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

의: 제22-280호

2022년 06월 27일

수

신: 병(의)원장

참

조: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보험심사과

제

목: 신규 검사정보시스템 오픈 안내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GC녹십자의료재단은 글로벌 임상검사 수탁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신 IT 기술이 적용된
검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 새로운 검사정보시스템은 업무프로세스 체계화를 통한 업무 표준화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 제공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4. 시스템 변경에 따른 귀원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일시: 2022 년 07 월 10 일(일) 15:00
(신규 검사정보시스템 접속 방법은 기존과 동일)
▶ 시스템 변경 작업 중 홈페이지 내 ‘검사결과조회’ 및 ‘검사항목조회’ 접속 불가
(2022 년 07 월 10 일 12:00 ~ 15:00)
▶ 신규 검사정보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처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별첨
1. 신규 검사정보시스템 주요 변경 안내
2. 결과조회 웹페이지
3. 검사 결과보고서
4. 실시간 통계 정보 제공
5. 소아 청소년 종합검진 결과보고서
6. 검체별 검사코드 분리

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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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 검사정보시스템 주요 변경 안내

1) 향상된 결과 서비스 품질
① 결과조회 웹페이지 리뉴얼
· 개인 설정, 메뉴 통합, 검색조건 확대를 통한 사용 편의성 제고
· 전용 결과 조회 뷰어를 통해 다양한 서식 결과 제공
② 검사 결과보고서 리뉴얼
· 새로운 디자인 적용을 통해 가독성 및 직관성을 높여 정확한 의사결정에 도움
· 연령별 참고치 제공 및 양성 결과 표기를 통해 맞춤형 결과 제공
· 고해상도 이미지를 활용한 결과 제공

2) 신규 서비스 제공
① 실시간 통계 정보 제공
· 의뢰 현황 및 각종 결과 자료의 실시간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통계 자료에 기반한
진료 및 연구 활동 지원
· 공급자 중심 통계 자료 생성에서 고객(의료기관 및 환자) 중심의 통계 자료 제공
· 의료기관 인증을 위한 자료 실시간 제공
② 신규 검사 서비스 제공
· 소아 청소년 종합검진 결과보고서 제공을 통해 특화된 서비스 제공

3) 특화된 시스템 구축
① 검사코드 체계 개편
· 검체 별 검사코드를 분리하여 판정 참고치 제공
· 보험코드 기준을 반영한 검사코드 체계 마련
② 최신 IT 기술 적용 및 성능 향상
· 시스템 이중화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속도 개선
· 다양한 인터페이스 플랫폼을 통해 고객 요구에 맞춘 검사결과 데이터 제공

2. 결과조회 웹페이지

[예시 - 결과조회 웹페이지, 결과조회 뷰어]

3. 검사 결과보고서

[예시 – 결과보고서 1]

[예시 – 결과보고서 2]

4. 실시간 통계 정보 제공

[예시 – 미생물통계]

[예시 - 의뢰현황]

5. 소아 청소년 종합검진 결과보고서

[예시 - 소아 청소년 종합검진 결과보고서]

6. 검체별 검사코드 분리
※ 적용일: 07월 11일 접수분
Seq.

검사항목

(정렬: 검사항목 순)
검체

GC Labs
코드

검사정보

Plasma

C167

· 검사명: Amino acid [P, LC/MS-MS]
· 검체:
- EDTA plasma 1.0 mL
- Heparin plasma 1.0 mL

CSF

SA0A

· 검사명: Amino acid [CSF, LC/MS-MS]
· 검체: CSF 2.0 mL

Fluid

SA04

· 검사명: Amino acid [Other, LC/MS-MS]
· 검체: Fluid (other) 2.0 mL

SA03

· 검사명: Amino acid [U, LC/MS-MS]
· 검체:
- 24 hours urine 2.0 mL
(방부제: 6N HCl)
- Random urine 2.0 mL

C703

· 검사명: Carnitine (vitamin BT)
[S, LC/MS-MS]
· 검체: Serum 1.0 mL

SA0B

· 검사명: Carnitine (vitamin BT)
[P, LC/MS-MS]
· 검체: EDTA plasma 1.0 mL

24hU

C301

· 검사명: HVA [24hU, HPLC]
· 검체: 24 hours urine 5.0 mL
(방부제: 6N HCl)

RU

SA0Z

· 검사명: HVA [RU, HPLC]
· 검체: Random urine 5.0 mL

RU

C538

· 검사명: Organic acid analysis [RU]
· 검체: Random urine 10.0 mL

SA05

· 검사명: Organic acid analysis [P]
· 검체:
- EDTA plasma 2.0 mL
- Heparin plasma 2.0 mL

Amino acid
1

[LC/MS-MS]
(GC Labs 코드: C167)

Urine

Carnitine
2

(vitamin BT)
[LC/MS-MS]
(GC Labs 코드: C703)

3

Seum

Plasma

HVA [U, HPLC]
(GC Labs 코드: C301)

Organic acid
4

analysis [GC/MS]
(GC Labs 코드: C538)

Plas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