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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referral laboratory
sample delivery process, we surveyed the delivery process, such as workers
in charge, equipment, sample storage method, and delivery systems of the
medical clinics on Jeju Island.
Methods: We collected 142 questionnaires from 300 medical clinics on Jeju
Islan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aboratory samples before delivery
to referral laboratory centers.
Results: As 61% percent of medical clinics did not have a centrifuge,
laboratory samples from these clinics were delivered without centrifugation.
Most workers in charge of laboratory samples were not trained by specialists
regarding proper laboratory sample management. The method of storage in
the refrigerator was unacceptable in 13.3% of medical clinics.
Conclusions: We suggest regular inspection programs for the process of
referral laboratory samples and proper training programs for workers in
charge of laboratory samples.
(Lab Med Qual Assur 2021;43: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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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부 수탁전문 의료기관에 의뢰되는 검체들은 검사 전에 다양한 인

사와 함께 임상검사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심분리 후 검체 운송[5], 계절적 요인들[6]도 검사결과에 영향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영상의학검

검체를 다루고 있는 임상검사의 신뢰성 있는 검사결과의 제공은

의료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며 임상검사실의 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잘 인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1,2].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자체 검사실을 두고

있어 환자 검체의 채혈 후 검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정도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자체 검사실 운영

이 어려운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임상 검체의 검사를 많이 이용하

자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980년대 우편을 이용한 검

체 운송방법[4], 시험관 내의 젤의 유무, 미원심분리 검체 혹은 원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인체에서 채취한 혈액을 포함한 각종
임상 검체들은 시간과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송용기, 수송과

정 등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7]. 이와

같이 임상검사의 검체는 검사 전 적절한 관리가 정확한 결과의 도

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임상 검체의 위
탁에 관한 연구는 채혈 이후부터 검사까지의 관리 및 대책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육로가 없는 섬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제주도에서 운송되는 임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에서도 다양한 희귀질환들을 진단하

상 검체는 대부분 항공운송을 통하여 수탁검사 의료기관으로 이송

외부 수탁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게 된다[3]. 각 의료기관에서 외

공이송 전 검체의 보관시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항공이송 후 수

기 위한 특수검사를 편리성 및 효용성 면에서 자체 검사실이 아닌

되어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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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검사 의료기관으로의 육로 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

1. 제주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위탁검사 일반적인 사항

근 태풍, 폭우, 폭설 등에 의해 항공기의 결항과 지연 등으로 검체

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순이었으며, 담당자가 여러

수한 환경으로 인해 제주도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채혈 전, 채혈

반 사무직원이 위탁검사를 담당하는 의원은 없었다.

있어 검체의 보존환경의 변화가 타지방에 비해 빈번할 수 있다. 최
수송 및 검체의 보관상 변질 등의 우려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

과정 및 채혈 후 검체의 위탁까지의 검체의 적절한 관리가 검체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위탁검사 담당자로 지정된 직급은 간호

직급으로 순환 변경되는 의원은 8개 의원이었다. 물리치료사, 일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위탁검사지침을 보유하고 있었

과에 미치는 영향은 타지역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으며 지침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었다. “위탁검사지침이 있으

장비, 보관방법 등 수탁검사 의료기관으로 위탁 전 과정에서 위탁

상병리사인 의원은 23개(39.6%), 간호사인 의원은 18개(31.3%),

는 제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검체의 전 처리, 종사하는 인력,

검체 관리실태를 설문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며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58개 의원 중 위탁검사 담당자가 임

간호조무사인 의원은 14개(24.1%), 담당자가 순환 변경되는 의원

은 3개(0.5%)의 순이었다. “위탁검사지침이 있으나 잘 지키고 있
지 않다”고 응답한 31개 의원 중 위탁검사 담당자가 간호사인 의

재료 및 방법

원은 26개(83.8%), 간호조무사인 의원은 4개(12.9%), 임상병리

제주도 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

는 의료인, 수탁전문 의료기관 제주지역 관리자, 타지역 종합병원
에 근무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탁전문 의료기관에 근무하

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내
에서 시행되는 관리방법과 문제점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통합 2주기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자료를 참조하여 제주도 의원급

사인 의원은 1개(0.3%) 의원 순이었다. “위탁검사지침이 없으나

검체 위탁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51개 의원 중 위탁검사

담당자가 간호사인 의원은 33개(64.7%), 간호조무사인 의원은 8

개(15.6%), 임상병리사인 의원은 4개(7.8%), 방사선사인 의원은
1개(1.9%)의 순이었다. “위탁검사지침이 없으며,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1개 의원의 위탁검사 담당자는 간호조무사였다.

위탁검사목록 장부관리에 응답한 의원은 총 137개 의원이었고

의료기관에서의 검체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5개 의원은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응답한 137개 의원 중 위탁 시

한 기초 조사를 포함하였으며, 위탁검사절차에 대해서는 위탁검

개(74.4%) 의원이었고 담당자가 위탁검사목록 장부를 확인하지

조사설문지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되는 임상검사에 대
사 담당자, 위탁검사에 대한 지침, 위탁 검체의 채혈자 및 채혈방

법, 검체 용기, 위탁 전 원심분리, 원심분리기의 관리, 냉장보관, 냉

장고의 관리, 위탁 검체 수거방법, 결과만족도 등의 내용으로 설문
지를 제작하였다. 제주도 내 의원급 의료기관 300개 기관에 설문

지를 배포하였다. 설문지의 회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문지와
함께 동봉된 새로운 봉투에 밀봉하여 회수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회수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문지 응답자도 구분할 수 없게 하였
으며, 설문조사 내용은 Appendix 1로 첨부하였다.

위탁검사 담당자가 위탁검사목록 장부를 확인을 하는 의원은 102

않는 의원은 35개(25.5%) 의원이었다. 위탁검사 담당자가 위탁검
사목록 장부를 확인하지 않는 35개 의원 중 위탁검사 담당자의 직

급은 각각 간호사(27개), 간호조무사(8개)였다. 위탁검사 담당자
가 위탁검사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채혈, 검체 용기, 보관방법 및

위탁방법에 대한 교육을 위탁검사 담당자에게 시행한 사람은 수탁
검사기관의 직원, 전임자, 관련 책자를 공부하거나 담당 의사가 직

접 교육한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임자와 수탁직원 두 사람이 위탁

검사 담당자에게 교육을 시행한 의원이 3개 의원, 전임자에게 교

육을 받거나 책자를 통하여 공부한 의원이 1개 의원, 수탁직원에

결과

게 교육을 받거나 책자를 통하여 공부한 의원이 1개 의원이었다. 즉

제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보낸 300개의 설문지 중 142개

(47.3%)가 회신되었다. 설문지에 회신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의

수탁검사기관의 직원 또는 전임자가 위탁검사 담당자가 위탁업무
시작 시 위탁검사 업무에 대해 교육을 시행한 의원이 88.4%였다.

직원안전에 관한 설문은 142개 모든 의원에서 “채혈에 사용된

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검사분야는

알코올 솜 등의 감염성 폐기물은 보관용기에 버려지고 있다”고 응

반면역검사는 57개(40.1%), 요검사는 78개(54.9%), 간이혈당검

고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임상화학검사가 62개(43.6%), 일반혈액검사는 65개(45.7%), 일
사는 105개(73.9%)의 의원에서 자체 검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답하였고, “주사침(바늘) 등 손상성 폐기물도 전용용기에 버려지

2. 제주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위탁검사 채혈방법 및 장비현황
위탁검사를 위한 검체, 특히 혈액의 채취자의 직급에 대한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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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tus of laboratory samples from medical clinics in Jeju island before delivery to the referral laboratory centers (general
content) (N=142)

Questionnaire results

No. (%)

Workers in charge of laboratory sample storage, handling
Registered nurse

78 (54.9)

Licensed practical nurse

27 (19.0)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28 (19.7)

Radiological technologist

No dedicated person or workers from multiple healthcare job titles

Compliance of sample management guideline

Guidelines present/good compliance with guidelines

1 (0.7)
8 (5.6)

141 (99.3)
58 (40.8)

Guidelines present/bad compliance with guidelines

31 (21.8)

No guidelines/good sample management

51 (35.9)

No guidelines/bad sample management

Who did instruct about the management of samples before the start of sample handling for the laboratory
sample storage and delivery?
Delivery worker from referral laboratory
Predecessor

1 (0.7)

62 (43.7)
60 (42.2)

Study directly with related books

7 (4.9)

Doctor

Infectious waste is being thrown away in medical waste disposal containers.
Damaging waste is being thrown away in sharps containers.

5 (3.5)

142 (100.0)
142 (100.0)

응답 가능한 설문에서 간호사만 채혈, 간호조무사만 채혈, 임상병

고 응답한 의원은 4개 의원으로 2.8%이었다. 채혈 시 환자가 앉

간호조무사의 두 직급이 채혈, 간호사와 임상병리사의 두 직급이

한 의원은 94개 의원으로 66.6%, “등받이가 있고 바퀴가 있는 의

리사만 채혈한다고 응답한 의원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간호사와

채혈, 간호사와 의사의 두 직급이 채혈, 간호사, 임상병리사, 간호
조무사의 세 직급이 채혈하는 순으로 복수응답하였다. 즉 위탁검

사를 위한 검체, 특히 혈액의 채취자의 직급은 복수응답한 의원을

포함해서 간호사 93개(51.3%), 간호조무사 53개(29.2%), 임상병
리사 33개(18.2%), 의사 2개(0.1%) 의원의 순이었다.

게 되는 의자는 “등받이가 있고 바퀴가 없는 의자이다”라고 응답
자이다”라고 응답한 의원은 18개 의원으로 12.7%, “등받이가

없고 바퀴가 없는 의자이다”라고 응답한 의원은 20개 의원으로

14.1%, “등받이가 없고 바퀴가 있는 의자이다”라고 응답한 의원
은 9개 의원으로 6.3%였다.

검체 용기에 환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질문 중 “검체 채취

간호사가 채혈한다고 응답한 93개 의원 중 간호사가 위탁업무

전 환자의 접수번호, 이름, 나이, 성별, 채취일 등을 기록한다”라고

가 채혈한다고 응답한 33개 의원에서 임상병리사가 위탁업무를

의 인적 사항, 채취일 등을 기록한다”라고 응답한 의원은 16개 의

를 담당한다고 응답한 기관은 83개(89.2%) 의원이고 임상병리사
담당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30개(90.9%) 의원이고 간호조무사가
채혈한다고 응답한 53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위탁업무를 담당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32개(60.3%) 의원이었다.

검체 채취 전 환자 확인은 “환자분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등

응답한 의원은 126개 의원으로 88.7%이었고, “검체 채취 후 환자
원으로 11.2%였다. 채혈 시 지혈대를 이용한 압박시간에 대한 질
문에서 1분 이내로 압박한다는 의원이 108개 의원으로 76.0%였
다. 2분 이상 압박한다는 의원이 34개 의원으로 총 23.9%였다.

채혈 시 알코올 소독시간에 대한 질문에 알코올 소독 후 바로 채

개방적인 질문을 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83개 의원으로 58.8%이

혈한다는 응답한 의원은 62개 의원으로 43.6%였 10초 이후에 채

다고 응답한 의원은 54개 의원으로 38.2%이었고, “채혈 처방 후

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채혈할 때 채혈 용기의 채혈 순서에 대해 응

었고, “환자분의 성함이 OOO님 맞지요?” 등 폐쇄적인 질문을 한
검체 채취가 바로 이루어져 환자 확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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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한다는 응답한 의원은 80개 의원으로 56.3%였다. 진공채혈 또
답한 의원은 총 138개 의원이었다. 채혈 용기의 채혈 순서에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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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개의 채혈 용기가 필요할 때 “채혈 용기의 순서를 잘 알고 있으

며 위탁 검체 외 의료용품은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의

“채혈 용기 순서를 잘 알기는 하나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

탁 검체와 함께 기타 의료용품도 함께 보관한다”고 응답한 의원은

며 이를 잘 지킨다”고 응답한 의원은 93개 의원으로 67.3%였고,
다”고 응답한 의원이 39개 의원으로 28.2%, “채혈 용기 순서를
모르고 있었다”고 응답한 의원이 6개 의원으로 4.3%였다.

혈당검사용 검체 용기 종류에 대한 복수 선택에 응답한 의원

은 138개 의원이었다. 이 중 sodium fluoride (NaF)만 사용한
다고 응답한 의원이 45개 의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혈청분리튜
브(serum separation tube)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의원, plain

tube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의원, NaF와 혈청분리튜브를 사용한

다고 응답한 의원, plain tube와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tube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의원, 혈청분리튜브와

EDTA tube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의원, NaF, plain tube, EDTA

tube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의원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튜브
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의원 3개 의원이었다.

설문지에 응답한 142개 의원 중 141개 의원에서 원심분리기 여

부에 응답하였고, 이 중 원심분리기를 보유하지 않은 의원은 86개
의원으로 61.0%였다. “위탁검사지침이 있으며 잘 지키고 있다”
고 응답한 58개 의원 중 응답하지 않은 1개 의원을 제외한 57개

의원 중 18개(31.6%) 의원이 원심분리기를 보유하지 않았고, “위

탁검사지침이 있으나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31개 의원

중 29개(93.5%) 의원에서, “위탁검사지침이 없으나 검체 위탁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51개 의원 중 37개(72.5%) 의원에서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원심분리기를 보유한 55개
의원 중 채혈 후 혈청 검체를 위탁하기 전에 원심분리하는 시점은
채혈 후 1시간 이내에 원심분리하는 의원, 2시간 이내에 원심분리
하는 의원, 검체의 위탁 직전에 원심분리하는 의원, 원심분리를 하
지 않고 검체를 위탁하는 의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원심분리기를 보유한 55개 의원 중 간호사가 위탁검사 담당자

인 의원이 19개 의원이었고, 이 중 위탁 검체를 채혈 후 2시간 이

내에 원심분리하는 의원이 17개 의원, 간호조무사가 위탁검사 담
당자인 의원이 6개 의원이었고, 이 중 위탁검사를 채혈 후 2시

간 이내에 원심분리하는 의원이 5개 의원, 임상병리사가 위탁검

사 담당자인 의원이 26개 의원이며, 이 중 위탁검사를 채혈 후 2
시간 이내에 원심분리하는 의원이 23개 의원이었다. 원심분리기
를 보유한 55개 의원 중 원심분리기의 점검대장이 따로 있으며 관
리요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 기록하는 의원이 28개 의원으로

50.9%, 원심분리기의 점검대장은 따로 없지만 주기적으로 원심
분리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의원이 8개 의원으로 14.5%, 원심분리

기의 관리는 따로 하지 않지만 검체의 혈청분리 여부를 보고 원심
분리 상태를 유추하는 의원이 19개 의원으로 34.5%였다.

냉장보관 상태에 관한 설문에는 “위탁 검체 전용 냉장고가 있으

www.jlmqa.org

원은 30개 의원으로 21.2%, “위탁 검체 전용 냉장고가 있으나 위
92개 의원으로 65.2%, “위탁 검체를 보관하는 냉장고에 음료수,
Table 2. Status of laboratory samples from medical clinics in Jeju
island before delivery to the referral laboratory centers (blood
collection methods and equipment)

Questionnaire results

No. (%)

Blood collector
RN

60/141 (42.6)

MLT

22/141 (15.6)

LPN

25/141 (17.7)

RN/LPN

22/141 (15.6)

RN/MLT

5/141 (3.5)

RN/doctor

2/141 (1.4)

RN/LPN/MLT

4/141 (2.8)

Centrifugation time

<1 hr after sampling

42/55 (76.3)

<2 hr after sampling

5/55 (9.0)

Before sample delivery

4/55 (7.2)

Delivery without centrifuge

4/55 (7.2)

Centrifugation maintenance

Regular maintenance with sheet

28/55 (50.9)

Inference from serum separation

19/55 (34.5)

Regular maintenance without sheet
Storage in refrigerator

8/55 (14.5)

Exclusive use for laboratory samples

30/141 (21.2)

Storage with edible foods

10/141 (7.0)

Storage with medical goods
No storage in refrigerator

92/141 (65.2)
9/141 (6.3)

Pickup time of laboratory samples

Daily pickup of laboratory samples

124/142 (87.3)

Pickup time between 1–3 PM

57/124 (46.0)

Pickup time between before noon
Pickup time between 3–6 PM

Pickup cycle of laboratory samples

11/124 (8.9)

56/124 (45.2)

2 times/day

7/142 (4.9)

2 times/wk

1/142 (0.7)

3 times/wk
1 time/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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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2 (6.3)
1/142 (0.7)

(Continued on nex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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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Questionnaire results

Sample tubes for serum glucose test
NaF only
SST only

Plain tube only

No. (%)
45/138 (32.6)
64/138 (46.3)
5/138 (3.6)

NaF+SST

10/138 (7.2)

SST+EDTA

3/138 (2.2)

Plain+EDTA
NaF+plain+EDTA
Others

6/138 (4.3)
2/138 (1.4)
3/138 (2.2)

Abbreviations: RN, registered nurse; LPN, licensed practical nurse;
MLT,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NaF, sodium fluoride; SST,
serum separation tube; EDTA,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음식물 등도 보관된다”고 응답한 의원은 10개 의원으로 7.0%였

다. “위탁 검체는 냉장보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의원은 9개 의
원으로 6.3%이었다. 냉장고 내부에 온도계가 비치되어 있어 온도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의원은 99개(70.7%) 의원이었고 냉

및 예후를 판정하는 검체검사는 임상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8,9]. 최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발달과 장비의

첨단화에 따라 환자의 진료에 차지하는 검체검사의 비율은 점진적
으로 증가하고 있다[10,11]. 이러한 검체검사는 많은 인력과 최신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의원의 규모에 따라 일부 혹은 대부분

의 검체검사를 전문 수탁검사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
다[3]. 제주지역인 경우 전문 수탁검사 의료기관은 1곳 뿐이며, 대

부분의 수탁 검체는 제주 이외 지역에 위치한 대형 전문 수탁검사
의료기관에 보내져 검체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혈액을 포함한 임상 검체는 보존기간, 적정온도, 감염위험 등 신

중히 관리되어야 하며, 운반과정 중 임상 검체의 손실, 상태유지,
온도유지 등 검사결과에 영향을 일으키는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

다. 연구에 의하면 채혈량이 부족한 시험관에서 용혈이 더 빈번하
고, 냉매가 들어 있는 운송상자 내 검체들의 결과 변이가 더 적었

으며, 우리나라에서 검체의 평균 운송시간은 11.3시간이고 원심

분리가 안된 냉장 운송 검체의 혈중 칼륨 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검체는 운송 전 반드시 원심분리하여야 한다고 보고하
였다[12].

본 연구는 제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검체의 전 처리, 종사

장고 외부에 자동온도계를 통한 온도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하는 인력, 장비, 보관방법 등 수탁검사 의료기관으로 위탁 전 과

다고 응답한 129개의 의원 중 매일 온도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응

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특히 채혈과

의원은 30개(21.4%) 의원이었다. 냉장고의 온도 점검이 이루어진
답한 의원은 62개(48.0%) 의원, 주마다 온도점검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의원은 67개(51.9%) 의원이었다. 온도 점검을 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의원은 11개(7.8%) 의원이었다.

정에서 위탁 검체 관리실태를 설문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위탁검
정, 원심분리, 검체 보관, 기기점검, 교육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많
았다고 판단된다.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위탁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탁 검체의 수거는 매일 1회 수거한다고 응답한 의원이 가장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하여 수탁을 위한 임상 검체에 대해서도 정

고 응답한 의원 순으로 응답하였다. 매일 수거된다고 응답한 124

주기적인 지도 감독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많았으며, 매일 2회 수거, 주 3회 수거, 주 2회와 주 1회 수거된다

개 의원 중 9–12시 사이에 수거된다고 응답한 의원은 11개 의원,

13–15시 사이에 수거된다고 응답한 의원은 57개 의원, 15–18시
사이에 수거된다고 응답한 의원은 56개 의원이었다.

일반위탁검사(특수검사 제외)의 결과 보고시간에 관한 설문에

는 142개 의원에서 위탁 검체에 대하여 특수검사를 제외하고 일
반검사의 결과 보고시간이 당일인 의원은 4의원, 익일인 의원은

기적인 인증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한
환자들의 정확한 임상결과로 인한 적절한 진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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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Questionnaire for the referral sample management of clinics in Jeju

   


 

 

  

   

   �       

 � 





 

  

         ¡¢ £
¦   §¨¨

 ¤¥

  ©  §¨      ª 

«¬ ®  ¯  °±² ³ ´µ  ¡ 

¶ ·¸

¹ º 



» ¼µ   ¤¬½ §¨  ¾

¹  ¿À ºÁ Â Ã

Ä ÅÆÇ ÈÉÊ Ë Ì

ÍÎ© ÏÐµ ÑÒ « ÓÔ

ÕÖ ×  Ð  Ð¢ Ø Ã ÙÚÛ

Ü Ý Þ §¨ ßÞ àáº â  Þ¦ © ¯ ãäÛÜ

å              




æª 

                                    

   

                                    çèé   

 

 ê¤  

                                     

 

 Î

                                    çèé      ê¤   

※    

 

 

     

 �

  

100

Lab Med Qual Assur 2021;43:94-106

www.jlmqa.org

Moo-Sang Chong et al • Referral Sample Management of Clinics in Jeju

 

     
  

 



 

  

 

     
      
  X ¡¢
 £¤ J¥¦§¨©¡
 £ NLWձࢇࡈଞKHSDWLWLV%YLUXVLQIOXHQ]Dҟ

 
  ª« ¬¤® ¯°±²

  ³

  ³´µ
  ¶·¸
  ¹º
  »¸

¼

  µ½

  ¬¤® ¾¿ÀÁ
  ª« ÂÃ ÄÅ Æ£ÇÈÉ£ Ê±²
  ª« ÄÅ£ ËÌ Í ÄÎ Ï

  ª« ÄÅ£ ËÐ Í ÄÎ Ä ÑÏ

  ª« ÄÅ£ ÒËÐ Ó ª«Ô Í ÕÖ Ï
  ª« ÄÅ£ ÒËÌ Í ÄÎ Ä ÑÏ

 ª«× ªÃ Ó ØÙ ¯ÆÚ±² Û ÜÝ ÆÞ

  ¶·¸
  ³

  ³´µ
  
  
 ª«

ß ÂÃ Ó ª« à× áâÚ±²

  ª« à× «ãä ½£ áâÌ ª« ¬¤®Æ åÉÃÏ
  ª« à× «ãä ½£ áâÐ ª« ¬¤®Æ åÉ

 æÃÏ

  ª« à× «ãä ½£ áâÄ ÑËÐ ª« ¬¤®Æ åÉÃÏ
  ª« àç åÉç Ä ÑÏ

  

www.jlmqa.org

Lab Med Qual Assur 2021;43:94-106

101

Moo-Sang Chong et al • Referral Sample Management of Clinics in Jeju

 
        



  ؏   

!

        

   

  

 

       
  

 

 

  

     

 ¡¢ £ ¤¥ ¦§¨ ©!
    

    

  ¡¢

 ª«§¨ © £ ¡¢¬

  ¡¢

 ¡¢ £ ® ª«§¨ ©¯° ¡¢  ±² £ ©

   ³´ £µ ¶· ¸¹ º» £ ¼¨½
  ¾³ £ ¶¨ ¿À ¡¢

Á ÂÃÄ

 ¡¢  ¢"# ÅÆ Ç¦ ºÈ É ¡¢ ¬!
 

Ê Ë

  Ì Ë
  Ì Ë
  Ì Ë

$ ¡¢  ÍÎÏ%% Á²  Ð Ç¦° ° ¡¢ ¬!
  Ñ¥ ¡¢
 

 

Ê Ò ¡¢
Ê Ò ¡¢

  Ì Ò ¡¢
&  

  Ó

  ¢Ôʦ ÕÌÖ Ò ¢ÔÌÖ× ¬!

   ¡¢ Ò £ Ë ÕÌÖ ¬
   ¡¢ Ò £ Ë ÕÌÖ ¬
   

  Ó

  ÕÌÖ ¬

  ÕÌÖ  ¬
 ÕÌÖ

  Ø¯¥ Ù¬!

  ÕÌÖ  Ù  ¤¥ ©¯Ú

  ÕÌÖ  Ù µ ¤¥ ¶· 
  ÕÌÖ 

Ö ÛÜ ¤Ý  Ø¯¥ Ù

Þ

Ø¯¥ ÕÌÖ ¹ß Ù

Ö ¤¥  ¯°  ¢ÔÌÖ ×

 ÕÌÖ ¹ß àá×

â±

  ÕÌÖ  ¶

  

102

Lab Med Qual Assur 2021;43:94-106

www.jlmqa.org

Moo-Sang Chong et al • Referral Sample Management of Clinics in Jeju

 
       ݤ
   

 

   

 

   

 

   

 

    

  



   ʦ  ʦ     ݤ



   

 

   

 

   

 

   

 

    

  

   

  



 

   

  

   

  

  

    

  

  

      

  

   

   

   

  

 

 ʦ  

   

   
   
   
  
 

  

¡  

      
  

     

 ¢£¤ ¥¦ §



 ¨¡ ©ª «¬®¯ ¯ °± ©

  

 ¨¡ ©ª «¬®¯ ¯ °¢ ©

  

 ³¡ ´µ©ª ¶¦ °± ©

² §



  

 ³¡ ´µ©ª ¶¦ °¢ ©

² §



¡  

 ·¸  ¹´ ¯º »¼§

  ¹´  ½ ¯º ¾





  

 

 

² § 
² § 




  ¿£¼ À¦ »¼

  ¹´ ½ Á   £¼ À¦ »¼
  Á Â¿ Ã Ä¤ 

 ·¸ Å¯º ®¯ ¹´ »¼¡ ²º ÆÇ  È É

 ¹´  ·´ ¨ ´

  ¹´  ·´ Ê 

  ¹´  ·´ Ê 

  ¹´  ·´ Ê Ë

  ¹´  ·´ Ê Ë


 Ä Ë ´
 Ä  ´
 Ä Ë ´
 Ä  ´

  

www.jlmqa.org

Lab Med Qual Assur 2021;43:94-106

103

Moo-Sang Chong et al • Referral Sample Management of Clinics in Jeju

 
����    ��   

� � ��





�� �  �



�

�  � � ��
� G ����(�

�   � �  �

� G������(�
� 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ª

 «£¬§ �� ® ¯ °± ² ³

����   µ® ¶· ¸  ¹

�    ¯ µ® ¾¿À�� 

�    ¯ µ® ¾¿À�� 
�    ´ µ® ¾¿À�� 

�    ´ µ® ¾¿À�� 
���� ÅÆ ½

 ¹ ¦�

�� �� Á�� Â ÃÄ ¹�
�� �� Á�� Â Â¨³ ¹�
�� �� Á�� Â ÃÄ ¹�
�� �� Á�� Â Â¨³ ¹�

  ¬  Ç ¬

ÈÉ Ê Ë ÌÍ

�� �º»¼ ½

 ´ �



    Ç 

�

�    ÈÉ Ê Î ÌÏ¥  Ê �

�    ÈÉ Ê Î

  ÈÉ Ê Ë   Ç Ì�

�    ÈÉ Ã Ì�
�   ÈÉ  Ð 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Ñ ���������������� ����� ������ ��������
�
����  Ò Î»Ó  Ô ÕÖÁ × Ø  ÌÍ
�  Ù

�

�   

  

104

Lab Med Qual Assur 2021;43:94-106

www.jlmqa.org

Moo-Sang Chong et al • Referral Sample Management of Clinics in Jeju

 
 İ ı  Ď  ĳĲ Ěį

  





   
 ʦ  

  

   Ĵ Ğ   ĵ

 

 

  ķĶ     ĝĸĴ     ¡ ĵ
 ଜ ¢
 ʦ
 ¥¦

   ĭ£¡ ĵ
ଜ ¢¤

 

 ¥¦ Ĕē

 

 Ĝ § ¨  ©ª « ĵ

 ¥¦ Ĕē

 Ĝ § ¬® ©ª « ĵ

 ¥¦ ¯° ķĶ± ª ĺĹ « ¨

 ©ª « ĵ

 ¥¦ ¯° ķĶ± ª ĺĹ « ¬® ©ª « ĵ

 ²ʦ

ଜ ¢¤

 ³´µʦ¶· ¸ ¥¹ 

  § º
  § º
 µ


 

 

 » ¼½ ĵ
 » ¼½ ¢

 ĵ

ଜ ¢¤


  ¾ ¿ Ļ À ¾Á

 Â³ Ã
 Â³ Ã
  Ã 
  Ã
  Ã


  ¾ ļÄ ¿ÅÆ

  Ë

 Ç ºÈ ÉÊ

 « ėË
 « ėË

 « Ë «
 



ª ʼ ÌÍ Ë © ¯  ľĽÁ

  ÌÍ Ë ©
  ÌÍ Ë ©

Î

¯

Ï± Ð ÑĿ ©

ÏÒ Łŀ

 ÓÓ ÌÍ Ë łÅ±Ô © Ï ÕĢÉ
 Ö ÌÍ Ë łÅ±Ô © Î

¯
¯

¯

  

www.jlmqa.org

Lab Med Qual Assur 2021;43:94-106

105

Moo-Sang Chong et al • Referral Sample Management of Clinics in Jeju

 
   
   





  

  
  
  

   
   

   

  





  

  

    

     ¡ ¢ £ ¤¥ ¦§¨©
    ¤ª «¬
    ¤ª «¬
  ³´

 

  ¤¥®¯ ¦§¨©
  °

 ± ®¯

 ² ¦§¨©

  µ©

  ¶·¸    ¹ « ¢ º» ¼ ½
 

 

¾


   ¿
  

À

  

À ¿

   Á
  
  

À 

   
¥

Â Ã  Ä

« ÅÆ  



 ³ «

 ÇÈ  «©É Ê« ËÌ©

                                                                                        

                                                                                        
                                                                                        
                                                                                        
                                                                                        
  ËÀ Í É  Ê« ËÌ©











     
           



  

106

Lab Med Qual Assur 2021;43:94-106

www.jlmq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