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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지침 
 

Visible Patient Planning iOS 는 소아 및 성인 의료 데이터의 검토, 분석, 통신,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의료 영상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수술 전 계획 수립과 

수술 후 관리, 그리고 수술 중에 앞서 언급된 의료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 제품은 유방 촬영술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이미지들의 일차 진단 

해석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3D 시각화, 의료 문서 판독, 측정, 보안 전송, 저장 등을 비롯해 의료 

데이터 관리에 사용되는 기본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간이나 폐, 신장의 혈관 영역/호흡기 영역의 근사치인 장기 분절의 시각화와 분석을 

위한 첨단 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내과의, 외과의, 의료 기술자 등)가 사용하는 

제품이며 환자 관리에 관해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진 임상의를 지원하는 용도입니다. 

 

 
처방전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연방법에 따라 본 장치는 전문의만 판매 또는 주문 가능한 물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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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Visible Patient Planning iOS 는 유럽 안전규격 CE 마크를 획득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법으로 허용된 유럽연합 

국가에서만 임상 환경 및/또는 환자 관리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 가능한 국가의 전체 목록: 

https://www.visiblepatient.com/ko/go/planning-ios/2.3.9/countries). 

위의 목록에 없는 국가에서는 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이 의료기기를 프로토타이프 소프트웨어로 

간주하므로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연구, 교육, 시연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특히 인간 의학에서 

진단 해석이나 수술 계획 수립을 위해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CE 마킹의 첫 번째 날짜: 2020 

 

Visible Patient 
8 rue Gustave Adolphe Hirn 
67000 STRASBOURG 

FRANCE(프랑스) 
 

연락처 

 

이메일: support@visiblepatient.com 

전화: +33 (0)3 68 66 81 81 

웹사이트: www.visiblepatient.com 

미국 에이전트 STRATEGY Inc. 
805 Bennington Drive suite 200 Raleigh 
North Carolina 27615 United States 
Phone: +1 919 900 0718 
Fax: +1 919 977 0808 
E-mail: nancy.patterson@strategyinc.net 
 

호주 후원사 Johnson & Johnson Medical 
1-5 Khartoum Road, North Ryde. 
N.S.W. 2113 
 

뉴질랜드 

후원사 

Johnson & Johnson NZ (Ltd) 
507 Mount Wellington Hwy, Mount Wellington, 
Auckland 1060, New Zealand 
 

 

https://www.visiblepatient.com/ko/go/planning-ios/2.3.9/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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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isiblepati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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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지침 

1.1 일반적인 

Visible Patient Planning iOS 는 소아 및 성인 의료 데이터의 검토, 분석, 통신, 교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의료 영상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수술 전 계획 수립과 

수술 후 관리, 그리고 수술 중에 앞서 언급된 의료 데이터를 표시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 제품은 유방 촬영술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이미지들의 일차 진단 

해석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에는 3D 시각화, 의료 문서 판독, 측정, 보안 전송, 저장 등을 비롯해 의료 

데이터 관리에 사용되는 기본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간이나 폐, 신장의 혈관 영역/호흡기 영역의 근사치인 장기 분절의 시각화와 분석을 

위한 첨단 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내과의, 외과의, 의료 기술자 등)가 사용하는 

제품이며 환자 관리에 관해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진 임상의를 지원하는 용도입니다. 

1.2 대상 환자 수 

Visible Patient Planning iOS2.3.9 는 환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 신생아(출생부터 28 일까지) 

• 유아(29 일 ~ 2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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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2 세~12 세) 

• 청소년(12 세~18 세) 

• 과도기 청소년(18 세~ 21 세) 

• 성인(21 세 이상) 

1.3 대상 사용자 

Visible Patient Planning iOS2.3.9 를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다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 인체 해부학 및 병리학 

• 의료 및 기술 언어 

이 소프트웨어는 모든 최종 환자 관리 결정을 내리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의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환자는 Visible Patient Planning iOS 2.3.9 사용자가 아닙니다. 

2 금기 징후 

이 제품은 유방 조영술 영상(MG)의 1 차 진단 해석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3 의도된 성능 및 주장 

3.1 임상 성과 

Visible Patient Planning iOS 2.3.9 은 어떠한 임상 성과도 제공하지 않는다.  

3.2 안전 주장 

Visible Patient Planning iOS 2.3.9 는 독립 실행형 애플리케이션이다. 사용자와 환자 

모두에 과해 확인된 임상 위험은 없다. 따라서 VP Planning iOS 를 사용할 때 예상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기기 부작용이 확인되었으며 발생할 수 있다.  

1. 더 긴 수술 시간으로 인한 환자에 대한 경미한 부상 또는 환자 모델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수술 중 불필요한 절개 

a. 모델 투명도는 3D 모델의 대략적인 렌더링을 유발하여 환자 모델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b. 모델 투명도와 중첩된 구조는 해부학적 구조의 상대적 위치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여 환자 모델 해석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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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델 투명도와 중첩된 구조는 해부학적 구조의 상대적 위치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여 환자 모델 해석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d. 전자 건강 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EHR) 개정 업데이트 

메커니즘으로 인해 최신 모델 개정을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잠재적인 근사치가 있는 모델을 사용하여 환자 모델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e. 공격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환경 취약성을 찾아 악용하여 의료 기록을 

수정하고 의료 정보를 변경하여 환자 모델 해석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f.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생하여 환자 모델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2. 잘못된 환자(즉, 다른 환자)를 분석할 때 더 긴 수술 시간으로 인한 환자에 대한 

경미한 부상 또는 수술 중 불필요한 절개  

a. 사용자가 환자를 식별하거나 원하는 케이스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환자가 혼동될 수 있다. 

b. 공격자는 소프트웨어 또는 환경 취약성을 찾아 악용하여 의료 기록을 

수정하고 의료 정보를 변경하여 환자의 혼란을 초래한다.  

c.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생하여 환자의 혼란을 초래한다. 

3.3 보안 주장 

이 의료 기기를 사용하면 PHI(보호 건강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매뉴얼 모두 사용자에게 보안 정책을 제공한다. 

3.4 기술적 성과 

Visible Patient Planning iOS 2.3.9 를 통해 의료팀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 해부학적 구조 위치를 이해하고, 

• 해부학적 구조의 볼륨을 분석하고, 

• 의료 보고서 다운로드하고 읽고,  

• 장기 절제 계획과 관련된 관심 볼륨을 계산한다. 

Visible Patient Planning iOS의 모든 기능은 개발의 테스트 단계에서 테스트되었다. 각 

기능은 소아 또는 성인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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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치 성능과 의도된 용도를 지원하기 위해 논문 연구 및 시판 후 평가를 

시행하였다.  

4 주의사항 

4.1 일반적 주의사항 

경고: 이 소프트웨어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내과의, 외과의, 의료 기술자 등)가 

사용하는 제품이며 환자 관리에 관해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진 임상의를 지원하는 

용도입니다.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가의 조언 없이는 VP Planning iOS 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장치와 관련한 심각한 모든 사건은 Visible Patient 및 현지 해당 관청에 보고되어야 한다. 

4.2 안전한 컴퓨팅 환경에 관한 주의사항 

경고: Visible Patient 의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한 

단말기에 설치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제공된 보안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단말기에서 VP Planning iOS 를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보안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기기 오작동이나 데이터 

손실(의료 정보나 개인 정보), 데이터 무결성 손상이 일어나거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환자에게 경미한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4.3 환자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관한 주의사항 

경고: 의료 데이터 가져오기, 업데이트, 접근은 사용자에 의해 수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의료 데이터에 접근하기 전에 항상 사례의 최신 수정본을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소기의 환자들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참조하도록 하십시오.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나 자신의 환자에게 부합하지 않는 데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데이터를 잘못 사용하면 그릇된 정보로 인해 수술 시 수술 시간이 

길어지거나 불필요하게 조직을 절개하는 등 환자에게 경미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4.4 환자의 3D 데이터 표시에 관한 주의사항 

경고: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거나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생하면 3D 모델의 투명 구조 

렌더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운영체제는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구식 소프트웨어 

버전을 사용하면 그릇된 정보로 인해 수술 시 수술 시간이 길어지거나 불필요하게 

조직을 절개하는 등 환자에게 경미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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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해부학적 구조의 체적에 관한 주의사항 

VP Planning iOS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부학적 구조의 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부학 구조 관리자(또는 "장기 관리자") 내부 

• 선택 도구(모델 시리즈)를 통해 해부학적 구조를 선택할 때 

• 클립 적용 시뮬레이션(클립 시리즈)에 연관된 체적을 표시할 때 

경고: 이 체적들은 다른 의료기기(예: Visible Patient Suite)의 의료 이미지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체적의 정확성은 원본 이미지의 품질(이미지의 복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정보는 혈관 영역 또는 호흡기 영역의 계산에 관한 섹션을 참조하십시오(8.8.6 

참조). 

4.6 혈관 영역 또는 호흡기 영역의 계산에 관한 주의사항 

경고: 클립 데이터 시각화와 클립 적용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연관 상호작용은 

기관지 영역이나 혈관 영역의 재구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들 영역은 의료 이미지에 

나타나는 몇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들 영역의 재구성은 실제 

장기의 근사치입니다. 

5 기술적 특성 

5.1 시스템 요구사항 및 특성 

VP Planning iOS 애플리케이션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표준 모바일 장비(애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거기에 설치된 운영체제(iOS 나 iPadOS)를 통해 가동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Apple iOS 및 iPadOS 장치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앱에 Apple iOS 12.0/iPadOS 13.0 이상을 실행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 300MB 이상의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GB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데이터 스토리지 서버에서 의료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 데이터 연결이 

필수적입니다. 

5.2 애플리케이션 개요 

VP Planning iOS  애플리케이션은 의료 정보 관리와 분석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가들(내과의, 외과의, 의료 

기술자 등)이 환자의 생체 구조와 병리를 평가해 치료 계획이나 수술 계획을 수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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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도와주는 유연한 시각화 솔루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Visible 

Patient 가 만든 3D 모델 표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 모델들은 전문가들이 표준 시각화 

옵션을 이용해 설정한 사양에 부합하게 표시됩니다. 

5.3 애플리케이션 모듈 

VP Planning iOS 애플리케이션의 모듈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 데이터 관리 

• 데이터 표시하기 

•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설정 

• 도움말과 규정 준수 정보 

카테고리 기능 

데이터 관리 사례 목록 가져오기와 표시하기 

데이터 관리 사례 미리보기와 시리즈 다운로드 

데이터 표시하기 모델 시리즈 시각화 

데이터 표시하기 클립 시리즈 시각화 

데이터 표시하기 PDF 시리즈의 시각화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설정 사용자 계정 관리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설정 애플리케이션의 매개변수 

도움말과 규정 준수 정보 규정 준수 정보 

도움말과 규정 준수 정보 도움말 

데이터 관리 Visible Patient 링크 

 

5.3.1 사례 목록 가져오기와 표시하기 

이 모듈의 목적은 사례 목록을 가져와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례 목록은 Visible 

Patient 의 보안 서버로부터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례는 셀의 형태로 표시되며 그 안에 

환자 식별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이름, 아이디, 그룹, 날짜, 아이콘). 셀에는 사례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도 있습니다(신규, 미결, 로컬 사용 가능, 업데이트 완료, 사용 

불가). 

동기화를 개시하면 서버에 있는 새로운 사례와 변경사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종 

동기화 날짜가 사례 표시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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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과 정렬 도구를 사용해 사례를 쉽게 찾아 열 수 있습니다. 

5.3.2 사례 미리보기와 시리즈 다운로드 

이 모듈의 목적은 사례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이름, 아이디, 그룹, 날짜, 

아이콘, 요약). 다운로드와 다양한 시리즈에 대한 접근도 가능합니다. 

5.3.3 모델 시리즈 시각화 

이 모듈을 이용해 모델 시리즈를 표시하고 그것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되는 

상호 작용으로는 회전, 이동, 확대 축소가 있습니다. 

모델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선택, 숨김, 초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고 해부학적 구조를 열거하고 작업을 취소 또는 다시 시작하고 장면의 색을 

바꾸고 상호 작용을 비활성화하고 장면을 캡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 작용과 도구 목록 보기는 화면의 숨김 메뉴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5.3.4 클립 시리즈 시각화 

이 모듈을 이용해 클립 데이터를 표시하고 그것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상호 작용은 모델 데이터 시각화와 동일합니다. 

모델 데이터 시각화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숨김 도구와 초점 도구 외에 클립 적용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가 모듈에 들어 있습니다. 표적 장기의 망상 조직의 

절단면을 탭하면 이 절단면에 의해 영양이 공급되는 혈관이나 호흡기 분절의 

시뮬레이션을 표시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절을 탭하면 선택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용 화면을 이용해 선택된 해부학적 분절에 해당하는 절제 부위와 나머지 부위의 모의 

체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장면 제어 도구는 모델 데이터 시각화 때와 동일합니다. 

5.3.5 PDF 시리즈의 시각화 

이 모듈을 이용해 PDF 데이터(모델화 리포트)를 표시하고 고전적인 방식으로 그것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스크롤, 확대 축소). 

5.3.6 사용자 계정 관리 

이 모듈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Visible Patient 계정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 계정을 등록하고 활성화 상태인 계정(사례 목록에 사례가 표시되는 계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을 이용해 계정에 연관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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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애플리케이션의 매개변수 

이 모듈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의 매개변수에 접근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로그에 접근해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5.3.8 규정 준수 정보 

이 모듈을 이용해 규정 준수 정보를 모두 표시할 수 있습니다(인증 마크, 연락처, 사용 

지침, 승인 정보, 보안 정책, Visible Patient 소개). 

5.3.9 도움말 

이 모듈을 이용해 사용 설명서에 관련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5.3.10 Visible Patient 링크 

이 모듈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Visible Patient 링크를 열 수 있습니다. 링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사례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 등록 양식의 사전 작성 시스템을 이용해 계정 등록을 용이하게 해주는 링크 

6 설치 방법 

VP Planning iOS 애플리케이션은 iOS 와 iPadOS 에 있는 앱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설치됩니다. 

https://apps.apple.com/ko/app/vp-planning/id56887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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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애플리케이션 검색 

 

그림 2: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그림 3: 애플리케이션 열기 

앱 스토어 앱을 열었으면 "VP Planning"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해 앱 보기를 

엽니다(그림 1). 그런 다음, 다운로드 아이콘을 탭하고(그림 2)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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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애플리케이션 열기 버튼을 

탭합니다(그림 3). 

7 보안 정책 

의료기기(소프트웨어 및/또는 하드웨어)의 보안은 의료 기관, 환자, 공급업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공동 책임입니다. 

보안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기기 오작동이나 데이터 손실(의료 정보나 개인 정보), 

데이터 무결성 손상이 일어나거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보안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환자에게 경미한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나 인터넷이나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 가능한 의료 기기는 연결되지 않는 

기기보다 사이버 보안 위협에 더 취약합니다. 

Visible Patient 소프트웨어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데이터 전송, 데이터 저장을 

보호하는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기기(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 

안전을 보장하고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자가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Visible Patient 는 사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 준수를 권고합니다. 

• 항상 패스워드로 기기를 보호하십시오 

기기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인증을 이용해 기기 접근을 제한하십시오. 

• 기기의 자동 잠금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부분의 기기는 일정 기간 활동이 없으면 자동 잠금이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편하게 생각하는 가장 짧은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 기기를 암호화하십시오 

사용자가 패스워드로 스마트폰을 보호해도 절도범이 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암호화를 사용하면 데이터 도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공신력 있는 출처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애플 스토어는 애플리케이션 보안을 매우 중요시 합니다. 스토어에 올라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출시 후 문제를 일으키는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퇴출합니다. 평점과 리뷰가 있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애플리케이션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잘 읽어 보면서 다운로드한 앱이 기기의 어떤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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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운영체제 업데이트에 시스템 취약성에 대한 패치가 포함되는 일이 많으므로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 

의료기기도 컴퓨터 기기처럼 보안이 필요합니다. 악성 소프트웨어 방지, 원격 데이터 

삭제, 애플리케이션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검토 등의 기능이 있는 보안 

애플리케이션과 기기의 설정을 변경할 때 잠재적 위험을 경고해줄 수 있는 자동 보안 

관리 장치를 찾으십시오. 

• 불필요한 의료 데이터를 삭제하십시오 

개인 의료 데이터는 필요한 기간만 기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의료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8 사용법 

8.1 Visible Patient 계정 등록하는 법 

 

그림 4: 계정 추가 

 

그림 5: 서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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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계정 등록 

 

그림 7: Visible Patient 와 정보 공유 

기존 Visible Patient 계정을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계정이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계정 관리 뷰로 가십시오. 

환경설정 뷰의 하위 메뉴입니다. 

• 애플리케이션에 이미 계정이 등록되어 있다면 계정 선택  뷰로 가십시오. 

환경설정 –  계정 관리 뷰의 하위 메뉴입니다. 

계정 추가 뷰에 들어갔으면 서버를 선택할 수 있는 작업을 탭하십시오(그림 4). 이 

작업을 시작하면 서버 목록이 표시됩니다. 계정이 연결된 서버를 선택하십시오(그림 

5). 그런 다음 기존 계정의 등록 작업을 탭하고 (그림 6) Visible Patient 와 정보 공유를 

허용하면 (그림 7) 본인 인증 양식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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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새로운 Visible Patient 계정을 만들어 등록하는 법 

 

그림 8: 계정 생성 

 

그림 9: Visible Patient 와 정보 공유 

 

그림 10: 계정 생성 양식 

 

그림 11: 이메일 주소가 확인되었으면 화면 새로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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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에서 새로운 Visible Patient 계정을 만들어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계정이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계정 관리 뷰로 가십시오. 

환경설정 뷰의 하위 메뉴입니다. 

• 애플리케이션에 이미 계정이 등록되어 있다면 계정 선택 뷰로 가십시오. 

환경설정 – 계정 관리 뷰의 하위 메뉴입니다. 

계정 추가 화면에 들어갔으면 서버를 선택할 수 있는 작업을 탭하십시오(그림 4). 이 

작업을 시작하면 서버 목록이 표시됩니다. 계정 생성을 원하는 서버를 

선택하십시오(그림 5). 그런 다음 새로운 계정 생성 및 등록 작업을 탭하고(그림 8) 

Visible Patient 와 정보 공유를 허용하면 (그림 9) 계정 생성 양식이 표시됩니다(그림 10). 

중요: 계정이 생성되고 이메일 주소가 확인되었으면 화면 새로 고침 버튼을 사용해 

계정 생성을 완료하십시오 (그림 11). 

8.3 사례 목록 가져와서 표시하는 법 

 

그림 12: 등록된 계정 없음 

 

그림 13: 동기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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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동기화 완료된 뷰 

사례 목록을 가져와서 표시하려면 비공개 사례 뷰로 이동합니다 (그림 12). 뷰의 목적을 

설명하는 개요 뷰를 해제하고 계정을 등록한 뒤에는(8.1 및 8.2 참조) 뷰가 동기화되지 

않은 상태로 표시됩니다(그림 13). 해당 버튼을 사용하거나 뷰를 아래로 드래그해서 

데이터를 동기화하십시오. 이제 업데이트된 사례 목록이 표시되고 동기화된 날짜가 

뷰의 상단에 업데이트됩니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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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사례 목록 필터링하고 정렬하는 법 

 

그림 15: 필터링과 정렬 활성화 

 

그림 16: 사례 필터링 

 

그림 17: 사례 정렬 

사례 필터링을 활성화하려면 사례 목록 상단에 있는 필터링 도구(돋보기)를 

탭합니다(그림 15). 그러면 로컬 사례 목록을 필터링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내비게이션 

바에 표시됩니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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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렬 방법을 변경하려면 사례 목록의 상단에 있는 정렬 도구를 탭합니다(그림 15). 

그럼 정렬 방법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정렬 방법을 변경하려면 적용하고자 하는 

정렬명을 탭합니다(그림 17). 화면 상단에 보면 다운로드한 시리즈가 포함된 사례만 

열거할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8.5 특정 사례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법 

 

그림 18: 사례 선택 

 

그림 19: 시리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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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시리즈 열기 

특정 사례의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사용 가능한 사례 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선택합니다(그림 18). 사례 미리보기에 들어갔으면(그림 19) 가져오기 버튼을 탭해 

시리즈를 다운로드합니다. 데이터가 다운로드되었으면 열기 버튼을 탭해 데이터에 

접근합니다(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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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모델 시리즈를 시각화하는 법 

8.6.1 모델 시리즈 열기 

 

그림 21: 모델 시리즈 열기 

 

그림 22: 모델 시리즈 로딩 

 

그림 23: 모델 시리즈 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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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다운로드되었으면(8.5 참조) 모델 시리즈에 해당하는 열기 버튼을 

탭합니다(그림 21). 진행바를 통해 데이터 로딩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 22). 데이터 로딩이 끝나면 3D 모델이 표시됩니다(그림 23). 

8.6.2 기본적 상호 작용 

모델 시리즈 로딩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기본적 상호 작용으로 모델과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3D 회전을 하려면 손가락으로 드래그합니다 

 
확대하려면 두 손가락을 벌립니다 

 
축소하려면 꼬집듯이 두 손가락을 모읍니다 

 
2D 회전을 하려면 두 손가락으로 돌립니다 

 

8.6.3 도구 

화면 하단에 보면 모든 작업을 한데 모아놓은 툴바가 있습니다. 도구를 선택해 

탭하면(그림 24) 사용 가능한 도구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에서 원하는 도구를 

선택하면 해당 도구가 활성화됩니다. 다음과 같이 하면 모델과 다양한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 도구 

선택 도구를 사용해 특정 구조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체적을 표시하려면 해부학적 구조를 터치합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선택 해제하려면 배경을 터치합니다 

 

 

숨김 도구 

숨김 도구를 사용해 해부학적 구조의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숨기려면 그것을 터치합니다 

 
 
불투명도를 조절하려면 해부학적 구조 위에서 더블탭합니다 

 

 
초점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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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도구를 사용해 전체 장면 중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한 지점에 초점을 맞추려면 해부학적 구조를 터치합니다 

 
 
어떤 해부학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려면 그 위에서 더블탭합니다 

 

8.6.4 기타 작업 

 

 

그림 24: 모델 시각화 도구 선택 

 

그림 25: 모델의 방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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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모델의 해부학적 구조 표시하기 

 
 

모델의 방향을 표시해주는 마커를 탭하면(그림 25) 모델을 어느 방향으로 표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축면, 정면, 시상면). 
 

구조 관리 도구를 탭하면(그림 26) 해부학적 구조들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장면에 

표시되는 해부학적 구조의 이름, 색, 불투명도, 체적이 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의 이름을 탭하면 불투명도가 조절됩니다. 해부학적 구조 전체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는 버튼도 목록 상단에 있습니다. 
 

작업을 취소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버튼(화살표)도 있습니다. 이 버튼들은 구조를 

선택하거나 구조의 불투명도를 바꾸는 작업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버튼(대비)으로는 장면의 배경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버튼(자물쇠)으로는 장면과의 상호 작용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뷰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숨김 메뉴를 이용해 장면을 캡처하고 사용 가능한 

상호 작용의 목록이 든 자습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SDM-UM-VPPlanningIOS-2.3.9-md-ko_v1  Visible Patient Planning iOS 

 

   

8.7 PDF 시리즈를 시각화하는 법 

8.7.1 PDF 시리즈 열기 

 

그림 27: PDF 시리즈 열기 

 

그림 28: PDF 시리즈 표시하기 

 

데이터가 다운로드되었으면(8.5 참조) PDF 시리즈에 해당하는 열기 버튼을 

탭합니다(그림 27). 데이터 로딩이 끝나면 PDF 가 표시됩니다(그림 28). 

8.7.2 기본적 상호 작용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PDF 데이터와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문서를 스크롤하려면 손가락을 세로 방향으로 드래그합니다 

• 문서의 줌을 조절하려면 두 손가락을 벌리거나 꼬집듯이 모읍니다 

• 문서를 옮기려면 두 손가락을 같은 방향으로 드래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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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클립 시리즈를 시각화하는 법 

8.8.1 클립 시리즈 열기 

 

그림 29: 클립 데이터 열기 

 

그림 30: 클립 데이터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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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클립 데이터 표시하기 

데이터가 다운로드되었으면(8.5 참조) 클립 시리즈에 해당하는 열기 버튼을 

탭합니다(그림 29). 진행바를 통해 데이터 로딩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림 30). 데이터 로딩이 끝나면 3D 모델이 표시됩니다(그림 31). 

8.8.2 기본적 상호 작용 

클립 시리즈 로딩이 끝나면 모델 시리즈와 같은 기본적 상호 작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8.6.2 참조). 

8.8.3 도구 

숨김 도구와 초점 도구 외에(6.5.2 참조) 다음과 같은 클리핑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리핑 도구 

클리핑 도구를 사용해 절제할 분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관된 분절을 선택하려면 주어진 지점에 있는 기관의 망상 조직을 

터치합니다 

 
 
분절을 선택 해제하려면 그것을 터치합니다 

 
 
분절의 선택을 재설정하려면 장면의 배경을 누른 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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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분절의 선택 

 

그림 33: 선택한 분절 표시하기 

가상 클립을 적용하고 싶은 위치에서 표적 장기의 망상 조직을 탭하면 분절이 

선택됩니다(그림 32). 그런 다음 선택한 절단면에 해당하는 혈관 영역이나 호흡기 

영역이 표시됩니다(그림 33). 분절을 선택 해제하려면 분절 위를 탭하면 됩니다. 분절의 

선택을 재설정하려면 장면의 배경을 길게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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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절제 체적 표시하기 

 

그림 34: 클립 시리즈 표시하기 

 

그림 35: 클립 데이터에 연관된 체적 표시하기 

 

그림 36: 클립 데이터의 체적 계산 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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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할 분절이 선택되었으면 체적 표시 아이콘을 이용해(그림 34) 절제 시뮬레이션 

이후에 나온 체적 계산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그림 35). 체적 계산에 관한 

정보는(그림 36) 정보 버튼을 탭하면 볼 수 있습니다(그림 35). 

체적의 뷰를 캡처할 수 있는 버튼도 뷰의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그림 35). 

8.8.5 절제 체적 계산 

일반 섹션에 표시되는 체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장기 

o 체적 = 전체 장기 

• 건강한 조직 

o 체적 = 전체 장기 – 결절(들)의 체적 

o 전체 장기를 기준으로 계산된 백분율 

• 결절(들) 

o 체적 = 3D 모델링된 결절(들) 

o 전체 장기를 기준으로 계산된 백분율 

장기 섹션에 표시되는 체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남은 부위 

o 체적 = 전체 장기 – 가시 분절 전체의 체적 

o 전체 장기를 기준으로 계산된 백분율 

• 절제 부위(가시 분절) 

o 체적 = 가시 분절 전체 

o 전체 장기를 기준으로 계산된 백분율 

건강한 조직 섹션에 표시되는 체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남은 부위 

o 체적 = 건강한 조직 – 결절(들) 없는 가시 분절 전체의 체적 

o 건강한 조직을 기준으로 계산된 백분율 

• 절제 부위(가시 분절) 

o 체적 = 결절(들) 내 가시 분절 전체 

o 건강한 조직을 기준으로 계산된 백분율 

8.8.6 혈관 영역과 호흡기 영역의 추정치  

혈관 또는 호흡 영역 계산(표시된 세그먼트에 따름) 및 관련 볼륨은 의료기기 Visible 

Patient Suite 에 의해 업스트림 처리됩니다. VP Planning iOS 애플리케이션은 한 장기의 

남은 부위와 절제 부위를 계산하기 위해 볼륨 영역을 사용합니다(8.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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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 데이터에 제시된 혈관 영역 또는 호흡기 영역은 환자의 실제 생체 구조의 

근사치입니다. 이들 영역을 추정하는 데 의료기기 Visible Patient suite 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장기의 혈관 분포나 장기의 호흡기관을 바탕으로 하며 방법의 정확도는 수상 

구조의 분할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영역의 추정치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림 37: 영역 식별 과정 

가장 먼저, 혈관계나 호흡기계의 분할을 이용해 중앙 관상 경로(A)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관도계 기관을 대표하는 중앙 경로 각각을 장기 영역에 연결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라벨링을 합니다. 그런 다음, 표적이 되는 해부학적 구조의 

복셀 각각에 대해 가장 가까운 중앙 경로를 찾아 똑같은 장기 영역(B)을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라벨링된 이미지 결과를 연결해서 영역의 추정치를 모두 얻어냅니다.  

 

그림 38: 표적 장기의 중앙 경로에 따른 영역의 변화 

이 방법의 정확도는 혈관계나 호흡기계의 분할 품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미지의 

해상도, 이미지를 찍을 때 장기의 혈관계 안에 확산한 조영제 등이 영역의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8.7 기타 작업 

모델 시리즈를 시각화할 때와 똑같은 작업도 가능합니다(8.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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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례 업데이트하는 법 

 

그림 39: 업데이트할 것이 있는 사례의 아이콘 

 

그림 40: 사례 업데이트 

 

그림 41: 업데이트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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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 시리즈가 하나도 없는 사례들은 동기화 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업데이트할 것이 있고 이전 수정본에 대해 다운로드한 시리즈가 있는 사례는 상태 

아이콘이 업데이트됩니다(그림 39). 사례를 업데이트하려면 여기서 업데이트 버튼을 

탭해야 합니다(그림 40). 작업 실행이 승인되면(그림 41) 사례가 업데이트됩니다. 

중요: 사례를 업데이트하면 이전 사례 검토에서 다운로드된 시리즈는 모두 삭제됩니다. 

8.10 다운로드한 시리즈 삭제하는 법 

 

그림 42: 다운로드한 시리즈 삭제 

 

그림 43: 사례 선택 모드 활성화 



SDM-UM-VPPlanningIOS-2.3.9-md-ko_v1  Visible Patient Planning iOS 

 

   

 

그림 44: 다운로드한 사례의 선택과 삭제 

다운로드한 시리즈를 삭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표시된 셀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다운로드한 시리즈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그림 42). 그런 다음 셀의 오른쪽에 있는 삭제 작업을 탭하면 됩니다. 

다운로드한 시리즈를 삭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사례 목록의 편집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그림 43). 편집 모드가 활성화되었으면 삭제를 원하는 시리즈의 

사례를 선택한 뒤 뷰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 삭제를 

승인하십시오(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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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계정 관리 뷰에서 다운로드한 시리즈 삭제 

 

그림 46: 계정 선택 뷰에서 다운로드한 시리즈 삭제 

 

그림 47: 다운로드한 시리즈 모두 삭제 

계정에 연결된 시리즈를 모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계정 관리 뷰로 

가서 해당 작업을 탭하십시오(그림 45). 이 작업을 계정 목록에서 수행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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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계정이 표시된 셀을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그림 46). 그런 다음 시리즈 

삭제 작업을 탭하고 나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었을 때 삭제를 승인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운로드한 시리즈를 모두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설정 뷰에 있는 모든 시리즈 삭제 작업을 탭하십시오(그림 47). 

8.11 등록된 계정을 삭제하는 법 

 

그림 48: 계정 관리 뷰에서 계정 삭제 

 

그림 49: 계정 선택 뷰에서 계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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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계정 선택 모드 활성화  

 

그림 51: 계정 선택과 삭제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정 관리 뷰로 가서 해당 작업을 탭하면 단일 계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그림 48). 이 작업을 계정 목록에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계정이 표시된 

셀을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됩니다(그림 49). 그런 다음 삭제 작업을 탭하고 나서 확인 

메시지가 표시되었을 때 삭제를 승인하면 됩니다.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계정 목록의 편집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그림 50). 편집 모드가 활성화되었으면 삭제를 원하는 시리즈의 사례를 

선택한 뒤 뷰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 삭제를 승인하십시오(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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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데이터 삭제 

마지막으로 모든 계정과 그에 연관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애플리케이션의 환경설정 뷰에 있는 모든 데이터 삭제 작업을 탭하십시오(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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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애플리케이션의 매개변수에 접근하는 법 

 

그림 53: 환경설정 뷰 

 

그림 54: 데이터 수집 뷰 

 

그림 55: 애플리케이션 로그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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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정 뷰는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메뉴바에서 접근 가능합니다(그림 53). 이 

화면에서는 특히 계정 관리 뷰에 접근해 다운로드한 시리즈와 등록된 계정을 전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수집 제어 화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그림 54). Visible Patient 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동의하면 애플리케이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수행한 여러 가지 작업이 열거된 로그에 접근하는 것도 이 

뷰에서 가능합니다(그림 55). 뷰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휴지통 버튼을 탭하면 로그를 

비울 수 있습니다. 

8.13 규정 준수 정보에 접근하는 법 

 

그림 56: 애플리케이션 소개 뷰 

규정 준수 정보는 애플리케이션 소개 뷰에 있으며 메인 메뉴바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그림 56버전 정보, 인증 정보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하위 뷰에 접근 

가능합니다. 

• Visible Patient 의 연락처 정보 

• 애플리케이션 사용 지침 

• 애플리케이션의 승인 정보 

• 권장되는 보안 정책 

• Visible Patient 에 관한 일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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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도움말에 접근하는 법 

 

그림 57: 도움말 뷰 

사용자 설명서 관련 정보는 애플리케이션의 도움말 뷰에 있으며 메인 메뉴바에서 접근 

가능합니다(그림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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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Visible Patient 링크 여는 법 

 

그림 58: QR 코드 캡처 

 

그림 59: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링크 열기 

 

그림 60: 링크 로딩 화면 

Visible Patient 가 제공하는 몇몇 링크를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열 수 있습니다. 그런 

링크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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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 기존 계정을 등록할 수 있는 링크 

링크에 접근하려면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해 Visible Patient 가 제공한 QR 코드를 

스캔하든가(그림 58)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알려드린 링크를 여십시오(그림 59). 페이지 

상단에 있는 열기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그림 59). 로딩 화면이 끝나면(그림 60) 계정 

등록 뷰나 원하는 사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링크를 통해 비공개 사례에 접근하려면 먼저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동기화할 때 사례가 이미 동기화되지 않았다면 사례를 가져오기 위해 

패스워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여러 개의 계정이 

등록되어 있으면 사례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9 유지 관리 

VP Planning iOS 애플리케이션은 유지 관리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는 앱 

스토어를 통해 제공됩니다. 

9.1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iOS 13 과 iPadOS 13 에서 VP Planning iOS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자동 

업데이트됩니다. 사용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에 대한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앱 스토어의 VP Planning iOS 앱 페이지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탭해서 

수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10 문제 해결 

10.1 일반적인 문제 

10.1.1 계정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섹션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정을 등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상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0.1.1.1 서버 목록을 표시할 때의 기술적 문제 

메시지: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서버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해결책: Visible Patient 의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해 연결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문제가 계속되면 Visible Patient 고객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10.1.1.2 서버 목록을 표시할 때 필요한 업데이트 

메시지: 서버 목록을 검색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십시오 

https://apps.apple.com/ko/app/vp-planning/id56887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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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서버 목록을 검색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10.1.1.3 인터넷 연결 없음 

메시지: 인터넷 연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 인터넷(Wifi 또는 LTE)에 연결되어 있는지, 단말기가 비행기 모드로 전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10.1.1.4 잘못된 아이디 

메시지: 잘못된 사용자 이름 또는 패스워드. 

해결책: 올바른 서버에 올바른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계속되면 Visible Patient 고객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10.1.1.5 이미 등록된 계정 

메시지: 이미 등록된 계정, 이 계정은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결책: 등록하고자 하는 계정이 애플리케이션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계정을 

같은 단말기에 여러 번 등록할 수 없습니다. 

10.1.2 사례 목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섹션에는 사례 목록을 가져올 때(동기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상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0.1.2.1 인터넷 연결 없음 

메시지: 인터넷 연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 인터넷(Wifi 또는 LTE)에 연결되어 있는지, 단말기가 비행기 모드로 전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10.1.2.2 데이터를 찾을 수 없음 

메시지: 데이터를 찾을 수 없음. 기술적 오류가 발생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문제가 계속되면 Visible Patient 고객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해결책: Visible Patient 의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작업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문제가 계속되면 Visible Patient 고객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10.1.2.3 저장 공간 부족 

메시지: 저장 공간 부족.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단말기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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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단말기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단말기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작업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10.1.2.4 그룹에 연결되지 않은 계정 

메시지: 귀하의 계정이 아무 그룹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 귀하의 계정이 아무 그룹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Visible Patient 고객이 

맞으면 담당 영업 사원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Visible Patient 웹 사이트의 

연락처 양식을 통해 Visible Patient 에 연락해 주십시오. 

 

10.1.3 사례에 연관된 시리즈를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이 섹션에는 시리즈를 다운로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상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례 목록을 가져올 때 설명된 오류가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10.1.2 

참조). 

10.1.3.1 다운로드 데이터 손상 

메시지: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한 데이터가 손상되었습니다. 시리즈를 

다시 다운로드하십시오. 

해결책: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동안 데이터가 손상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다운로드하십시오. 문제가 계속되면 Visible Patient 고객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10.1.4 시리즈를 열 수 없습니다. 

이 섹션에는 시리즈를 열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상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0.1.4.1 저장된 데이터 손상 

메시지: 열 수 없습니다. 단말기에 저장된 데이터가 손상되었습니다. 시리즈를 

삭제하고 다시 다운로드하십시오. 

해결책: 단말기에 있는 시리즈 데이터가 손상되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다운로드하십시오. 

10.1.4.2 메모리 불충분으로 클립 시리즈를 열 수 없음 

메시지: 메모리 불충분. 이 모델은 클립 적용을 로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해결책: 사용자가 열려고 하는 클립 시리즈는 현재 사용자의 단말기에서 가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메모리가 로딩에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램이 1GB 에 불과한 단말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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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접근하려면 램이 최소 2GB 인 최신 단말기를 

사용하십시오. 

10.1.5 Visible Patient 링크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섹션에는 Visible Patient 링크를 열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상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0.1.5.1 인터넷 연결 없음 

메시지: 인터넷 연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 인터넷(Wifi 또는 LTE)에 연결되어 있는지, 단말기가 비행기 모드로 전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10.1.5.2 계정 필요 

메시지: 계정 필요. 이 사례에 접근하려면 애플리케이션에 계정을 등록하십시오. 

해결책: 이 링크를 열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에 Visible Patient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0.1.5.3 사례 없음 

메시지: 사례 없음.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해결책: 서버에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Visible Patient 고객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10.1.5.4 허용되지 않은 접근 

메시지: 허용되지 않은 접근. 그 사례를 표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올바른 계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결책: 그 사례를 표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Visible Patient 고객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10.1.5.5 지원되지 않는 링크 

메시지: 지원되지 않는 링크. 그 링크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링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해결책: 사용자가 열려는 링크가 손상되었습니다. 최신 애플리케이션, (입력 오류 없는) 

유효한 링크, 손상되지 않은 QR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0.2 3D 시각화 문제 

이 섹션에는 3D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상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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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모델과 상호 작용할 수 없습니다. 

모델과 상호 작용할 수 없으면 상호 작용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8.6.4 

참조). 모델이 장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방향 버튼 중 하나(축면, 정면, 

시상면)를 탭하면 모델의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10.2.2 해부학적 구조를 숨길 수 없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탭해서 숨길 수 없으면 숨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8.6.3 참조). 

클립 데이터를 표시할 때 숨김 도구를 사용해도 일부 구조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분절은 클리핑 도구를 사용해 숨길 수 있습니다(8.8.3 참조). 표적 장기의 망상 조직은 

숨길 수 없습니다. 

10.2.3 클립 데이터에 연관된 체적을 시각화할 수 없습니다. 

클립 데이터에 연관된 체적을 시각화할 때 다음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체적 

계산 시 불일치가 감지되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정보가 없습니다. ». 그럴 경우에 뷰 

안에 체적이 하나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체적 계산 시 불일치가 감지되었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Visible Patient 고객지원팀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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