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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Lab Tests Online 안내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개설한 공익적 목적의 검사정보 사이트인 ‘Lab Tests
Online 한국어판’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3. Lab Tests Online은 미국임상화학회에서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검사정보 사이
트로, 매년 3천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325개의

검사항목과

80개의

질환

항목을

수록한

한국어판

Lab

Tests

Online

(www.labtestsonline.kr)을 개설하였습니다. 많은 소개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붙임1. Lab Tests Online 한국어판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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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어판 Lab Tests Online (http://labtestsonline.kr)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간행홍보위원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012년 7월 15일 한국어판 Lab Tests Online (www.labtestsonline.kr)을 정식
개설하였다. Lab Tests Online은 미국임상화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Clinical Chemistry)가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세계 최대의 진단검사의학 정보 사이트로서, 현재 세계 17국의 13개 언어로
구축되어 매년 3천만명 이상의 환자, 보건의료 종사자 등이 방문하고 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14명이
4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총 325개의 검사 항목과 80개의 질환 항목을 기초로 개설된 한국어판 Lab
Tests Online은 공신력있는 진단검사의학 정보를 공익적 목적으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 최신 진단검사의학 정보를 쉽게 풀어서 기술하되, 전문성과 시의성을 겸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판 Lab Tests Online은 정보의 검색이 쉽고, 스크롤 기능이나 사이트
내 링크 기능 등 연관된 검사나 질환 간 이동이 편리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어서, 모든 의학 정보의
‘원 사이트 검색’이 가능하다. 우리말 용어의 사용으로 비의료인도 친숙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전문 의학 정보의 검색도 가능하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와의 연동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여, 환자는 물론 임상의나 검사실 종사자가 검사에 관한 내용이 궁금할 때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인의 진단검사 결과에 관하여 주치의에게 제한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
환자들이 해당 결과에 대한 의미를 찾아봄으로써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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