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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빅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전 표준화 작업 

우리의 일상에 빅데이터, 딥러닝, 인공지능을 활용

하는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에도 이러한 기술이  

도입되면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 관련 연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big data in healthcare’로 PubMed에서 

검색되는 논문 수가 2021년에 800건을 넘어섰다. 

김 등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빅데이터가 의료 분야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는 너무 이른데, 이는 의료의 빅

데이터 양은 방대하지만 질이 낮아 연구나 임상실무

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1]. 또한 그들은 의료 

빅데이터를 개발하고 의료 환경에 적합하도록 만드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 

김솔잎 / 민원기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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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검사 빅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전 표준화 작업그림 1

이번 글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중 큰 비중을 차지할 

진단검사 빅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사전 작업인 용어 

표준(terminology standard), 데이터 형식 표준

(data format standard), 계산식 표준(equation 

standard), 검사결과 표준화(result standardiza-

tion) 및 일치화(result harmonization)와 동료 

그룹(peer group)에 대한 정의, 검사결과 전이

(transference)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구축에 필요한 첫 번째는 검사 코드에 대한 표준화

이다. 현재 각 기관에서는 진단검사의학 검사에 각자 

만든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빅데이터 연구를 하려

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수집하려는 검사가 각 병원에

서 어떠한 코드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 진단검사

의학 분야 대표적 국제표준 용어는 LOINC (Logical 

Observation Identifiers Names and Codes)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하 학회로 약함)에서는 LOINC

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각 기관

에서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또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는 외부

정도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검사 종목에 대해 각 기

관에서 사용하는 검사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면 검사

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빈도 검사에 대한 LOINC 

매핑과 상호 검증을 쉽게 할 수 있다. 이 매핑 자료를 

학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공유하게 되면 의료 빅데이터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검사결과 보고 단위, 결과 자릿수(정수 또는 

소수점 자릿수)와 보고 형태에 대한 표준화이다. 조 등

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 임상화학검사의 검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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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와 자릿수는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다[2]. 표준 

검사코드를 사용하더라도 기관마다 단위를 다르게 

사용한다면 결과 통합 분석에 오류가 생긴다. 심지

어는 같은 기관에서 같은 검사 코드를 유지하면서

도 시약 제조사가 바뀔 때 결과 보고 단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같은 표준검사코드

에서 기관별로 단위와 자릿수가 통일되는 것이 통합 

분석에 바람직하다. 정량 검사 보고 시에 측정범위를 

벗어나는 결과에 대해 부등호를 함께 보고하는 경우

가 많은데 측정범위를 벗어나는 결과의 보고 방식에 대해 

학회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정성검사에서 

보고 방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양성이라는 결과에 

대해 각 기관에서는 “positive”, “pos”, “p”, “양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보고하고 있는데, 보고 방식이 

다른 것은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방해가 된다. 

세 번째는 계산식에 대한 표준화이다. 계산으로 유도

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을 사용했는지 분명히 

명기해야 하고, 가능한 표준화된 계산식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학회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음이온차(anion gap)의 경우 K+결과를 

계산에 넣거나 넣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임상 현장

에서 모두 사용되는데 어떤 공식을 사용했는지 모르

는 채로 이 결과가 빅데이터에 들어가면 분석 결과도 

정확할 수 없다. 추정사구체여과율 공식도 여러 가지

가 있고 공식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므로 어떤 공식

인지 명확히 해야 하고 가능한 향후 학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검사결과의 표준화 및 일치화 노력이다. 

이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문헌이 있기에 여기서는 생략 

하고자 한다[3,4]. 현재 질병관리청과 학회는 크레아

티닌, 당화혈색소 및 지질(총콜레스테롤, HDL콜레

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검사에 대해 표준 

검사법을 확립하고 표준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 검사 종목에 대해 참값이 있는 2차 표준물질로  

제품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평가하는 체외진단제품 

품질인증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와 같은 

표준화사업 및 품질인증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동료그룹에 대한 정의이다. 우리는 표준화 

및 일치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진단검사의학 검사는 표준화 및 일치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검사 원리나 제조사(시약, 장비)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원칙적

으로 동료그룹 내에서만 자료를 통합 분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는 일반화

학검사는 검사 원리로 호르몬, 종양표지자 등의 면역

화학검사는 제조사(시약, 장비)로 동료그룹을 정의하

고 있다. 동료그룹이 아닌 검사를 통합 분석 하려면 

동료그룹 간 결과 전이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가 필요 

한데 아직 방법론이 확립되지 않았고 연구가 많지 

않다.

여섯 번째는 후향적 결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정량 검사의 경우 검사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보정 물질 농도 값이 재설정 

되는 경우가 있다. 각 환자 검사 결과 마다 보정 물질

의 로트 번호와 보정 값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해당 

결과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때 보정 값 재설정 

이전에 기 보고된 결과들도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검사결과의 정확 

도를 유지하기 위해 학회의 도움을 받아 지질 검사 결과

를 후조정 하고 있다. 후향적 결과 조정에 대한 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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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학회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연구에 포함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데이터로서의 진단검사결과 인증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보장된 진단검사의학 결과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누적된 외부정도관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재

분석 하고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5].

산업 3.0 시대에는 임상 의사의 머리 속 지식을 기반 

으로 처방을 하고 일련의 검사과정을 거친 후 다시 

임상 의사의 머리 속 지식을 기반으로 결과를 활용

했다. 이를 일명 ‘brain-to-brain loop’라고 불렀다. 

그러나 산업 4.0 시대에는 빅데이터가 임상 의사

의 머리 속 지식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big data-

to-big data loop’가 될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를 준비 

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진단검사의학과가 의료 빅데이터 시대에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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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의학(淸海醫學), 
국내 의학계의 파워블로그

조현찬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GC녹십자의료재단 학술고문

Q  청해지기란 블로그 별명은 어떤 의미인가?

개인적으로 고향이 경남 남해섬의 어촌마을이다. 어릴 때 뛰

놀면서 수영하던 그곳은 항상 푸르고 잔잔한 청정 바다였다. 

이 청정바다 청해(淸海)를 마음 속으로 지켜 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해  지킴이, 즉 청해지기로 정했고, 어느 순간부

터 아호도 청해(淸海)로 굳어졌다. 개인 블로그 <유자 향내

를 따라서>에서는 남해섬과 관련된 콘텐츠가 많아 남해군청 

홈페이지에도 개인 블로그를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다. 참

고로 유자는 50-60년 전에는 남해섬에서만 산출된 이곳의 

특산물이다. 

지난 해 대학병원 연말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들은 조현찬이

란 이름은 몰라도 ‘청해지기’란 블로그 별명을 모르는 사람

이 없다는 사실과 개인 블로그와 <청해-의학> 블로그가 진

단검사의학 전공하는 레지던트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Q   여러 개의 블로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
되는가?

Q  블로그를 어떤 계기로 언제 시작했는가?

블로그는 2002년에 시작되어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뛰어든 시기는 2007년 8월이었

다. 같은 해 12월에는 진단검사의학 지식을 따로 기록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새로운 두번째 의학블로그 <청해-의학> 

을 만들었다. 2008년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미술전시회가  

서울시립미술관에 열리면서 고흐에 대한 열풍이 불었을 때,  

“화가 고흐를 치료한 의사들”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 포스트가 네이버에서 그 달의 최고 블로그로 선정되고, 

Blog Live로 네이버 포탈 초기화면에 소개되었다. 당시 이 

포스트는 엄청난 호응으로 하루 방문객이 4,200명, 스크랩 

320여명 댓글로 반응한 방문객도 수 백명으로 단연 파워 

블로그 대열에 올라설 기회였다. 그후 그림 감상에 취미가 

붙게 되어 많은 전시회를 다녔는데, 외국에 갈 때는 항상 미

술관을 찾아다니면서 유명화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스페인 프라도, 파리 루브르, 런던 대영박물관 등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은 대부분 방문했고, 미국 뉴욕의 메트

로폴리탄미술관은 여섯 차례나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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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ID로 개설한 블로그는 2개, GC녹십자의료재단과 GC

셀 제대혈은행 블로그 각각 한 개로 공용이다. 그러나 이들 

공용 블로그도 본인이 개설하고, 콘텐츠 제작을 주도하고 있

어 운영 측면에서 개인적인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블로그명 <유자향내를 따라서>는 개인적인 일상사뿐만  

아니라 취미활동, 문화 및 사회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으며,  

블로그명 <청해-의학>은 평일 5,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의학 블로그로 진단검사의학뿐만 아니

라 의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청해- 

의학>은 지금까지 방문객이 1,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의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그리고 의대생들까지 애용하는 

의료계의 파워 블로그이다. 여러 개의 블로그를 갖고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은 26년 전 처음으로 홈페이지 제작하는  

기술을 습득한데서 기인한다. 당시 병원에서 기획실장이라는  

간부직을 갖고 있었는데, 전산정보팀과 함께 홈페이지를  

만들고 콘텐츠를 올리는 작업을 했다. 이때 익힌 정보처리 

전산기술이 직간접적으로 블로그를 쉽게 만들고 디자인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도 콘텐츠만 있으면 블로그 글로 

연결시키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다.

Q   블로그의 의미와 블로그 활동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블로그를 통해 사적인 생활까지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적 일상이 부자유스럽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공개되는 생활은 절제되고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블로그 활동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세월이 흐르면서도 사회활동이나 

학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오로지  

블로그의 파워이다. 본인이 참여하는 진단검사의학 관련  

학회는 대부분 참석해 왔는데, 이는 블로그를 통해 학술활

동을 기록하는 습관 때문이다. 많은 동료들이 기록된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더욱 힘을 받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정년퇴임 후 학술활동을 소속기관이나 각종 학회에서 발표

할 기회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블로그 글을 작성할 기회

가 많기 때문에 국어문법이나 맞춤법, 띄어쓰기 등에는 자

신을 갖게 되었고,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할 기회가 자주 있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자신을 

마케팅 또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SNS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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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퍼스널 브랜딩(personal branding)”이라는 제목의 특강

도 수 차례 진행한 적이 있다. 퍼스널 브랜딩은 나 자신만의 독

특한 매력과 가치를 발굴하여 차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인

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인식을 높이는 한편, 여러 사람

의 신뢰를 얻고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의학계

와 의료계를 뛰어넘어 여러 저명인사들을 사귀게 된 점도 블로

그가 가져다준 결실이다. 

이들 중에는 역사학자, 소설가, 시인, 음악가, 화가, 가수, 디자

이너도 포함되어 무척이나 고무된 적도 있었다. 이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갖기 어려운 전문지식이나 사회생활을 알게 된다

는 사실은 블로그만이 갖게 되는 특징이었다. 현재 13,000여

명이 이웃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일상적인 부담감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상호 소통이 많아지는 서로이웃은 제한했다.  

Q  블로그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일반 포탈에 가입만 하면 개인 블로

그의 기본 플랫폼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사진

이나 글을 올리면 기본 블로그가 형성되고, 블로그에 대한  

상식적인 정보는 한두시간이면 가능해진다. 그러나 좋은 

양질의 블로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 

하다. 개인적으로는 블로그 작성에 파워포인트, 포토샵,  

스마트폰 사진, 포토 뷰어를 통해 촬영 및 편집 기술을 익

혔다. 훌륭한 블로그를 보면서 장단점을 살펴보고 실전에 

옮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블로그 이용객은 60-70%가 

20-30대인 점을 고려하여 최신 유행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다.

Q   블로그를 통해 갖게 된 취미나 사회적 학술적  
활동은?

어릴 때부터 서예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되면 붓글씨 

쓰는 취미가 있다. 항상 붓펜은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느 

때부터 인가 학회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에서 부스를 방문하

면 붓글씨로 방문 흔적을 남기곤 한다. 미술뿐만 아니라 공

연문화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한국혈액암협회의 봉사활동

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뮤지컬 

공연은 대부분 관람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20여편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5편 정도를 관람했으니 나름대로 전문가가 되었다. 국내

외 여행한 후 빠짐없이 여행기를 블로그에 기록하고 있어  

훗날 방문했던 장소를 반추하는 재미가 있다.  

연초에는 인물화 그리기에 몰두하면서 그림공부를 했는데,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지 않지만 서예나 그림 등의 작품에 

자신의 호나 이름을 새기는 전각(篆刻)에도 관심을 갖게 되

었다. 오래전부터 주역(周易)과 작명학(作名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취미를 알게 된 지인들은 손자 손녀의 

이름을 지어 달라는 부탁도 받고 있다. 

검사실을 떠난 지 6년째여서 새로운 진단검사의학의 실질

적인 이론과 실제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느낀다. 

그러나 시간은 걸리더라도 블로그 포스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미칠 때 적극적인 마인드가 동원된다. 코로나19 팬

데믹 기간 동안 작성한 코로나 관련 포스트는 65개 정도

인데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축적해 왔다는 나름대로 자부

심도 있었다. 

Q   방문객은 어떤 내용의 글을 가장 많이 찾는가?

최근 네이버에서 활동 데이터를 알아보는 ‘나의 블로그 리

포트(My Blog Report)’라는 것을 보내온 적이 있다. <청

해의학> 블로그 내용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인기가 많았던 

글은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원리 및 기법’, ‘유전자가

위 원리와 개발과정-크리스퍼 (CRISPR-Cas9, Cpf1)’, 

‘소염진통제 종류와 효과’ 순이다. 그리고 유입 키워드는 

「MPV 수치, 벌에 쏘였을 때, 소염진통제 종류」 등이었

다. 아무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인기 글은 계속 변하는데, 

블로그 생활 16년동안 꾸준하게 많이 찾아준 <청해의학> 

블로그 콘텐츠는 ‘평균혈소판용적(MPV)과 혈소판분포폭

(PDW)에 대한 이해’, ‘질량분석법(mass 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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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향내를 따라서> 개인 블로그의 소개글이다. 어렵고 힘들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하여,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도전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참조 블로그]

1. 청해-의학 https://blog.naver.com/hyouncho2 

2. 유자향내를 따라서 https://blog.naver.com/hyouncho 

3.  GC녹십자의료재단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gclabs 

4. GC셀 제대혈은행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feline7

5.  디지털 시대의 SNS 커뮤니케이션 https://blog.naver.com/hyouncho/220142260021

6.  블로그는 나의 힘 https://blog.naver.com/hyouncho/220303399776 (2025)

7.  남해시대(지방신문)에 게재된 향우소식 https://blog.naver.com/hyouncho/221703412175 

MS) 원리와 응용’, ‘희귀 혈액형 종류와 의미’, ‘유전자 돌

연변이와 유전질환’, ‘일반혈액검사 CBC(= 전혈구계산, 

전혈구검사) 항목과 참고치’, ‘요검사(소변검사)에서 요침

사의 현미경검사’ 등 진단검사의학 관련 내용들이다. 꾸준

하게 많이 찾아준 <청해의학> 블로그 콘텐츠는 ‘평균혈소

판용적(MPV)과 혈소판분포폭(PDW)에 대한 이해’, ‘질량

분석법(mass spectrometry, MS) 원리와 응용’, ‘희귀 

혈액형 종류와 의미’, ‘유전자 돌연변이와 유전질환’, ‘일반 

혈액검사 CBC(= 전혈구계산, 전혈구검사) 항목과 참고

치’, ‘요검사(소변검사)에서 요침사의 현미경검사’ 등 진단

검사의학 관련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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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eckmancoulter.com/HbA1c

HbA1c Advanced
DxC 700 AU 분석기와 호환되며 당뇨병 진단 및 모니터링용으로 설계된 정밀한 
솔루션으로 HbA1c 검사를 더욱더 개선하십시오.

< 2% CV 또는 SD < 0.13% HbA1c(NGSP)의 우수한 정밀도를 제공하는 성능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확보하십시오.

실험실에서 HbA1c Advanced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사전 처리와 별도 유지 보수의 필요 없이  
장비에서 튜브를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당뇨를 진단하십시오

한국벡크만쿨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빌딩 3 층  전화 : 02 6420 3100  팩스 : 02 6420 3120
www.beckmancoulter.co.kr 

2020-005  I  @2020 Beckman Coulter Korea Ltd.



Arnold O. Beckman 박사의 분광광도계,
물질 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II)

 Klett Bio Colorimeter는 임상 검사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분석 장비였습니다. 이 모델의 발명가인 

Robert E. Klett은 베를린 태생으로 1905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1916년에 Klett Manufacturing 

Co.를 설립하였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에서 Klett colorimeter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다음과 같

은 내용이 연세의대 진단검사의학 교실사에 있습니다.  

“나는 청량리 구 성대 이공학부 교사를 쓰고 있던 미 육군 제34종합병원 검사실에 수시로 나가 견학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중략) 그 때 그 병원 검사실장으로 계시던 군의중령 Ellington이란 분은 키가 크고 벽안 금발인 

스칸디나비아계 사람이었는데 생화학검사실 주임으로 일하고 계셨다. 나는 위생병들이 기사로 일하는 것을 견

학하였는데, 검사실 시설로는 세브란스와는 비교할 수도 없었다. 우선 혈당검사부터 시작하여 배우는 대로 세

브란스에서도 실시하게 되었다. 시약과 Folin-Wu 시험관도 얻었다 썼다. 마침 먼지로 쌓인 Klett-Bio 비색계

가 발견되어 청소하여 썼다. 본래 화학에 우둔하였던 나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정량분석이라 큰 만족감을 주었

다. 혈당에 자신이 생긴 후 BUN, 혈청단백 등 쉬운 검사부터 하나 하나 준비하여 실시하였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 교실사 (1895-2008), page 28. 

역사회고록: 광복전후의 세브란스 검사실과 잊지 못할 인물들: 최선학 집필 (연세의대 1945년 졸업, 최동(崔棟) 교수의 아들-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Medical Center 명예교수) 

기획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역사보존위원회

편집  ㈜성현메디텍 진단검사의학 역사전시관

Fig. 4. Klett-Bio 비색계  

(성현메디텍 역사전시관 소장)

그 후에 텅스텐 광원으로 사용한 건전지 식의 현장용 분광계

로는 Coleman사에서 생산된 모델 주니어 6A photometer

가 있습니다. 군용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6.25 전쟁 종료 후 미

군에서 불하받아 남대문세브란스병원, 수도의과대병원(우석

대병원, 고대혜화병원), 수도육군병원, 대부분 6.25 전쟁 후에

는 미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검사실을 운영하였는데 검사

실 물품과 시약들은 일회용품 없이 소독하여 재사용하였습니

다. 또한 검사 메뉴얼은 미군 육군이 제정한 표준교본인 TM 

BOOK을 구하여 사용하거나, 필사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고 합니다.

12 Arnold O. Beckman 박사의 분광광도계, 물질 분석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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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9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황무지와 같은 진단검사의학을 개척하신 세브란스 

병원 이삼열 교수의 Coleman사의 6A spectrophometer에 관한 이야기는 당시의 분광광도계의 

변천사를 잘 보여줍니다. 고 이삼열 교수의 자서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2편 82 페이지 내용을  

원문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내가 처음 출근하였을 때 눈에 띄는 검사장비라고는 Coleman의 6A spectrophotometer가 유일한 

것이었다. 6A는 전기 대신 건전지를 쓰는 model이다. 전기를 믿을 수 없을 때니 차라리 건전지가  

낫다는 것이었다. 전기는 들어올 때보다 안 들어올 때가 더 많았다. 수술하다가도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가 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판이었다. 요즘도 그런 조항이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당시는 자체 

발전시설의 유무가 병원개설 요건의 첫째 조건이었다. 그래서 검사실에서는 자동차용 battery를  

두 개 연결하여 놓고 썼다. 아침에 출근하면 첫째로 하는 일이 충전된 것과 방전된 battery를 바꾸어  

연결하는 작업이었다. 반대로 저녁이면 또 충전이 되도록 코드를 바꾸는 작업을 잊지 말아야 하였다. 

이 Coleman 6A는 지금도 찾으면 창고에 하나쯤 있음직도 한데 우리로서는 보존할 문화재가 아닐까 

싶다.”

(한들(일야) 회고록 제2편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삼열’ 발췌)

Fig. 5. 이삼열 교수와 Coleman 6A (성현메디텍 진단검사의학역사 전시관 종이작품과 사진)

당시 Coleman사 제품의 한국 대리점은 명동에 위치했던 신한과학으로, 신한과학은 해외 주요 

과학기기의 수입창구였습니다. Coleman사의 염광광도계 한국 1호는 ‘정건강관리소’에서 사용하

였고 염광광도계 한국 2호는 ‘남대문 세브란스 검사실’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미국 Coleman사는 

colorimeter가 주도하던 비색법을 이용한 검사장비 시장에 분광광도계를 선보이며 주도적으로 성

장하였지만, Beckman이 새로운 기능과 기술로 출시한 Beckman DU 제품에 밀려 역사 속으로 사

라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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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임상병리학회지 제1권 제1호(1981년)  도서 ‘의당 김기홍’ 표지

우리나라에서 Beckman DU 분광광도계가 사용된 기록은 고 의당 김기홍 박사의 ‘한국 임상병리학

의 초창기-1960년대’ 글 (대한임상병리학회지 창간호 심포지움에서 ‘한국에서의 임상병리학’이란 

주제로 발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 의당 김기홍 박사는 국내 진단검사의학의 초석을 다진 의학자이며 교육자, 헌혈운동의 선구자이

며 탁월한 병원 경영자로 경기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 히메지 고등학교를 거쳐 동경제국

대학 의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해방 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으로 편입, 1947년 7월 서울대학교 의

과대학 제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군의관으로 입대해 그곳에서 미군

의 높은 의료기술과 병원 시스템을 경험하는 중에 특히 환자의 혈액을 비롯한 각종 가검물을 이용한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진단검사의학’ 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나게 됩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초

대 회장을 맡으셨던 진단검사의학의 개척자인 고 의당 김기홍 박사님의 당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1960년대 초에 국내에서 사용된 검사용기기로는 서울대학교병원 Van Slyke 장치, Klett-

Summerson, Beckman DU, Beckman Flame photometer, 세브란스병원에 Van Slyke 장치, 

Coleman Junior와 Spectronic 20 photometer, Coleman Flame photometer, NMC(국립의

료원)에 Beckman DU, Beckman B, Beckman C, Evans Flame photometer가 있었으며, 자동

기기로는 1963년 국립의료원에 자동혈구계산기인 Cellascope가 도입된 것이 처음이며 이것 이외

에는 1960년대에 자동기계의 도입은 없었다.”

(‘대한임상병리학회지 1981년 제1권 제1호’ 8-9page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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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자외선 흡광 광도계인 ‘DU 분광광도계’의 역사적 배경과 Arnold O. Beckman을 통해 

진단검사의학 분석 장비의 역사와 인물을 조명해보면서 1960년대 우리나라의 분광광도계 초기 도

입 역사도 되짚어 보았습니다. 진단검사의학 분석 장비가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는 그와 관

련한 이야기들을 함께 마주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날 진단검사의학 검사실의 자동화 시스템으

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내기 전까지 앞서 걸어간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

하고 되새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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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CR + LAMP in O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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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항목
·  SARS-CoV-2
·  Flu/RSV/SARS-CoV-2*
·  SARS-CoV-2 Turbo (LAMP)*
·  Respiratory Panel*
·  MTB/NTM*
·  MDR-TB*
·  Arbovirus Panel*
·  DENV 1~4*

·  C. difficile*
·  GI Panel*
·  HPV*
·  STI Panel*
·  MDR-TB*
·  pre XDR-TB*
·  MPX/OPX RUO

·  MPXV*
*표시�항목은�국내�출시�예정입니다.

STANDARD M10
Versatile Point-of-Care Molecular Diagnostic Platform



2023년도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주요 변경 사항

2023년도 전문의 자격시험부터 크게 바뀌는 것이 있다. 현행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은 대한의학회가  

시행 주관하는 1차 시험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시행 주관하는 2차 시험으로 나뉘며, 지금까지 1차 시험은 지필

고사, 2차 시험은 제59차 자격시험부터 태블릿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하고 있다. 내년도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부터는 1차, 2차 시험 모두 태블릿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변경 예정이므로,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 및 각 수련병원  

교수님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전문의 자격시험은 대한의학회 주관으로 총 25개 진료과목에 대해 시행하며, 제65차 1차 시험에서는 14개 진료과

목에서 태블릿 컴퓨터 기반 시험을 이미 시행한 바 있고, 2023년도 제66차 1차 시험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를 포함

하여 총 21개 진료과목에서 태블릿 컴퓨터 기반 시험을 예정하고 있어, 시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과 자원 

낭비를 줄이는 추세에 부합하여 점차 지필고사는 사라지고 있다.

1.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은행 서버 변경 및 정리 작업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2022년도 전문의 자격시험까지 이용하던  

문제은행 서버는, 지필고사 용도로 제한되어 있어 태블릿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전환이 어렵고, 이미 태블릿 컴퓨터로 시행 중인 2차 

시험 문제를 함께 관리하기도 어려운 형태이므로, 금년에 서버 변경 

사업을 진행하였다.

태블릿 컴퓨터 기반 시험 전환이 편리한 서버업체를 선정하는 작업

을 먼저 진행하였고, 금년 8월 문제은행 정리작업을 시행하여, 14명

한민제 

한림의대
고시위원회 간사

기승정

전남의대
고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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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원(고시위원회 이사, 간사 및 각 분과 전문의 2인)의 수고를 통해 새로운 서버로 문제은행 이전 작업을 완료

하였으며, 2차 시험 문제도 같은 서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또한, 새로 출제된 문제 역시 검토를 거쳐 

새로운 서버에 등록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문제은행 분류체계는 매우 오래 전에 제시된 것이라 현재 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최신 진단검사의학 교과서를 기준으로 모든 문제의 분류체계를 정비하였다(표1).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전문의 자격시험 문제은행 서버 변경 및 정리 작업표 1

구분 내용

일자 2022년 8월 28일 (일) - 30일 (화)

장소 신라스테이 역삼

인원 18명 (고시이사, 고시간사, 위원 12명, 사무직원 2명, 서버업체직원 2명)

작업 내용

- 서버 교체
- 1차 시험 문제은행 서버 이전
- 신규 문제 및 2차 시험 문제은행 등록
- 문제 분류 체계 정비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표 2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선택 작업 2023년 2월 3일 (금) - 6일 (월) 2023년 2월 11일 (토) - 13일 (월) 

시험 일시 2023년 2월 6일 (월) 13:00 2023년 2월 13일 (월) 13:00

시험 형태 태블릿 컴퓨터 기반 시험 태블릿 컴퓨터 기반 시험

시험 위원 14명 14명

시험 장소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더케이호텔 서울

합격자 발표 2023년 2월 9일 (목) 14:00 2023년 2월 20일 (월) 14:00

2.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

2023년 2월에 시행하는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은 아래와 같다(표2). 응시예정자의 서류심사는 2022년 

11월 17일 고시위원회에서 시행 및 완료하였으며, 1차와 2차 시험에 각 14명의 시험위원(고시위원회 이사, 간사 

및 각 분과 전문의 2인)이 입소하여 수고할 예정이다. 각 응시자 및 수련병원 교수님은 아래 일정을 주지하고,  

대한의학회가 공고한 수험자 유의사항 및 공고문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의 발송 공문 등을 참고하여 응시에 차질

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18 2023년도 제66차 전문의 자격시험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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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CE 2022가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Dig-

ital Transformation of Laboratory Medicine: 

Linchpin of Future Medical Value” (진단검사의 

디지털화: 미래의학의 핵심축) 라는 주제로 4차 산업 

혁명 시대 빅데이터와 AI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진단

검사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역할 비전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대회에서는 22개국에서 총 2,456명이 참가하였으며 

88개 기업에서 176개의 부스전시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주요학술세션으로는 3개의 기조연설 (Plenary), 3개의 

핵심연설 (Keynote), 18개의 분과심포지엄과 22개

의 교육워크숍 (Education Workshop)이 열렸다. 

특히 미국임상화학회 (American Association for 

Clinical Chemistry, AACC) 전·현직 회장과 임상검

사실표준기구(Clinical & Laboratory Standards 

Institute, CLSI) 현·차기 회장이 내한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AACC, CLSI와의 공동 심포지엄과 아시아 

진단검사학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한 아시아 7개국 

공동 심포지엄은 많은 국내외 참가자들의 주목을  

LMCE 2022 & KSLM 63rd 
Annual Meeting

학회 스케치 영상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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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체외진단기

기의 긴급사용 승인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질병관리청과 함께 진단검사의학 표준화 방안을 모색 

하였다. 

이와 함께 42편의 구연과 246편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 

되어 국내외 진단검사학의 최신 연구와 경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번 LMCE 2022 대회를 통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는 국내진단검사의학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학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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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2017)

연세의대 약리학 교실 조교, 연구 강사

Harvard Medical School, Boston Children’s  

Hospital, Research Fellow

Broad Institute, Associated Researcher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전임의

1. 현재의 업무와 연구

Q  먼저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두 마디로 본인을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A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진검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영광입니다. 

저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이면서, 동시에 bioin-

formatician으로 의사-과학자 (Physician-Scien-

tist)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윤지훈이라고 합니다.

Q   현재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에서 근무 중이십

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과 명칭이라 과에 대한 간

략한 소개를 부탁드리며, 선생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환자를 직접 만나시는지,  

진단뿐 아니라 추적 관찰 시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시

는지, 임상유전체의학과에 소속된 교수님 외 다른 임상 

과와 조율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등)

A    임상유전체의학과는 서울대병원에 2021년 3월 신설 

된 임상 진료과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점점 중요해

지고 있는 유전체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하여,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환자별 맞춤 치료 

(personalized medicine)를 위해 다학제적 통합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서, 저희 과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진단검사의학과, 생명정보학 전문가 등 다양

한 과의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겸무 

이번 인터뷰에서는 주니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이색적인 길을 걷고 있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 전임의로 
근무중인 윤지훈 선생님으로 정밀의료와 유전체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쯤 들어가 봤을 
법한 블로그 ‘두마디 정밀의료’ (http://2wordspm.

wordpress.com)의 운영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진검 전문의로서 생소할 수 있는 이력과 업무를 하시는 

분에게 여러 궁금한 점을 인터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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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제도를 통하여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 

과 등 매우 다양한 임상진료과 뿐 아니라 의과대학의  

기초의학 분야와도 지속적으로 협업과 소통을 하고 있

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유전 질환이 의심되는 어린이와 성인 

환자의 외래 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진단 및 유전자 변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침 결정 등을 아우르는 진

료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관여하고 있습니다. Routine 

Work-up에서 해결이 안되는 미진단 케이스들에 대

해서는 exome, genome, transcriptome 기반의  

유전체 데이터 재분석 및 고급 유전체 분석을 통해  

진단에 도움을 주는 진료 및 연구 활동도 함께 진행하

고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진료뿐 아니라 가계 상의 

가족 구성원들의 cascade screening과 유전 상담 

및 자녀 계획을 위한 산전 진단도 주요 업무 중 하나

입니다. 특히 유전 질환 환자 가족들은 next-baby 

planning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산부

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다양한 과와

의 보드 미팅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

니다. 이외에도, 임상유전체의학과 소속의 정밀의료센

터에서는 암 환자의 tumor profile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표적치료가 가능한 약제가 있는지 판독 

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는데, 주로 병리과 및 혈액

종양내과, 다양한 종양 관련 외과 등과 협업하고 있

습니다.

Q   선생님의 연구 혹은 성과 중에서 학회원들에게 소개할 

만한 내용을 하나 부탁드립니다.

A    우리과 채종희, 문장섭 교수님께서 소아와 성인 희

귀 질환 환자들의 대규모 코호트와 유전체 엑솜 데이

터를 구축해 놓으신 덕분에, 저는 올해 임상유전체의 

학과로 오면서 5천명의 한국인 희귀질환 코호트의 엑

솜을 분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이용

하여 희귀 질환과 관련된 신규 유전자 (novel gene 

discovery)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

는데, 오랜 시일이 걸려서 최근에서야 어느 정도 후보  

유전자들의 발굴을 위한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었 

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발굴한 후보 유전자들을 현재 

이건희 소아 암, 희귀질환 극복 사업을 통해 functional 

core 연구자 분들과 함께 functional study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두증 (microcephaly) 환자 코호트를 

이용한 유전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신규 후

보들을 포함한 약 50개 정도의 연관 유전자를 발굴

하였고, 재미있는 preliminary result를 얻게 되었습니

다. 해당 연구는 현재 KAIST의 윤기준 교수님 팀과  

공동 연구로 brain organoid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연구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sensorineural hearing loss (SNHL) 환자

에서 진행한 유전체 연구도 최근에 재미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운이 좋게 3대에 걸친  

매우 큰 가계도와 환자들의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최근에 결혼을 하면서 2세를 

계획하기 위해, 임상유전체의학과 외래로 방문했습니

다. 명확한 원인 유전자가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연구 

목적으로 exome 및 genome sequencing, long-

read sequencing을 이용한 epigenetic analysis에 

이르는 매우 광범위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im-

printing 기전과 관련되어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유전자 후보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관

련된 연구는 잘 마무리하여, 추후에 논문으로 정식으로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환자

도 기뻐하고, 연구자로서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 Brain orga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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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의 이력을 갖게 된 배경

Q   진검 수련 과정 중에 현재의 이력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꼽자면 어떤 것인지요? 

A    진단검사의학과 수련 과정은 상당히 넓은 분야와  

관련된 임상 검사들을 모두 경험해보고, 깊이 있고 폭 

넓게 공부하게 된다는 점에서 generalist와 special-

ist의 소양을 모두 키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임상 

현장에 도입이 필요한 다양한 최신 기술과 기법을  

가장 최전선에서 접하고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눈부신 발전을  

이룬 유전체 분석 기술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박사 과정을 통해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서, 현재와 같은 이력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Q   다수의 전문의와 다르게 수련 후 약리학 교실을 선택

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초 연구실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었는지요?

A    당시 보드 취득 이후에 군복무를 해야 했습니다. 선배들

로부터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대체  

복무를 하면서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범용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 

으로 약물 유전체학 (pharmacogenomics)에 관심이 

생겼었는데, 마침 약리학 교실 이민구 교수님 연구실에

서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계셔서, 약리학 교실에서  

박사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민구 교수님 연구실은 wet lab 위주로 운영되어, 

NGS와 관련된 bioinformatics는 주로 독학으로 공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로그도 당시에 공부했던 내용 

들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에는 bioinformatics를 독학으로 공부하는 것이  

어렵긴 했으나,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실험 테크닉과 

bioinformatics 분석을 모두 경험한 것이 현재는 매우 귀

중한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3. ‘두마디 정밀의료’ 블로그 관련

Q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실린 글 중 학회원들이 

재미있게 읽으실 만한 글을 한편 짧게 소개 부탁드립

니다.

A    위에서 언급한대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건 글을 연재 

하거나, 홍보 또는 금전적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습 

니다. 박사 학위 과정을 통해 유전학 공부를 하게 되었

고, 생각보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 없다는 사실

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글링을 해도, 생각보다 쉽

게 잘 정리된 유전학과 관련된 정보들이 없어서, 공부하

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다른 사람

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공부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블로그의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웹 

형태로 오픈된 저의 연습장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 

습니다. 이 후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블로그를  

알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인맥이나 커뮤니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혹시 블로그 조회수나 방문자 수

가 높아지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하면, 수입이 생기는지 궁금

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광고를 넣으면 배너  

클릭 횟수에 따라서 부수입이 생기긴 하는데, 저는  

광고가 그렇게 내키지 않아서 블로그 조회수나 방문

자 수가 높아져도 딱히 좋은 점은 없습니다. 블로그를  

만들게 된 이유도 그렇고, 블로그를 통해서 인맥을  

맺거나 커뮤니티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터라, 특

별히 재미있었던 일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에는 스팸이나 이상한 문의들이 많이 와서, 블로그 관리에

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Q   끝으로 정밀의료의 앞으로의 방향과 선생님의 연구/ 

진료 철학이 있다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자유 주제).

A    최근에 엘리자베스 홈즈와 테라노스의 사건을 다룬 드

라마 ‘드롭 아웃’을 재밌게 보았습니다. 헬스케어 분야

의 여성 스티브 잡스라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피 한

방울로 수많은 질병들을 진단할 수 있다고 했다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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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사기 행각으로 드러났던 사건에 대한 드라마입니

다. 테라노스의 이야기는 진단검사의학과가 하는 일과

도 관련이 있고,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근본이 되는 과

학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그럴듯

하게 포장을 하고 감성에 호소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교훈을 던져줍니다. 더불어, 이러한 생각이 많은 사람 

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

인 예이기도 합니다.

올해부터 임상유전체의학과에서 진료 활동에도 참여를 

하다보니, 내가 하는 일들이 환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해악을 끼치지는 않을지 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유전자  

검사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윤리적 의미들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생각할 

거리들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유전체 기술의 눈부신 발

전과 함께하는 시대에 우리 의사들의 역할은 무엇이어

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밀 의료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의사로서 정직하게,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와 진료를 할 수 있기

를 소망합니다.

| 드라마 the dropout

인터뷰 기획 및 진행

간행홍보위원 문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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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ize your operations with

cobas® integrated solutions

체외 수신 18-2179호: cobas pro modular analyzer series, 체외 수신 21-2194호:cobas pure integrated solutions

cobas® pro

cobas® pure

일관된 결과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동일한 기술동일한 시약과 메뉴 생화학-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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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H(Anti-Mullerian Hormone), 
난임치료에만 쓰신다구요? 

“다양한 여성 환자에서 AMH의 임상적 유용성”

정확한 난소 예비력(Ovarian reserve)  
테스트가 필요한 이유1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점차 난소 예비력이 감소하

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초산 연령이 점점 높아 

지고 있다.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남녀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가임 연령에 대

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임력 및 가임 연령에 대한 인식 부족의 문제성 역시 

드러났다. 만약 적절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충분한 

정보와 인식 전환이 이뤄진다면 당장은 임신 계획 

이 없더라도 미래에 아이를 가지고 싶은 여성들은 

AMH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난소 

동결 등을 통해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다. 

AMH 검사 급여 기준 및 적응증2,3,4,5

난소수술 시, 어떤 테스트가 과연 난소 예비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  AMH를 통해서 수술 

이후의 난소 예비력을 예측할 수 있다. 수술 직후 

AMH는 이전에 비해 감소하며 그 이후에 다시 회

복하지만, 수술 전 수치의 약 65% 정도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많은 약제들이 난소 예비력

에 미치는 위험도는 각각 다르다. 따라서 환자들

이 어떤 약제를 바탕으로 항암치료가 진행될 지 

확인한 후 미리 가임력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

가 많다. 항암치료 후 난소 예비력을 AMH로 측정

한 연구를 살펴보면, 35세 이하 환자군의 평균값

은 1.76ng/ml였지만 치료 후 0.1ng/ml로 감소했

고, 2년 이후에 재측정한 결과 이전보다 증가했지

만 0.3ng/ml로 항암치료 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AMH가 높

았던 환자군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 후 2년 뒤에 재

측정했을 때 다시 증가할 확률이 4배 높았다.

한국로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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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sys AMH Plus는 난소반응 예측에 사용
되며 높은 정밀도와 정확도를 보입니다. 6,7,8,9

Elecsys AMH Plus의 특징 10,11,12

Assay Elecsys AMH Plus

Duration 18 min

Sample Type Serum, Plasma Li Hep

Sample Volume 50 µL 
30 µL (e801)

Measuring range  

(ng/mL)
0.03 ~ 23 ng/mL

Imprecision 1.8 ~ 2.0%

Onboard Stability 56 days (8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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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C, antral follicle count; PCOS, polycystic 
ovarian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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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위원회

1)  2023년도 보건복지부 육성지원 전문과목에서 진단검사의학과는 제외되었다. 이는 2022년도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지원

율이 117%으로 높아짐에 따라, 육성지원 전문과목 선정기준(3년간 전공의 확보율이 전체 전문과목 평균 미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비수도권/공공기관은 전공의 배정 쿼터 준수 의무(60%, 40%, 8%)가 생겼으며, 수도권 

수련기관에 한해 탄력정원에 따른 전공의 추가모집은 불가하다. 또한 전공의 해외연수지원은 중단된다. 

2)  2022년도 전공의 평가 시험이 2022년 11월 3일(목)에 시행되었다. 전국 수련기관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116명이 응시

하였다. 

보험위원회

1) 보고사항

(1)  ‘SARS-CoV-2 항체검사(IgG),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항원 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 

및 SARS-CoV-2 항원 동시 검사’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9월 7일, 2022-297호 회신

(2)  ‘AD500(핵의학 검체 검사) 질병군 내 시술목록 이동 등’ 관련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지속 개선을 위한 임상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분류체계개발부]: 2022년 9월 5일, 2022-293호 회신

(3)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와 SARS-CoV-2 항원 동시검사’ 급여적용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9월 15일, 2022-308호 회신

(4)  ‘하기도 감염증 병원체 및 항균제내성유전자 검사 급여기준 신설(다종그룹4 행위 재분류)’ 및 ‘MYBPC3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세부 검사항목 신설’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9월 26일, 2022-328호 회신

(5)  ‘쯔쯔가무시병 [실시간중합효소 연쇄반응법]’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10월 6일, 2022-338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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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GH/IGK 유전자 재배열 검사[염기서열검사]’, ‘IGH 유전자 재배열 검사[염기서열검사]’ 및 ‘T세포 수용체 베타/T세포 

수용체 감마 유전자 재배열 검사[염기서열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추가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2년 10월 12일, 2022-339호 회신

(7)  ‘SF3B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등재부]: 

2022년 10월 20일, 2022-346호 회신

(8)  ‘성선호르몬 테스토스테론[정밀분광/질량분석]’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행위재분류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11월 11일, 2022-364호 회신

(9)  ‘성선호르몬 테스토스테론[정밀분광/질량분석]’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11월 15일, 2022-367호 회신

(10)  ‘메톡시타이라민 정량검사’ 요양급여 결정신청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등재부]:  

2022년 11월 23일, 2022-372호 회신

(11)  ‘누521 스테롤검사(시토스테롤, 캄페스테롤, 콜레스타놀)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관련 신설 급여 행위의  

환자분류체계 반영을 위한 임상전문가 서면자문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분류체계개발부]:  

2022년 11월 1일, 2022-355호 회신

(12)  ‘메톡시타이라민 정량검사’ 상대가치점수 의사업무량 산출 관련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11월 23일, 2022-371호 회신

(13)  ‘ATP 기반 항암제 감수성검사’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11월 8일, 2022-362호 회신

(14)  ‘BRAF 유전자 돌연변이 V600E’ 및 ‘드롭렛 디지털 중합효소연쇄반응’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기술평가부]: 2022년 11월 17일, 2022-368호 회신

(15)  ‘인간 부고환 단백4[정밀면역검사]’ 선별급여 적합성평가 관련 의견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예비급여평가부]: 

2022년 12월 9일, 2022-406호 회신

(16)  ‘결핵균 및 비결핵항상균 동시검출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관련 2022년 제1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고시문(안) 검토 요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2년 12월 9일, 이메일 회신

(17)  ‘비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림프구 유전자 재배열 검사 항목 추가’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요청 [대한의사협회]: 2022년 12월 13일, 2022-412호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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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요양기관 종별가산 개편 방안’의 검체검사 관련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의견 제출의 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12월 9일, 2022-407호 제출

(19)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요양기관 종별가산 개편 방안’의 검체검사 관련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의견 제출의 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12월 16일, 2022-417호 제출

2) 회원공지

(1)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086)

  - 주요내용:  스카이코비원 접종자 공지 추가 및 적용 기간, 제공방법 등 안내  

(공지대상 확대 적용: 2022년 9월 5일부터)

(2)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253)

  - 주요내용: 공개시기 및 공개대상, 공개항목 / 자료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안내

(3) 원숭이두창 관련 DUR·ITS 시스템 정보제공 국가 추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140)

  - 주요내용: 원숭이두창 발생국 입국자 해외여행력 정보 제공 국가 정보 추가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04호)

  - 주요내용:  ‘싸이로글로불린-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급여기준 신설, ‘비타민 D 검사’ 급여기준 추가 및 문구수정,  

‘카바페넴 분해효소(KPC, NDM, VIM, IMP, OXA-48) 정성검사’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급여기준  

 신설,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 위암가족력 환자에 한하여 선별급여 50% 적용  

 (시행일: 2022년 9월 1일)

(5)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 안내 및 협조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248)

  -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공문(보험약제과-3339, 2022.9.13.)에 따라. 

“2022.10.1.일자 이전이라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에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 적용을 시행한다”는 내용 공지

(6)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298)

  - 주요내용:  [공지대상 확대] 동절기접종 [모더나(BA.1)백신, 노바백스백신, 스카이코비원백신] 접종자 공지 추가  

(※ 공지 기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후부터 접종후 28일까지, 공지 내용: 접종일자, 백신종류, 이상 

반응 등 공지

(7)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334)

  - 주요내용: [공지대상 확대] (기존) 콩고민주공화국 → (추가)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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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년 9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

  - 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364사례)

(9)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자료 제출 재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부-297)

  - 주요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한 추가 제출기한(10.26.) 연장·안내 / 제출대상 :  

총 578항목 중 현재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제출(검체검사료 9항목 등)

(10)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17호)

  - 주요내용:  '다종그룹4 행위 재분류, 호흡기병원체 및 약제내성유전자 검사' 신설 및 'MYBPC3 Gene' 신의료기술 등재 

관련 고시 신설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1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25호)

  - 주요내용: 누-680 핵산증폭 D6806, D6807 코드 신설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12) 2022년 심사 사후관리 항목 및 기준안내(신규항목 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주요내용: ‘비타민 D검사 산정횟수’ 및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 관련 항목 안내

(1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291)

  - 주요내용:  항목 확대(총 17항목) - 코로나19감염증 감염예방 관리료, 대면진료관리료,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PCR 검사와 동일날 산정 조정, 원스톱 진료 및 통합진료료 등 / 항목 삭제(총 3항목) - 회송료 등  

(시행일: 2022년 10월 27일)

(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36호)

  - 주요내용: 스테롤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신설 (시행일: 2022년 10월 20일)

(15)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37호)

  - 주요내용: 스테롤 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선별급여 신설 (시행일: 2022년 10월 20일)

(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42호)

  - 주요내용:  Helicobacter Pylori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 [염기서열분석] 

평가주기에 따른 재평가 - 본인부담률 80% 현행 유지 (시행일: 2022년 10월 20일)

(17) 2021년(4차) 결핵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3년(6차) 세부시행계획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2부-745)

  - 주요내용:  대상기간, 대상기관, 대상환자, 평가지표, 평가결과 공개(5차평가부터 요양기관별 결과 공개 예정) 및 향후 

추진계획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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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관련 고시 안내 (고시 제2022-238호)

  - 주요내용: NK 세포 백분율 검사 [유세포분석법] 신설 (시행일: 고시한 날로부터)

(19)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력 DUR 시스템 공지 확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552)

  - 주요내용:  공지대상 확대(화이자 백신 접종자 공지 추가)에 따른 공지 적용 기간, 제공방법, 접종차수별 접종일자 및  

백신종류 공지

(20)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평가부-869)

  - 주요내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7호, 2022.10.20.)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신청대상, 제출기간 등 안내

(21) 2022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

  - 주요내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356사례)

(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49호)

  - 주요내용: ‘B군 사슬알균[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신설’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2년 11월 1일)

(2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57호)

  - 주요내용: 비소세포성 폐암 23종 유전자 정성검사 신설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2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고시 제2022-264호)

  - 주요내용: 바르토넬라 항체[면역형광법] 급여기준 신설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25)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 (고시 제2022-276호)

  - 주요내용: 가-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급여 기준 중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유예 종료(`22.12.31) 안내

(26)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고시 안내 (고시 제2022-276호)

  - 주요내용: 의료기관, 기타 기관별 점수당 단가 개정사항 안내(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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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1) 학술지 진행 사항 

(1) 2023년 43권 2호: 2022년 10월 26일 발간 완료 총 16편(Mar issue)

(2) 2023년 43권 3호: 2022년 12월 21일 발간 예정 총 17편 (May issue)

(3) 논문 투고 현황(2022년 12월 6일 현재)

(의편협 납본 예정일: 2022년 10월 26일)

(PubMed 게시 예정일: 2022년 10월 31일)

(의편협 납본 예정일: 2022년 12월 21일)                                                       

(PubMed 게시 예정일: 2022년 12월 26일)

분야
진단

혈액학
임상
화학

임상
미생물학

진단 
면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검사
정보

진검
기타

합계

Editorial - 1 1 - - - - - 2

Review - - - - - - - - -

원저 1 2 2 - 1 - - - 6

단신 - - 1 - - - - - 1

Letter 3 - 1 1 - 1 - - 6

가이드라인 - - 1 - - - - - 1

Erratum - - - - - - - - -

합계 4 3 6 1 1 1 - - 16

분야
진단

혈액학
임상
화학

임상
미생물학

진단 
면역학

수혈
의학

유전분자
진단학

검사
정보

진검
기타

합계

Editorial - 1 - - - 1 - - 2

Review - 1 - - - - - - 1

원저 - 3 1 1 - 1 - - 6

단신 - - - 1 - - - - 1

Letter 6 - - - - 1 - - 7

가이드라인 - - - - - - - -

Erratum - - - - - - - - -

합계 6 5 1 2 - 3 - - 17

항 목
신청
접수

심사중
저자

수정중
게재
추천

교정
의뢰

교정
완료

논문
게재

(출판 전)

게재거부
또는 취소
(최근3개월)

편 수 0 11 7 - 4 - 17 79

소 계 18 4 17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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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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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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42 37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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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권 1호 2022-09-02 17,440명

43권 2호 2022-10-31 17,8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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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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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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5,001 1,269

2022-09-30 3,720 1,313

2022-10-31 4,062 1,389

2022-11-30 4,35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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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2 0 6,121

9월 12 0 3,103

10월 12 0 2,394

11월 12 0 2,889

합계 133 2 3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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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편집위원회 정기회의  

- 중앙회의 (10/5) - 이수연, 장미애, 정태동, 원은정, 윤정, 이유진 참석

- 총회의 (10/12) -  이수연, 장미애, 정태동, 원은정, 윤정, 김현경, 김선영, 박해일, 김솔잎, 성흥섭, 허희재,  

오은지, 송은영, 기창석, 김명신, 조덕, 김신영 참석

(5) 그래픽초록 도입 검토

(6) 홈페이지 개선 및 투고 규정 업데이트 진행중

(7) 12월 7일 편집위원회 전체 워크숍 주제(ALM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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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위원회

1)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LMCE 2022  기간 동안 MFDS-KSLM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해당 세션에서는 4가

지 연제로 진행이 되었으며, 국내 체외진단기기 허가에 대한 최신 지견 및 정책,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진단검사의학회 회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질병관리청-조직위원회 3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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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12월 집담회

(1) 일정: 2022년 12월 15일(목) 16:00-18:00

(2) 장소: 칠곡경북대학교병원 6동 지하2층 중강당

영남지회

시간 프로그램 연자

16:00-16:40 수혈관리실 경험
이현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6:40-17:20
Update on myeloid neoplasm 

- Genomics and Classification

이아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7:20-18:00 Parent-child full HLA match
김희정

(부산대학교병원)

2) 신임 임원진 선출

- 회장: 김형회 (부산대학교병원)

- 총무: 이현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3) 회원 동정

- 서장수 씨젠 의료재단 대경지역센터 학술원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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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0차 호남지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 일정: 2022년 12월 8일(목) 16:00

(2) 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 3층 컨벤션2 홀

호남지회

시간 프로그램 연자

16:10-17:10 인공혈액 개발현황
백은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17:10-18:10 Clinical application of ctDNA analysis
신새암

(세브란스병원)

2) 신임 임원진 선출

- 회장: 기승정 (전남대학교병원)

위원회 및 지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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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회

1) 11월 충청지회 

(1) 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2) 장소: 대전 베스타(VESTA) 9층 오션룸 

(3) 연제 및 연자 

연제 연자

친자확인검사 서울 보라매병원 박현웅 교수

hs-Troponin T 의 활용: 신속 AMI 진단 알고리즘 한국로슈진단

 

2)  12월 충청지회-ANCLS(Asian Network for Clinical Laboratory Standardization and Harmonization)

(1) 일시: 2022년 12월 20일 (화)

(2) 장소: 바이오니아 글로벌센터

(3) 프로그램

연제 연자

PART 1. COVID-19 in ASIAN Countries

Clinical Laboratory Innovations During COVID-19 Pandemi

Latest Situation of COVID-19 in Hong Kong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 A Singapore Experience

Laboratory Response for COVID-19 in Korea

The Impact of COVID on the Blood Safety Program

Analyse the Factors Affecting the Decision of EQA Sample Selection

Marrisa Orillaza, Philippines

Daniel Tam , Hong Kong

Eddie Ang, Singapore

Ki Ho Hong, Korea

Dorothy K. Byabazaire, Uganda

Thai My Tran, Vietnam

PART 2. Blood Donor Screening & Viral Load Monitoring

Challenges of Blood Donor Screening in Korea 

HIV, HBV, HCV Quantitative Measurement and Clinical Application

Advances in Antiviral Therapy and Viral Load Monitoring

Laboratory Operations for Viral Load Testing and Surveillance

Hyun Ok Kim, Korea

Hee Sue Park, Korea

Han Ah Lee, Korea

Jeongseok Yang, Korea

PART 3. General Discussion and Dinner

3) 회원 동정

- 이직: 박윤미(지멘스헬스케어 → 충남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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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의학재단(10~12월)

1)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1) 검사실신임인증위원회 심의결과 (9~11월)

 ① 현장심사  100기관 (일반기관 : 69 기관 – 검사실운영 분야만 현장심사)

- 현장심사 2년 인증 : 61 기관

- 현장심사 1년 인증 :  8 기관

- 검사실 이전/수탁/분야 추가 등 : 29 기관, 가인증: 2 기관

 ② 서류심사: 65 기관

- 일반 43 기관, 수탁 22 기관 

2) 외부연구사업 진행

(1)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 4주기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평가 전문영역(진단검사의학분야) 위탁심사 (2021.12.23. ~ 2022.10.31.) 

- 4주기 의원급 검진기관평가 전문영역(진단검사의학분야) 위탁심사 (2022.08.24 ~ 2023.07.31.) 

(2) 국립암센터 연구용역

- 사업명: 2022 암검진 질관리: 진단검사의학 분야 (2022.01.01. ~ 2022.12.31.)

(3)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 코로나19 검사 관리 (2022.03.01. ~ 2022.12.31.)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운영체계 평가 (2022.07.01. ~ 2022.12.31.)

3) LMCE 2022 우수검사실 인증심사원 워크숍 개최 

- 일시: 2022.10.26.(수) 10:00~12:00, LMCE 2022 심포지엄 1 

- 장소: 스위스그랜드호텔

4) 전공의 신임인증교육 워크숍 개최

- 일시: 2022.11.05.(토)

- 장소: Virtual

5) 인증심사길라잡이 워크숍 개최  

- 1차: 2022.12.20.(화) 실시간 송출 

- 2차: 2022.12.21.~2023.01.20. VOD 시청 

- 장소: Virtual

6) IEEA Standard Accreditation 진행 

- Self-assessment (270 page, 153 증거자료 ) 작성 제출 (2022.10.10.)

위원회 및 지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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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진단검사의학회 수상자 명단

학술상

김명신(가톨릭의대)

최우수논문상

이혁민(연세의대) - Guidelines for Laboratory Diagnosi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in Korea. Ann Lab 

Med. 2020 Sep;40(5):351-360

우수논문상

성흥섭(울산의대) - COVID-19 Molecular Testing in Korea: Practical Essentials and Answers From Experts Based on 

Experiences of Emergency Use Authorization Assays. Ann Lab Med. 2020 Nov; 40(6): 439–447

허미나(건국의대)- Circulating Biologically Active Adrenomedullin Predicts Organ Failure and Mortality in Sepsis. Ann Lab 

Med. 2019 Sep;39(5):454-463

전창호(대구가톨릭의대) - Detection of Circulating Tumor Cells Using Three-dimensional and Conditionally 

Reprogrammed Culture Methods. Lab Med Online 2021; 11(4): 297-304

박현웅(서울의대) - HIV-1 Drug Resistance Mutations and Their Clinical Implications in South Korea.Lab Med Online 

2022; 12(2): 100-108

우수연구자상

이수연(성균관의대) - Alteration of transthyretin and thyroxine-binding globulin in major depressive disorder: multiple 

reaction monitoring-based proteomic analysis. J Transl Med. 2021 Jan 15;19(1):34

제갈동욱(가톨릭의대) - HLA-A, -B, -C, -DRB1 allele and haplotype frequencies of the Korean population and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HLA typing by next-generation sequencing. HLA. 2021 Mar;97(3):188-197

김진주(연세의대) - Chimerism Assay Using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Adjacent and in Linkage-Disequilibrium 

Enables Sensitive Disease Relapse Monitoring after Hematopoietic Stem-Cell Transplantation. Clin Chem. 2021 Apr 

29;67(5):781-787

전공의우수논문상

김지아(성균관의대) - A Case of Burkitt-Like Lymphoma With 11q Aberration With HIV Infection in East Asia and 

Literature Review. Ann Lab Med 2021;41:593-597 

회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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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전공의학술상

김혜린(부산의대), 이호원(가톨릭의대)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공로상

유기숙(이원의료재단)

한국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품질기여상

이영경(한림의대), 안정열(가천대 길병원)

 

2) 2022년 진단검사의학 표준화사업 유공자 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박형두(성균관의대), 김한아(건국의대), 정태동(이화의대)

질병관리청장표창

박승만(국립암센터), 조은정(한림의대)

46 회원동정

회원동정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행사일정

행사명 일자 장소

2023년도 대한임상미생물학회 
제13차 심포지엄 및 제 10회 
감염관리 연수강좌

2월 10일(금) - 2월 11일(토) 창원경상대병원 대강당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2월 22일(수) 미정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23년 
춘계심포지엄

4월 27일(목) - 4월 28일(금) 부산 벡스코

대한임상화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5월 11일(목)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2023년 제42차 
대한수혈학회 학술대회

5월 19일(금) – 5월 20일(토) 대구인터불고호텔

https://www.kslm.org/abstract/2023_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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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관학회 일정

행사명 일자 장소

The 34th Annual Meeting 
Japanese Society for Clinical 
microbiology(임상미생물)

2월 3일(금) – 2월 5일(일)
Yokohama, Japan
(http://jscm34.umin.jp/index.
html)

ECCMID (European Congress 
of Clinical Microbiology & 
Infectious Diseases) 2023  
(임상미생물)

4월 15일(토) – 4월 18일(화)
Copenhagen, Denmark 
(https://www.eccmid.org/)

ISLH (International Society for 
Laboratory Hematology) 2023 
(진단혈액)

5월 11일(목) – 5월 13일(토)
New Orleans, LA, USA
(https://www.islh.org/)

XXV IFCC-EFLM 
WORLDLAB-EUROMEDLAB 
ROME 2023 (임상화학)

5월 21일(일) - 5월 25일(목)
Rome, Italy
(https://2023roma.org/)

ASCO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2023  
(진단유전)

6월 2일(금) - 6월 6일(화)
Chicago, IL, USA
(https://www.asco.org/)

EHA (The European 
Hematology Association) 2023 
Hybrid Congress (진단혈액)

6월 8일(목) - 6월 11일(일)
Frankfurt, German
(https://ehaweb.org/)

ESHG (The European 
Society of Human Genetics) 
Conference 2023 (진단유전)

6월 10일(토) - 6월 13일(화)
Glasgow, Scotland, UK 
(https://2023.eshg.org/)

ASM (American Society For 
Microbiology) Microbe 2023  
(임상미생물)

6월 15일(목) - 6월 19일(월)
Houston, TX, US
(https://asm.org/)

ISBT (International Society of 
Blood Transfusion) 2023  
(수혈의학)

6월 17일(토) - 6월 23일(금)
Gothenburg, Sweden 
(https://www.isbtweb.org/)

FOCIS (The Federation of 
Clinical Immunology Societies) 
2023 (진단면역)

6월 20일(화) - 6월 23일(금)
Boston, Massachusetts, US
(https://www.focisnet.org/)

ISTH (The International 
Society on Thrombosis and 
Haemostasis) 2023 (진단혈액)

6월 24일(토) - 6월 28일(수)
Montreal, Quebec, Canada 
(https://www.ist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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