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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페이지(앱)
1. 회원가입
2. 회원정보 수정
3. 영상정보 전송

Ⅰ. 사용자 페이지(앱)
1. 회원가입
디컴은 개인의 진료 영상정보를 다루는 앱으로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습
니다.

회원가입 순서

• 회원가입 클릭

•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입력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수
정 불가

• 약관 동의 후 다음 클릭

• 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 비밀번호
를 입력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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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실명인증

• 로그인 후 개인정보 확인

Ⅰ. 사용자 페이지(앱)
2. 회원정보 수정
디컴에서 수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는 비밀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로 제한됩니다.
특히, 휴대폰 번호는 실명인증을 해야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수정

•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비밀번호
가 변경 – 미 입력 시 변경 안 됨
• 이메일 주소 변경 가능

• 메인에서 정보 수정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수정 클릭

• 휴대폰 번호 변경 시 번호 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실명인증을 받으면 변경된 전화번호가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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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용자 페이지(앱)
3. 영상정보 전송
진료 병원에서 회원에게 전송한 영상 파일을 지정 병원 또는 메일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
다.

영상정보 전송
• 병원에서 회원에게 영상을 전송하면 회원에게 푸시 메시
지가 전송되고 디컴 접속 시 좌측 화면과 같이 수신된 영
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은 병원에서 영상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까지 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이드 준수)
• 영상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전송병원 선택 과 메일주소
전송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버튼 클릭 시

• 광고영상이 로딩된 후 지정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로딩
됩니다.
• 전송병원 선택은 대상병원이 디컴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등록되지 않은 병원일 경우 대상병원의 메일로 영상을 전송
하여야 합니다.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을 선택하면 구역에 위치한 병원
이 나타납니다.

버튼 클릭 시

Ex) 1차 주소 인천 선택 -> 인천 전역 등록 병원 리스팅
2차 주소 동구 선택 -> 인천, 동구 등록 병원 리스팅
3차 주소 송림동 선택 -> 인천,동구, 송림동 병원 리스팅

2가지 방법(전송병원 선택 또는 메
일주소 전송)으로 진료 영상을 대상
병원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되지 않은 병원일 경우 병원의 메일 주소로 영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메일로 영상을 전송하면 다운로드 링크와 PIN 코드를 이
용하여 1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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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영상정보 전송(PC)
1. 병원 코드 발급 및 로그인
디컴으로 환자에게 진료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 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로그인 화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 영상을 전
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컴에 병
원 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원 코드 발급은

070-4197-2196 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화면하단의 “병원 등록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병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
면 됩니다.
병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디컴

에서 24시간 내에 연락을 드립니다.
(영업일 기준)

병원 코드가 발급되면 기본 ID는
admin이고 패스워드는 1234입니

다.
최초 접속 후 최고관리자(admin)
비밀번호를 반드시 재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자
등록 및 페이지 접근 권한 부여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3.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P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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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영상정보 전송(PC)
2. 환자 기초 정보 입력
영상정보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환자 기초 정보 입력
병원코드, 관리자 ID,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에 성공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1. 병원명과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이 표시 됩니다.
2. 병원CI는 관리자권한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3.3.4 개인정보관리 참조)
1

2

환자명 : 영상을 전송할 환자명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 환자의 생년월일을 숫자만 입력 합니다.
환자의 생년월일은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입력합니다. 예) 20100102

숫자만 입력하면 연, 월, 일 사이의 하이픈은 자동으로 생깁니다.
휴대폰 번호 : 환자의 휴대폰 번호를 숫자만 입력합니다.
전화번호 하이픈은 자동으로 생깁니다.
환자가 디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한 경우 등 정보가 다르면, 환자에게 진료

영상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환자의 가입 여부 및 환자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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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영상정보 전송(PC)
3. 영상정보 입력 및 파일 선택
영상정보 입력 및 파일 선택
환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좌측과 같
은 영상정보 입력 및 업로드 화면이 나옵니
다.
촬영 부위, 촬영 파일은 필수 사항입니다.
진단코드 : 환자의 진단 코드가 있으면 진단
코드를 입력 합니다.
촬영 부위 : 해당 부위를 누르거나 전신 선
택 박스를 체크하여 전체 신체부위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최소 1개 이상의 촬
영 부위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촬영 날짜 : YYYYMMDD 형식으로 숫자
만 입력하거나 날짜 선택 버튼을 눌러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촬영 유형 : 영상파일 유형을 체크 합니다.
1개 이상의 복합 영상 이거나, 유형을 표
시하기 곤란하면 입력하지 않아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촬영 파일 : 환자의 영상정보 파일을 선택합니다.
촬영파일 1개의 용량은 최대 4GB를 넘길 수 없습니다. 4GB 이하의 파일을 여러 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 파일 : 환자의 영상정보 파일 이외의 진료차트, 소견서 등의 파일을 첨부 할 수 있습니다.
제증명 파일 역시 파일1개의 최대 용량은 4GB를 넘길 수 없습니다.
해당 항목의 정보 및 파일을 선택하면 “등록” 버튼을 눌러 파일을 전송합니다.
※ 제증명파일은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해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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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 영상정보 전송(PC)
4.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

영상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등록을 클릭한 후 상단과 같은 화면이 로딩되고, 파일 전송이 시작됩니다.
파일 전송시간은 전송 컴퓨터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송 도중 등록 취소 버튼을 누르면, 전송되고 있던 파일 및 전송된 파일 전체의 전송이 취소되고 처
음 환자 선택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 중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간혹 그래프상에 파일 전송률이 100%가 되어도 상기와 같이 “등록 완료” 로
버튼이 바뀌기 전에 “등록 취소”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을 빠져나가서는 안됩니다.
화면을 빠져나가거나 “등록 취소” 버튼을 누르면 파일전송은 전체 취소가 됩니다.
영상정보 등록이 완료되면, 환자에게 자동으로 전송완료를 알리는 푸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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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PC)
1. 관리자 페이지 접속 방법
2. 메뉴 구성

3. 사용자 관리
4. 권한 설정
5. 접속 정보

6. 영상 수신 정보
7. 영상 발급 정보

3.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PC)
1. 관리자 페이지 접속 방법
관리자 페이지 접속 방법

디컴(dicom.kr)의 병원 영상 전송 페이지에 접속하여 병원코드, ID,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로그
인합니다.

로그인 후 환자 정보 입력페이지 우측 상단에 “admin” 글자를 누르면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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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PC)
2. 메뉴 구성
메뉴 구성

관리자 페이지

기초 설정

정보 조회
거래처 및 사용자 관리

사용자 관리

영상 수신 정보

사용자 그룹 관리

영상 수신 리스트

사용자 등록

영상 발급 정보

사용자 리스트

영상 발급 내여

개인정보 관리
권한 설정
메뉴 접근 권한
접속 정보
로그인 정보
접속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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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PC)
3. 사용자 관리
1) 사용자 그룹 관리

2

1

3
5

디컴을 운영할 사용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그룹을 지정해야 합니다.
개별 사용자별로 관리자페이지 접근 권한을 주지 않고 사용자가 소속된 그룹에 따라 관리자페이지 접근 권
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4.1 메뉴 접근 권한 참조)
1. 그룹명 : 그룹을 등록하기 위해서 그룹명은 필수로 입력 합니다.
2. 설명 :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그룹의 설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입력 버튼 : 그룹명을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그룹이 생성 됩니다.
4. 삭제 : 생성된 리스트에서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그룹이 삭제 됩니다.
5. 수정 : 해당 항목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6

7

수정 버튼을 누르면 입력폼은 수정폼으로 변경됩니다.
6. 취소 : 취소 버튼을 누르면 수정폼은 다시 입력폼으로 전환됩니다.
7. 수정 :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15

4

3.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PC)
3. 사용자 관리
2) 사용자 등록

사용자 정보 입력 항목 중 * 표가 붙은 곳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1. 아이디 : 로그인에 사용될 사용자 ID를 중복되지 않게 입력합니다. (입력 시 중복 체크합니다.)
2. 이름 :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3. 그룹 : 3.3.1 에서 등록된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룹에 따라 권한이 변경됩니다.
4. 비밀번호 / 확인 : 동일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수정 시 입력하면 비밀번호가 변경됩니다.)
5. 차단 여부 : 접속차단으로 설정하면 해당 아이디는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 정보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사용자 활동내역 연동)
퇴사자 발생 등 접속을 차단해야 할 경우 차단 여부 항목에서 “접속차단”으로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관리자 및 디컴에서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필요 항목들을 입력한 후 입력 버튼을 눌러 아이디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사용자 정보는 디컴-병원 페이지에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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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PC)
3. 사용자 관리
3) 사용자 리스트
1

2

3.3.2 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사용자 리스트에 추가됩니다.
1. 등록된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용자 항목을 누르면 수정 페이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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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PC)
3. 사용자 관리
4) 개인정보 관리
admin 계정으로 접속하면 병원 정보 및 admin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수정하면 비밀번호가
변경됩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비밀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주소를 변경하려면, 우편번호 찾기를 통해서
주소를 변경해야 합니다.
3.

병원 CI는 admin 계정으로 접속하였을 때
만 등록,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이미지
는 영상정보 등록 페이지에서 보입니다.

※ 주소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환자가 병원을

지정해서 영상을 전송할 때 병원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admin이 아닌 일반 계정으로 접속하였을 때만 개인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비밀번호와 변경할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수정합니다.
변경할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 특수기호를 포함하여 8자 이상을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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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PC)
4. 권한 설정
1) 메뉴 접근 권한
1

2

3

그룹에 속한 사용자가 관리자 페이지의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는 페이지 입니다.
1. 설정하고자 하는 그룹을 먼저 선택 합니다.
2. 접근 권한 : 접근 권한 박스에 체크하면, 해당 그룹의 소속 사용자들은 체크된 메뉴를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제하면, 해당 메뉴에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3. 첫 메뉴 : 해당 사용자가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때 제일 먼저 보여지는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습
니다.
※ 그룹에 체크된 메뉴 접근 권한이 하나도 없으면, 해당 사용자는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이 원천 차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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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PC)
5. 접속 정보
1) 로그인 정보

각각의 사용자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시간, IP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3.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PC)
5. 접속 정보
2) 접속기록 관리
접속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2

1. 삭제하고자 하는 접속 기간을 입력합니다.
2.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검색한 기간 내에 접속 기록 정보가 표시됩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접속정보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접속 기록이 삭제 됩니다.
※ 검색 기간 내에 접속 기록이 0건일 경우 삭제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접속 기록 삭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3.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PC)
6. 영상 수신 정보
1) 영상 수신 리스트

1
4

2
3

환자가 발급받은 영상을 병원 지정 전송을 통해 우리 병원으로 전송하였으면, 전송받은 파일은 영상 수신
리스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1. 수신된 항목 중 우리 병원에서 확인하지 않은 영상은 1 에서 New로 표시됩니다.
2. 확인하고자 하는 열을 클릭하면 3 과 같이 파일 리스트가 확인됩니다.
3. 파일 리스트를 확인하면 실시간으로 4 와 같이 수신일시, 확인자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파일 리스트에는 영상 파일과 발송 병원이 기타 첨부파일을 보냈을 때, 기타 첨부파일도 확인하고, 다운로
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을 누르면 파일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영상 수신 리스트에서 수신된 파일은 수신일로부터 15일까지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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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전용 관리자 페이지(PC)
7. 영상 발급 정보
1) 영상 발급 내역

1
2

환자에게 영상정보를 전송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행 리스트에는 영상정보와 함께 파일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해당 환자의 행(1번)을 누르면 2번과 같이 파일 리스트가 열립니다.
파일 리스트에는 영상 파일과 제증명 파일을 보냈다면 제증명 파일도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명을 누르면 파일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영상 발신 리스트에서 발신된 파일은 발신일로부터 15일까지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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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메일 영상 수신
1.메일 발·수신
2.영상 다운로드

4. 메일 영상 수신
1. 메일 발.수신
메일 발.수신
영상을 수령한 환자가 영상정보를 전송할 때
메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1.3 참조)
받을 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보내기
를 누르면 영상 다운로드에 필요한 정보가 입
력한 메일주소로 전송됩니다.

1
2

수신된 메일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1.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연결된 버튼입니다.
2. PIN 번호는 영상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입력해야 하는 1회용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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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일 영상 수신
2. 영상 다운로드
영상 다운로드

메일에서 영상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메일에 같이 수신된 PIN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PIN 번호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면 좌측과 같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이 열립
니다.
화면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실제 영상
이 다운로드됩니다.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위와 같이 전송상
태가 다운 완료로 전환되고,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상분실 등 기타 사유로 영상을 다시 다운
로드 받아야 할 경우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영상 재전송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영상은 메일 발송일이 아닌 영상 업로드 일자를 기준으로 15일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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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시스템 구성도
1.시스템 구성도

1. 시스템 구성도

발신병원
촬영된 의료 영상을 디컴을
통하여 요청 환자에게 전송

영상 수신환자
지정병원
영상전송

디컴앱에서 병원을 지정하
여 영상을 전송 하거나 메일
주소입력을 통하여 영상을
전송

메일
영상전송

수신병원

메일수신

디컴에서 제공한 병원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영상 수신

메일로 보내진 링크와 PIN 코드
를 사용, 디컴 서버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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