Choi 

et al., Ann Lab Med. 2019). D 양성 혈액을 

안전하게 수혈할 수 있는 RhD 변이형은 Weak 

D 1, 2, 3형인데, 서구인은 상대적으로 흔하지

만 한국인은 거의 없다 (Chung et al., Blood 

Transfus. 2021). 이러한 내용은 수혈가이드라

인 (제5판 수혈가이드라인, 2022)에 반영되었다. 

한편, 초응급상황인 경우에 수혈 전 검사를 모두 

생략하고 수혈할 수 있는 universal blood (적혈

구는 O형, 혈소판과 혈장은 AB형)에 대해 과거에

는 D 음성을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용역과제(책임자)를 통해 발간한  

응급수혈 표준업무 안내서에서는 D 양성 혈액을 

기본으로 하였다. 한국인의 D 음성 빈도를 고려

하면 위험보다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

이다.

NGF (next generation flow cytometry) 

-MRD (minimal residual disease)

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냥 하고 

싶은 연구만을 할 수는 없는 듯하다. 개인적으로 

다소 관심도는 떨어지더라도 임상의사들이 요구 

하는 진료에 필요한 연구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병원에서 혈액은행 업무 외에도 

혈액종양의 유세포분석 판독업무를 맡고 있는데, 

NGF를 통한 MRD 검사에 대한 임상의사들

의 요구는 강력했다. 기존 유세포검사와 달리 

MRD의 검출 민감도를 0.001%로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사 과정도 복잡하고 판독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NGF에 의한 acute 

B-cell lymphoblastic leukemia (B-ALL)  

환자의 MRD와 multiple myeloma (MM) 환자

의 MRD를 삼성서울병원에 set up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MM환자에 대한 MRD 검사는  

정확하고 빠르며 효율적인 검사로 판단되었다. 

임상적인 유용성을 한국인 대상으로 증명하였고 

(Kim et al., Ann Lab Med. 2022), 최근에는  

하나의 튜브에 10 colors로 구성된 형광항체를  

사용하는 B-ALL MRD도 set up하여, 현재 NGS

와 비교 분석 중이다.

NK cell & CAR-NK cells

세포치료는 수혈의학 (수혈분과)의 새로운 분야인

데, AABB의 명칭도 변경되어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lood & Biotherapies

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ALM 학회지 세부 분야

도 2022년부터 transfusion에서 transfusion 

and cell therapy로 바뀌었다. 약 15년 전 미국

혈액학회를 다녀온 한 선배가 NK cell 치료제의 

가능성을 보고 이 분야 연구를 추천했었고, 나도 

한편의 논문 (Imai et al., BLOOD, 2005)에 감

동을 받아 생면부지의 Campana 교수에게 2년간  

연수(2007~2009년)를 갔었다. K562-41BBL-

mbIL15라는 세포주로 NK cell을 대량으로 증폭

하는 기술과 anti-CD19 CAR-NK cell 연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귀국 후 나는 소규모 실험실을 

만들고, NK cell assay 개발 (Park et al., ACS 

Sens. 2021; Kim et al., Front Immunol. 

2020)과 함께 K562-OX40L (Kweon et al., 

Front Immunol. 2019)와 K562-OX4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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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L18-mbIL21 (Thangaraj et al., Cancer 

Immunol Immunother. 2022)을 활용한 독자

적인 NK cell 증폭시스템을 개발 후 특허를 내고, 

몇개의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였다. 한 기업은 이 

기술로 증폭된 NK cell을 간암 치료제로 임상시

험을 하고 있고, 다른 기업은 CAR-NK cell 치료

제를 개발 중이다. 연구실에서는 NK cell 증폭의 

기전, 증폭법 개선 및 임상적 활용을 위한 연구 등

(Phan et al., Hum Immunol. 2017; Koh et 

al., Ann Lab Med. 2022)과 여러 암에 적용할 

수 있는 항암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다 (Oh et al., Cancer Cell Int. 2017; Kim 

et al., Anticancer Res. 2018; Thangaraj et 

al., Cell Mol Immunol. 2021). 최근 CAR-T 

cell 치료제가 임상에 뛰어난 치료성적을 보이고, 

보험급여도 되어 환자 몸 속 T 림프구를 채집하

기 위해 헌혈실(apheresis unit)이 매우 분주하

다. 그런데, 최근 CAR-T cell 치료제의 고비용과 

심한 부작용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CAR-NK cell 

치료제 개발을 시작한 연구팀과 기업이 점점 많아 

지고 있다. 나의 실험실도 최근에는 CAR-NK 

cell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언제가는 

CAR-NK cell 치료제 개발이 성공하여 임상에 

사용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맺음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원은 검사키트 성능 평가

에 전문가다. 관련하여, COVID-19 팬데믹 위기

를 겪으면서 우리 학회가 관련 전문가 단체로서 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서 무척 자랑스럽다. 또한, 

K-진단 키트가 국제적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

면서, 우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회원들이 진단 kit

의 평가 뿐 아니라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더 나아가 학문의 경계

가 무너지고 있는 최근 추세를 생각해보면 진단 

kit개발 뿐 아니라 치료제 개발도 우리 곁에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ABO 아형

Aw10

Bw22
B306

cis-AB01

cis-AB09

chimera

RhD 변이형

Asia type 
DEL

1227 G>A Weak D

Partial D

MRD by NGF

MM MRD B-ALL 
MRD

Expansion

cancers

anti-CD19 scFv

K562-OX40L-
mbIL18/21

Chimeric antigen 
receptor

NK Cell CAR-NK cells

VOL. 61  |  September 2022 25







Arnold O. Beckman 박사의 
분광광도계, 물질 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분광광도계는 진단검사의학 기본적인 분석 장비로써 생명과학,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광학, 건축,  

토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물질은 그 종류에 따라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전자전이 및  

회전과 같은 여러 가지 분자운동을 일으키며 고유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분광광도계는  

물질의 고유한 spectrum을 측정하고 이는 유기/무기 화합물의 정량, 정성 분석에 사용됩니다. 분광

광도법은 가시광선을 해당 파장의 스펙트럼으로 분해하는 광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자외선과 적외선 영역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전자기 복사선 영역의 분석기기

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분석기기에 근간이 되고, 분광광도계의 주요 발전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Arnold O. Beckman 박사입니다. 그는 세계 최초의 자외선 흡광광도계인 DU photometer

를 발명하여 인류 과학사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기획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역사보존위원회

편집  ㈜성현메디텍 진단검사의학 역사전시관

Fig. 1. Arnold O. Beckman과 DU spectrophotometer (종이예술작품 -조성천 작가 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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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보존위원회 기획연재



Beckman 박사는 캘리포니아 남부 감귤 가공

공장에서 레몬주스의 산도를 측정하기 위해 

pH미터를 개발하였고 1935년에 Nation-

al Technical Laboratories로 시작하여 

Beckman Instruments, Inc를 설립했습니다. 

이 후 Beckman “pH meter’는 거의 모든 수

용액에서 산도 및 알칼리도의 측정 속도와 정

밀도를 현저하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

은 의학, 과학, 산업, 농업 및 기타 여러 분야를 

포함한 분석화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습니다. 또한, Beckman박사는 1940년

에 측정 기술의 선구자적인 발전을 기록한 두 

가지 추가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하나는 석

영 광전자 분광광도계(quartz photoelectric 

spectrophotometer)이며, 다른 하나는 정밀 

헬리컬(helical) 전위차계 또는 전자제품으로 

알려진 Helipot(R)입니다. DU(R) 분광광도계

는 실험 절차를 단순화하여 화학분석에 획기적

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DU(R) 분광광도계가 개발된 배경과 시대적  

상황은 드라마틱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군 

은 야간전투에서 자주 패했습니다. 미국정부가 

그 이유를 조사해보니 군인들이 앓고 있는  

야맹증이 원인이었습니다. 야맹증은 어두운 곳 

에서 잘 보이지 않는 증상으로 체내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발병하는 병입니다. 군인들의  

식단을 조사해 본 결과, 비타민A의 함량이 절대

적으로 권장량에 미치지 못했고, 야간에 상대방 

적군이 보이지 않으니 전쟁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맹증의 개선을 위해 시급히 식단 

에 비타민 A의 함량을 높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A의 함량이 너무 높으면 두통, 

구토, 점상출혈을 동반하기에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당한 양의 비타민 A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즉 비타민 A를 정량하는 방법이 필요 

했습니다. 당시에 비타민A를 정량하는 방법 

으로 습식법이 있었지만 분석하는데 21일 가량

이 소요되었습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쟁 

상황 속에서 습식법보다 더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검출기가 절실했습니다. 

 

미국의 비타민 관련 조사기관은 비타민A(레티

놀)가 자외선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마침 Beckman은 가시 스펙트럼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외선 스펙트럼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더욱 발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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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측정 단일기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더욱 

발전한 분광광도계 분석기기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Beckman은 

Howard Cary가 이끄는 연구팀과 함께했습니다. 

Howard Cary가 이끄는 Beckman 연구팀은 

분광광도계의 새로운 여러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인류가 발전하는 곳에는 위대한 선구자들이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좋은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신비롭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분광광도계 모델 중에 현재 DU 

분광광도계로 불리는 Beckman의 모델 D가 

있습니다. 프리즘을 사용하여 빛을 흡수 스펙

트럼으로 분리하고 광관을 사용하여 스펙트럼 

전체의 빛 에너지를 전기적으로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물질의 광 흡수 스펙트럼

을 분석하여 화합물의 특성인 표준화된 ”지문“

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Sample을 삽입하고 

원하는 빛의 파장을 정한 후에 간단한 미터기

에서 해당 주파수의 흡수량을 읽을 수 있습니다. 

 

Beckman 박사의 DU spectrophotometer

는 몇 주가 걸리던 기존의 분석 장치의 측정 

시간을 단 몇 분으로 단축하였고, 이전 25%

의 정확도에 불과하던 것을 99.9%의 정확한 

정량 측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에 노벨화

학상을 받은 Robert Bruce Merrifield는 DU 

spectrophotometer를 “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해 개발된 가장 중요한 기구”라고 불렀습니

다. Beckman의 model D는 화학분석에서 규

격화된 가장 강력한 장비가 되었고, 최소한의 

Fig. 2.  Quartz photoelectric spectrophotometer 

-1941년 (Wikiwand)

DU spectrophotometer의 개발은 앞서 전시의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요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군인들의 야맹증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비타민A 함량에 관한 실험은 몇 주 동안 쥐 

에게 먹이를 준 이후에 생검(biopsy, 환자의  

병이 있는 부위의 조직을 약간 잘라내어 관찰

하는 일)을 수행하여 비타민A 수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DU 분광 

광도계는 몇 분 만에 더 나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생화학자들은 비타민 A가 자외선 범위 안에서 

특징적인 최대 흡수점을 가진다는 것을 이용 

하여 실험용 쥐가 없어도 DU 분광광도계를  

통해 비타민 A를 함유한 모든 식품을 몇 분 안에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실험쥐들도 분명  

좋아했을 거라는 재미있는 상상도 해봅니다.

DU 분광광도계는 또한 전시 중에 부상을 치료 

전문 기술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로써 Beckman은 혁신적인 새로운 분광 

광도계의 세계를 열었습니다.

30 ARNOLD O. BECKMAN 박사의 분광광도계, 물질 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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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항생물질인 약물 페니실린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1927년 페니

실린의 발견 이후, 페니실린은 뛰어난 약효를 

인정받고 ‘마법의 탄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광 

을 받았지만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적인 도전이 

요구되었습니다. ‘페니실린의 기적’을 현실로 

실현하려는 연구자들에게 Beckman DU 분광

광도계는 페니실린의 화학적 구조를 해석하고, 

합성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중요한 분석 기구

였습니다. 전쟁 이후에 DU 분광광도계로부터 

나온 자료들을 통해 과학자들은 항생물질 전체 

를 구성하고 있는 페니실린을 알 수 있게 되었

고 뛰어난 약효가 있는 “beta-lactam” 구조도 

발견했습니다. 페니실린의 개발과 대량 생산에 

지대한 공을 세운 DU 분광광도계는 ‘인류의 

두 번째 화학 혁명’이라고 할 만큼 귀중한 도구 

였습니다. DU 분광광도계는 1942년 개발되어 

1984년 단종되는 순간까지 42년 동안 그 어느 

분석 장비보다 많은 양의 제품이 생산되고 공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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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old O. Beckman(1900.4.10.~2004.5.18.)은 

미국의 화학자이자 발명가, 투자자 및 자선가

입니다. Beckman은 1900년 4월 10일, 500

여명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작은 농촌 마을인 

일리노이주 컬룸 (Cullom, Illinois)에서 대장

장이인 George Beckman과 Elizabeth Ellen 

Jewkes 사이의 막내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9살 때 화학 실험서를 읽는 등 어려서부터 실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간

을 실험실로 개조하도록 허락하며 과학적 사유

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Fig. 3.  DU Spectrophotometer (성현메디텍 역사전시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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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 Beckman은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와 

연계된 ‘Laboratory School’인 University 

High school에 진학하게 되었고, 재학 중, 개인 

사업으로 지역 가스회사를 위해 분석화학을  

연구하는 Bloomington Research Labora-

tory를 시작하였습니다. 1934년 California 

of Technology의 교수로 재직 중에 pH  

측정기의 발명을 기반으로 Beckman Instru-

ments 회사를 설립하였고 ‘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해 개발된 가장 중요한 분석기기’인 DU 분광

광도계를 개발하였습니다. 

분광광도계의 역사는 1854년, Louis Jules 

Duboscq (1817~1886, 프랑스 계측기 제조

업자, 교수)가 제작한 비색계를 원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색계는 두 액체(표준과 검체)

의 색상을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육안 비색계입니다. 두 개의 유리관

이 있어 그 중 하나는 표준용액을 넣고 다른 

하나는 분석할 시료를 넣습니다. 양쪽에 동일한 

유리 플렌저를 유리 튜브에 넣고 빛의 강도가  

같아질 때까지 양쪽의 액체 튜브를 조정한 후 

‘Beer의 법칙’을 적용하였습니다. 빛은 아래 

쪽에서 거울에 반사되어 튜브와 플렌저를  

통과한 후 프리즘 세트에 의해 굴절되어 입사

되면 이분화되어 있는 접안렌즈로 관찰하는  

구조입니다. 1886년 Duboscq가 사망한 이후

에 Duboscq colorimeter는 생화학자들에게 

화학물질을 분석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로 활용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반, 프랑스와 독일의 회사

들이 Duboscq 비색계와 modified Duboscq 

비색계를 상업적으로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제

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1920년 미국에서 Bausch & Lomb’s 

Duboscq 비색계가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Bausch &Lomb은 자신들의 비색계가 ‘분석

기의 가장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밀한 도구’라고 설명하며 속도와 정확성이  

필수적인 부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 

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5년에 Klett colorimeter

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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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위원회
역할과 현안

안녕하세요? 

학회 보험이사를 맡고있는 

삼성서울병원 박형두입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통하여 학회원들께 

저희 학회 보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현안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험위원회는 저와 상계백병원의 유수진 보험이사가 

공동위원장이고, GC녹십자의료재단의 최리화 간사

와 6개 분과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는 부위원장과 3-6명의 보험위원으로 구성

되어 해당 분야의 보험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표 1).

보험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첫째,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관련 주관부서 회의에 참

석하고 각종 보험관련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할 학회전문가를 추천합니다. 둘째,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공문서를 유관기관으

로부터 수령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우리 학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회신합니다. 셋째, 보험관련 주요 사

안을 학회원들에게 공지하고 공유합니다. 

보험위원회 대외업무는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두 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조가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박형두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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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로부터는 각종 신의료기술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작성할 때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는 의사업무량을 산출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의사업무량은 시술시간과 분당업무량을 

계산하여 산정하는데,비교대상 유사행위가 있다면 

이를 참고하고 검사수행과정, 결과해석, 보고과정 등

에서 실제로 의사가 관여하는 업무내용을 분석하여 산정

합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상대가치위원회, 의료

행위심의위원회, 상대가치연구단 등의 회의에 참석

하여 현안을 청취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법 등 각종 법률안 

개정 시 우리학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능도 담당합

니다. 최근 업무 중 하나를 예로 들면 대한의사협회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주하여 진행하는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업무량 상대가치 개발연

구(의과)’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정의기술서’ 보완

작업을 의뢰받아 보험위원회 각 분과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이는 2021년에 마무리된 의사업무량의 상대

가치점수 개발 연구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에서 주관

하여 진행 예정인 ‘기본진료와 구분되는 의료행위 

재분류 방안’ 연구에 연구원으로 참여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주요 업무협의는 신의료

기술 고시문 검토,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 요양급여

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행위 급여대상 결정 시 

상대가치점수 산출, 요양급여 적용기준 설정, 급여

선별급여 항목 적합성 평가(선별급여 현행유지 또는

급여 전환 필요성 의견), 상대가치점수 직접 비용 자료

검토, 신설 급여행위의 환자 분류체계 마련, 비급여

대상 항목의 급여화 검토 등의 범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이의신청, 요양

급여조정신청, 기타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에도 관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보험위원회 현안으로는 개편 작업

막바지에 있는 상대가치점수 3차 개편(안)에 대한

대응입니다. 상대가치제도는 지난 2001년에 도입

되었는데 수가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도입 당시

단점을 보완하고자 2008년에 1차 개편을 통하여 

진료과 내 점수를 객관화하고 진료과별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진료

과목간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였으며 

2017년에 5개 유형(처치, 기능, 영상, 검체, 수술)

별 불균형을 조정하고자 2차 개편이 있었는데 기본 

진료료를 개편하진 못했습니다. 2023년부터 단계

적으로 적용할 계획하에 3차 상대가치 개편 초안이 

올해 초에 공고되었는데, 수가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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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편의 연장선에서 진료행위료를 개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차 상대

가치점수의 직접비용 개편과정에 따르면 진료관리

과에서 행위별 직접비용자료를 구축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후에 동료평가

검증위원회를 통하여 5개 유형의 직접비용(장비비, 

재료비, 인건비) 구축내역을 조정하고 진료과목별 

행위별 균형성을 검토하고 조정했습니다. 이후 유형

별 이견을 조정하고 직접비용 조정안을 확정하는 중

이며, 전체적인 직집진료비용 자료를 조정하고 분과

패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상전문가조정패널에서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우리과와 관련된 내용

으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를 개편하여 종별가산의 

15%를 상대가치점수화하고, 행위유형별로 적용을 

달리하여 검체검사의 종별가산을 폐지하는 것을 골

자로 합니다(그림 1). 종별 가산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인력, 시설 투자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름을 인정해 수가 가산을 차등화하는 제도로 1977

년에 도입되었는데,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일괄적으

로 상대가치점수화하고 남는 종별가산(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을 폐지함으

로써 우리과 전문의가 주로 근무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검체검사 수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보험위원회 및 보험정책위원회에서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에서 폐지될 것으로 공지된 검체검사 종별

가산제에 대비하고자 여러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측에 학회의견을 전달하였고 추후 

상대가치점수 3차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검체검사의 종별가산제 폐지에 대응하여 제안한 

학회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관련 업무는 자료검토 및 의견서 작성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힘든 일이며 대체로 회신기한

도 촉박하여 빨리 처리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회의 내실을 다지고 미래를 기약하는 중요

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있기에 오늘도 많은 보험위원

들이 최선을 다하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

니다. 개선이 필요한 보험관련 이슈가 있다면 언제

든지 주변의 보험위원에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험위원회에 보내주시길 학회원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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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사 박형두(삼성서울병원), 유수진(상계백병원)

간사 최리화(GC녹십자의료재단)

분과 부위원장 위원

수혈의학 고대현(서울아산병원) 김신영(세브란스병원), 제갈동욱(서울성모병원), 이현지(부산대병원)

임상미생물 김택수(서울대병원)
변정현(경상대병원), 원은정(전남대병원), 이재현(전북대병원), 

허희재(삼성서울병원), 홍기호(세브란스병원)

임상화학 이상곤(GC녹십자의료재단)
박현경(SCL), 안선현(GC녹십자의료재단), 윤승규(고대안암병원), 

조은정(동탄성심병원), 한민제(강동성심병원)

진단면역 박윤희(세브란스병원)
김수경(이대목동병원), 박금보래(KODA), 신경화(부산대병원), 

유혜진(삼광의료재단), 조치현(고대안산병원), 최재훈(이원의료재단)

진단유전 장미애(순천향대부천병원)
김만진(서울대병원), 김영은(한양대병원), 신새암(세브란스병원), 

유인영(서울성모병원), 윤정(고대구로병원), 임지숙(서울성모병원)

진단혈액 김미영(서울아산병원)
김보현(순천향대천안병원), 김현영(삼성서울병원), 

박상혁(울산대병원), 함초롱(이원의료재단)

2022년도 보험위원회 구성표 1

요양기관 종별가산 개편(안) 개요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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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as® pro integrated solutions
Simplicity meets Excellence

Sample supply unit

•  Up to 1,000 samples/hour 
processing capacity 

•  Up to 300 samples direct 
loading/unloading

•  Bi-directional connectivity 
to lab automation

1 ISE analytical unit

•   Up to 900 tests per hour

•   cobas SonicWash

2 cobas c 503 analytical unit

• Up to 1,000 tests per hour

• 60 reagent positions

• Ultrasonic mixing

• cobas SonicWash

• cobas AutoCal

3 cobas e 801 analytical unit

•  Up to 300 tests per hour

• 48 reagent position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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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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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bas c503 module, Notifi cation No. 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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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bas e 801 module, Notifi cation No. 16-1933

Automated maintenance

More effi cient and fl exible 
sample routing with 
cobas® SonicWash

Overall throughput of up 
to 2,200 tests/hour

Maximize stay away time 
with a predictive loading list

Continuous reagent loading 
during operation

Save time and costs with 
cobas® Aut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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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대한진단검사의학회 업무협약서(MOU) 체결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022년 7월 18일 질병관리청과 업무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식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에서 열렸으며, 백경란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8명의 질병청 관계자와 전사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을 포함 6명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임원이 참석하였다. 

주요 협약 내용은 1) 표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 참여 2) 국내 진단검사의학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상호 소통 및 협력 강화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 국가 진단의학표준검사실 운영 ▲ 국제 표준검사 

서비스제공 ▲ 체외진단제품 품질 인증 및 평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협력 ▲ 진단검사 기술 자문 및 학술적  

교류에 대한 상호 협력강화 등이다. 

업무협약체결 협약서

학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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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소식

1. 학술지 진행 사항 

(1) 2022년 42권 6호: 6월 29일 발간 완료 총 15편(Nov issue)

(2) 2023년 43권 1호: 2022년 8월 26일 발간 예정 총 23편(Jan issue) 

(3) 논문 투고 현황(2022년 8월 24일 현재)

(의편협 납본 예정일: 2022년 6월 28일)

(PubMed 게시 예정일: 2022년 6월 29일)

의편협 납본 예정일: 2022년 8월 26일)  

(PubMed 게시 예정일: 2022년 8월 31일)

분야
진단

혈액학
임상
화학

임상
미생물학

진단면
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검사
정보

진검
기타

합계

Editorial - 1 - - 1 - - - 2

Guideline - - - - - - - - -

Review - 2 - - 3 1 - - 6

원저 1 - 1 1 - - - - 3

단신 - - - - - - - - -

Letter 1 - 1 - 2 - - - 4

Erratum - - - - - - - - -

합계 - - - - - - - - -

분야
진단

혈액학
임상
화학

임상
미생물학

진단면
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검사
정보

진검
기타

합계

Editorial - 1 - - - 1 - - 2

Review - 1 - - - - - - 1

원저 - 2 2 1 - 2 - - 7

단신 - - - 1 1 - - - 2

증례 - - - - - - - - -

Letter 3 2 2 2 1 1 - - 11

가이드라인 - - - - - - - - -

Erratum - - - - - - - - -

합계 3 6 4 4 2 4 - - 23

항 목
신청
접수

심사중
저자

수정중
게재
추천

교정
의뢰

교정
완료

논문
게재

(출판 전)

게재거부
또는 취소
(최근3개월)

편 수 0 17 4 - 13 1 - 90

소 계 21 13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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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pact Factor 누적 추이

3. 기타 진행 사항

(1) 연도별 최종 IF

(1) TOC 발송 누적

(4) 월별 논문 투고 현황(2022년 8월 24일 기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09년 0 11 12 12 9 16 16 11 11 2 16 6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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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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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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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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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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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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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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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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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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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48 27 55 43 35 41 49 31 41 46 39 31 486

20년 47 49 48 51 58 67 57 68 49 46 47 60 647

21년 44 44 47 51 54 42 48 39 60 31 29 36 525

22년 39 48 58 63 41 49 42 29

Vol. No. 발송일 발송건수

42권 1호 2021-08-12 14,763명

42권 2호 2021-10-13 15,195명

42권 3호 2021-12-16 15,512명

42권 4호 2022-02-22 15,927명

42권 5호 2022-04-27 16,464명

42권 6호 2022-06-30 16,955명

2013년 1.481

2014년 1.417

2015년 1.870

2016년 2.174

2017년 1.916

2018년 2.635

2019년 2.803

2020년 3.464

2021년 4.941

학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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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홍보 (트윗계정: @AnnLabMed )  

ALM 트윗 게시물 수

일자 팔로우 팔로워

2020-12-31 1,400 380

2021-12-31 3,728 973

2022-01-26 3,669 1,011

2022-03-02 3,648 1,026

2022-03-28 3,650 1,043

2022-04-28 3,663 1,071

2022-05-30 3,992 1,104

2022-06-29 4,346 1,151

2022-07-29 4,882 1,225

2020년 (총계) 125 19 1 8 19,493

2021년 (총계) 149 13 21 48,340

2022년 (월별) 논문
Video 

Summary
하이라이트 
모음 영상

기타 조회수

1월 14 0 0 4,292

2월 14 0 0 4,996

3월 10 0 1 3,424

4월 12 0 1 2,733

5월 11 0 0 3,370

6월 12 0 0 2,198

7월 12 0 0 3,152

합계 85 0 2 24,165

(3) 2022년 6월 27일 IFCC학회부스 ALM홍보

(4) 2022년 6월 28일 2021년 Impact Factor 발표 = 4.941

(5) 2022년 6월 29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제32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오은지 선생님 수상 선정

(6)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2-E02) - 8월 5일 박해일, 김솔잎 참석

(7) 편집위원회 정기회의  

- 중앙회의 (8/3) - 이수연, 장미애, 정태동, 원은정, 윤정, 이유진 참석

- 총회의 (8/10) -  이수연, 장미애, 정태동, 원은정, 윤정, 김현경, 김선영, 박해일, 김솔잎, 성흥섭, 허희재, 오은지, 송은영,  

기창석, 김명신, 조덕, 김신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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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사항 

(1)  ‘3차 상대가치 개편(요양기관 종별가산 개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대가치개발부]:  

2022년 6월 24일, 2022-215호 회신

(2)  ‘칼프로텍틴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2년 7월 11일, 2022-225호 회신

(3)  ‘칼프로텍틴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7월 11일, 2022-226호 회신

(4)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전문가 자문단 구성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평가부]: 2022년 6월 17일, 2022-204호 회신

(5)  ‘사전승인제도 운영 시 심의근거가 되는 SMN2 유전자 복제수’ 관련 학회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심사부]: 2022년 6월 24일, 2022-212호 회신

(6)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급여기준 신설’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6월 22일, 2022-209호 회신

(7)  ‘비타민 D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전문가 추천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기준1부]:  

2022년 6월 24일, 2022-213호 회신

(8)  ‘미세잔존질환(MRD) 양성인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 에서 

blinatumomab(품명 블린사이토주) 단독요법’ 급여확대 검토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2022년 7월 18일, 2022-236호 회신

(9)  ‘성선호르몬 테스토스테론[정밀분광/질량분석]’ 등 총 5항목’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전문가 추천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7월 11일, 2022-231호 회신

(10)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관련 전문가 추천의뢰 및 회의참석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사전심사부]:  

2022년 7월 11일, 2022-230호 회신

(11)  ‘코로나-19 취합검사(본인부담 20%)의 행위 삭제 요청’ 관련 학회 의견서 제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등재실]: 2022년 7월 15일, 2022-235 발신

(12)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기 

[염기서열분석]’ 적합성 평가 세부논의 관련 전문가 추천 및 참석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평가부]:  

2022년 7월 26일, 2022-244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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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적합성 평가 관련 학회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평가부]: 2022년 7월 25일, 2022-243-1호 회신 / 2022년 8월 

16일 2022-243-2호 회신

(14)  ‘혼재되어 사용 중인 용어(카바페네마제, 카바페넴 분해효소) 통일’ 및 ‘카바페넴 분해효소 유전자 검사  

형광법 세부 검사항목 신설’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7월 21일, 2022-239호 회신

(15)  ‘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2년 7월 29일, 2022-245호 회신

(16)  ‘소화기관 호르몬[정밀면역검사]_가스트린-17’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7월 28일, 2022-251호 회신

(17)  ‘스테롤 3종(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 정량검사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요양급여 결정 

신청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2년 7월 28일, 2022-250호 회신

(18)  ‘근골격계질환 치료제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등 총 4항목’ 관련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대한의사협회]: 2022년 7월 22일, 

2022-240호 회신

(19)  ‘신설 급여행위의 KOPG 질병군 배정’에 관한 신설 급여행위의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반영을 위한 임상

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분류체계개발부]: 2022년 7월 25일, 2022-241호 회신

(20)  ‘KRAS 유전자 돌연변이 동반진단 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7월 28일, 2022-246호 회신

(21)  ‘B군 사슬알균 검사[루프매개 등온핵산증폭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행위재분류 관련 의견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8월 8일, 2022-256호 회신

(22)  ‘코로나19 취합검사 급여적용’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8월 12일, 

2022-263호 회신

(23)  ‘IGH, IGH/IGK, T세포 수용체 베타/감마 유전자 재배열 검사[염기서열검사] 3항목’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2년 8월 26일, 2022-280호 회신

(24)  ‘싸이로글로불린검사에 대한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개선 및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급여기준 신설,  

카바페넴분해효소[일반면역검사](정성)의 급여기준 신설 등 총 4항목’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8월 19일, 2022-271호 회신

(25)  ‘Naive T-cell을 제거한 공여자 림프구 선별주입’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9월 5일, 2022-290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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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신설 급여행위의 KOPG 질병군 배정’에 관한 신설 급여행위의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반영을 위한 임상

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분류체계개발부]: 2022년 8월 25일, 2022-276호 회신

2) 회원공지

(1)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43)  

  - 주요내용:  현행 입원 시 2회 PCR 검사 → 입원 시 1회 검사로 변경, 검사 시기, 본인 부담률 등은 기존과 동일 적용 

 (적용기간: 2022년 6월 27일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2) 2022년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144)

  - 주요내용: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하는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실시 사전 예고

(3)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심사 사후관리 예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1988호)

  - 주요내용:  ‘누490나 또는 누490다 비타민 D 검사’의 요양급여 횟수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나, 고시된 방법과 

다르게 청구·지급된 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심사 사후점검 실시 예정, 점검 대상:  

(동일 요양기관·수진자 기준) 누490나 또는 누490다 비타민 D 검사 산정횟수 초과 건)

(4)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종료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35)

  - 주요내용:  코로나19 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전문인력 영역 상대가치점수 총합 산출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제외하고 산출 (적용시기: `22년 2분기부터 `23년 1분기까지 한시적 적용)

(5) 2022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096호)

  - 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6)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대상 조정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20915) 

  - 주요내용:  코로나19 입원치료비는 지원을 유지하고, 7월 11일 입원 ·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예정  

(시행일: 2022년 7월 11일)

(7) DUR 시스템 공지(원숭이두창) 안내 및 공지 문구 변경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514호)

  - 주요내용:  원숭이두창 관련 정보제공에 대한 DUR 알리미 공지 (공지 시행일: 2022년 6월 30일), DUR·ITS 

시스템 연계 원숭이두창 발생국 입국자 정보제공 (공지 시행일: 2022년 7월 1일), DUR·ITS 시스템 

연계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문구 변경 안내 (변경 시행일: 2022년 7월 1일)

(8)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일부 개정 안내 (고시 제2022-165호)

  - 주요내용: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현지조사 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도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시행일: 2022년 6월 30일)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및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변경사항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

개발부-288)

  - 주요내용: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불완전코드기재율 1건, 주진단 불가 코드 기재율 65건, 중복코드 기재율 15건)  

개선사항,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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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63호)

  - 주요내용: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염기서열검사]’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2년 7월 1일)

(1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상세 내용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21777)

  - 주요내용: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단 기준,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시 부대비용 지원 여부, 응급실 지원 

범위 안내

(12)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검사 가능기관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8928))

  -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에 따라,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도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본인 부담 

없이 PCR  

검사 가능함과, 이와 관한 기관별 진단검사 대상 및 비용에 대해 안내

(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69호)

  - 주요내용: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선별급여 평가주기에 따른 재평가 – 본인부담률(80%) 

현행 유지 (시행일: 2022년 8월 1일)

(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75호)

  - 주요내용:  누-581. 일반배양 > 라. 약제감수성 > '(5) 형광법' 신설, 나-696 ’연속혈당측정검사' 신설, 'TZ001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신설 (시행일: 2022년 8월 1일)

(1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76호)

  - 주요내용: 일반배양-약제감수성에 ‘형광법’ 신설 (시행일: 2022년 8월 1일)

(16)  척수성근위축증 유전자 검사 관련 협조 안내(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졸겐스마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전심사부-1876)

  - 주요내용: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Onasemnogene abeparvovec(품명: 졸겐스마주) 주사제 급여 등재 예정

임에 따라, 유전자 검사 결과지 작성 시 SMN2 유전자 복제수를 해석하여 검사결과 란에 필히 기재

할 것을 안내

(17)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14)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진단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에 '한시적 일괄진료(one stop) 정책가산(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을 적용함을 안내 (적용기간: 

2022년 7월 27일 진료분 ~ 2022년 9월 30일 진료분까지 한시적 적용)

(18)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77, 3893)

  -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진찰을 통해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여부를 환자에게 구두로 확인하고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지원함을 안내(※ 단, 역학적 연관성 없이 해외여행용,  

회사 제출용 음성 확인서 발급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에 의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적용) (적용일: 2022년 8월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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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858)

  - 주요내용: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및 수가에 관해 안내  

(적용일: 2022년 8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 적용)

(20)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적용기준 재안내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3533)

  - 주요내용:  코로나19 관련 응급실 코호트 구역 수가 및 대상기관, 적용기준에 대해 안내  

(적용시기: 2022. 1. 28. 진료분부터 적용, 코로나19 확진자는 `22. 7. 28. 진료분부터 적용)

(21) 2022년 7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440호)

  - 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여부

(2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80호)

  - 주요내용: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Onasemnogene abeparvovec(졸겐스마주) 신설  

(시행일: 2022년 8월 1일) 

(2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81호)

  - 주요내용:  약제 ‘[119]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졸겐스마주)’를 별지 1에 신설  

(시행일: 2022년 8월 1일)

(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88호)

  - 주요내용:  행위 제2장 검사료 누591, 별표 1 누581 및 591에 기재된 ‘카바페네마제’를 ‘카바페넴분해효소’로 

용어 통일, 나696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기준 신설, 별표 1 누581 일반배양 약제감수성에 ‘형광법’ 

신설 (시행일: 2022년 8월 1일)

(2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90호)

  - 주요내용: 혁신의료기술 항목에 대한 선별급여 항목관리 적합성평가 예외 적용 (시행일: 2022년 8월 1일)

(2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193호)

  - 주요내용:  누340 ‘항이뇨호르몬〔정밀면역검사〕’와 누425 ‘싸이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표기 일부 변경 및 

별표에 분류번호/코드 신설, 누340 및 누425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신설, 누584 ‘카바페넴 분

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 신설 (시행일: 2022년 9월 1일)

(27)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고시 일부 개정 안내 (고시 제2022-198호)

  -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나.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설정함(안 제4조) (시행일: 2022년 8월 25일)

(28) 2022년 8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2846호)

  - 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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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충청지회 

(1) 일시: 2022년 7월 28일 

(2) 장소: 대전 신세계 오노마 호텔 타운하우스

(3) 연제 및 연자 

    -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향후 전망 (연세의대 이혁민 교수)

    - Industry workshop: SARS-CoV-2 immunoassays (애보트)

 

2) 9월 충청지회 

(1) 일시: 2022년 9월 22일 (목)

(2) 장소: 대전 베스타(VESTA) 10층 피닉스룸

(3) 연제 및 연자 

    - M 단백 검출 (서울의대 송상훈 교수)

    - Industry workshop: Atellica 혈액학 장비 소개 및 HbA1c chemistry assay 특장점 (지멘스)

1) 2022년 9월 집담회

- 일정: 2022년 9월 15일(목) 15:00-17:00, 온라인 개최

2) 회원 동정

- 정년퇴임

   경북대학교병원 서장수 교수 

충청지회

영남지회

프로그램

1. Germline BRCA genetic test in KNUCH

2. TLA system 교체를 위한 사전분석 경험

3. 4방향전위 만성골수성백혈병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이난영)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이승준)

(영남대학교병원 이태현)

좌장: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김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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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재단(7~9월)

1.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1) 검사실신임인증위원회 심의결과 (6~8월)

(1) 현장심사  66 기관 (일반기관 : 47 기관 – 검사실운영 분야만 현장심사)

- 현장심사 2년 인증 : 44 기관

- 현장심사 1년 인증 : 4 기관

- 검사실 이전/수탁/분야 추가 등 : 18 기관

(2) 서류심사: 39 기관

- 일반 30 기관, 수탁 9 기관

2. 질향상 연구사업과제 공모 진행

1) 연구 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2) 연구 주제 및 범위 : 임상검사실 질향상 관련 연구 주제

3) 지원금 : 2개 과제, 각 1,1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4) 선정 과제 : 

(1) 강혜인(세브란스병원) , Multiple instruments 에서의 내부정도관리 허용범위 설정

(2) 조주영(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검사법 도입시 평가절차에 대한 국내 검사실 현황조사

3. 2022 전공의 신임인증교육 워크숍

- 학회 주관 전공의 시험일에 교육 시행

- 전공의 시험 방식에 따라 오프라인/온라인 교육 결정 예정

4. IEEA survyor training program Factual Accuracy Review (FAR) of Survey Report 받음. 

    (2022년 8월 25일)

- 9월9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예정

- Standard 4와 5에서 70점 이하를 받아서 맡았던 파트를 중심으로 답변서 작성 중.

- 새로운 evidence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출 불가함.

학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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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24일-07월 28일, 미국 시카고에 위치

한 McCormick Place에서 ‘2022 AACC Scien-

tific Meeting + Clinical Lab Expo’가 개최되었습

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지원하는 ‘해외학술

대회 참가 지원’ 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아 상기 학술

대회 참가 후 이 글을 씁니다. 

AACC(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Chem-

istry)는 1948년 뉴욕의 9개 병원 검사실이 검사와 

검사 인력의 표준화를 위해 연합한 것이 시초가 되었

습니다. 1949년에 1회 학술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로 74회를 맞이한 학술행사는 전시행사와 함께 진행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전세계적인 COVID-19 감

염으로 인해 on-line으로 개최한 것을 제외하고 해마

다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17,000여명의 진단검

사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행사의 주관학회

인AACC는 ‘미국 임상화학회’지만 학술대회에서는 

검사실 운영에서부터 수혈, 미생물, 분자에 이르기까

지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250여개의 강의가 

열렸고, 781개의 업체가 전시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학술대회는 크게 Plenaries, Scientific Sessions, 

그리고 AACC Universit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lenaries에서는 각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들의 경험과  

견해를 들을 수 있는 데, 각각 Brain organoid tech-

nology, Mass spec in operating room등에 대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제목을 보고 공통점으로 느꼈

던 점은 모두가 ‘cutting-edge technology’라는 

해외 학회를 다녀와서 - 
2022 AACC 

안선현  

녹십자의료재단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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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가장 알맞은 단어일 정도로 최신의 고난이도 기술을 진단 검사에 적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Livia Schiavinato Eberlin 교수의 MassSpec Pen과 관련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술실에서 frozen 

biopsy가 아닌 질량분석기가 연결된 펜을 병변부위에 접촉해서 수술 부위의 변연부를 결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Bioinformatics와도 점목된 본 기술은 축적된 데이터와 비교해서 정상 조직인지 암조직인지를 판정하고 현재

는 갑상선암 유방암, 췌장암 등에서 96%까지 정확도를 보이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Scientific Sessions 또한 pre-analytical phase에서부터 각종 바이오마커에 대한 학술적인 내용을 다루었 

습니다. 그 중 조금은 귀에 익은 단어이기에 더욱 흥미로웠던 주제는 Free testosterone에 대한 내용이었습

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소개되었으며 흔하게 시행되지는 않는 검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시행하는 검사는 

total testosterone이며 albumin bound (전체 중 50-65%) + SHBP bound (Sex hormone binding 

protein, 전체 중 30-45%) + free type (전체 중 1-2%)을 모두 측정한 수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SHBP가 

증가하며, free type이 활성형이기 때문에 free testosterone의 측정이 임상 양상과 더욱 부합한다는 사실을 

본 마커를 사용하고 있는 임상의사의 강의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free type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 

CDC에서 시도되고 있는 표준화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되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세팅해야 할 바

이오마커와 검사법 차이에 대해 고려해야 하고, 임상의사들에게 공유해야 할 정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AACC University Courses는 3시간 과정 또는 6시간으로 진행되며 매일 다른 주제로 열리는 ‘수업’ 시간입니다. 

개별 비용을 내고 신청해야 하는 본 과정은 임상 경험을 듣기 보다는 교과서 내용이거나, 교과서에는 아직 업데

이트되지 않은 지식을 듣고, 펜을 들어 적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4년전 질량분석

법에 대한 기본 강의를 신청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 학술행사에서는 여러 유용한 강의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150 시간 이상되는 Plenaries, Scien-

tific Sessions, 그리고 Special Sessions을 동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구매권도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하여 

접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전세계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전시회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학술대회의 강의 이외에도 전시회를  

관람하며 새로운 장비와 시약을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시회 관람 자체가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지만, 유수의 검사실에서 도입하고 있는 선진 시스템을 접하며, 진단검사의학 분야에 대해  

선도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AACC 학술대회는 시카고와 애너하임(California)에서 번갈아 가며 열리며, 2023년은 애너하임, 2024년

에는 시카고에서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술대회 이외에도 시카고는 여행하기에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기존에는 ‘바람의 도시’라 불리었지만, 최근에는 ‘오바마의 도시’로 우리에게 친근한 시카고는 1871년 대형 화재 

이후 재건되어 세계 3대 건축도시 중 하나로 웅장한 건물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타는 듯한 

햇볕으로도 유명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AACC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는 유래없이 화창하고 선선한 날씨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도 시카고 날씨가 더없이 화창하길 바라며, 많은 선생님들이 

발전하는 기술들을 접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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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channel/UC8gFh1UNbUDzOW81AZgwA-A/featuredYouTube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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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행사 일정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행사일정

행사명 일자 장소

LMCE 2022 & KSLM 63rd 
annual meeting

10월 26일(수) - 10월 28일(금)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

대한임상화학회 2022년  
추계학술대회

11월 10일(목)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2022년 대한진단혈액학회 워크숍 11월 15일(화) 온라인

11월 월례집담회 11월 17일(목) 온라인

대한진단면역학회 2022년  
추계심포지엄

11월 23일(수)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B, C홀

해외 유관학회 일정

행사명 일자 장소

American Association of Blood 
Banks (AABB) annual meeting 
2022 (수혈의학)

10월 1일(토) – 10월 4일(화)
Orlando, USA
(https://www.aabb.org/ 
annual-meeting)

The 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 (ASH) 64th 
annual meeting 2022  
(진단혈액)

10월 10일(월) – 10월 13일(목)

New Orleans, USA
(https://www.hematology.
org/ meetings/annual-
meeting)

Molecular Analysis for 
Precision (MAP) Oncology 
Congress 2022 (진단유전)

10월 14일(금) - 10월 16일(일)
Amsterdam, Nederland
(https://www.esmo.org/
meetings/ map-2022)

American Society for 
Histocompatibility and 
Immunogenetics (ASHI) 
annual meeting 2022  
(진단면역)

10월 23일(일) - 10월 28일(금)
Las Vegas, USA
(https://2022.ashi-hla.org/)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AMP) 2022 annual 
meeting (진단유전)

11월 1일(화) - 11월 5일(토)
Phoenix, USA
(https://amp22.am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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