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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is Manual 
 

Thank you for purchasing Health Web Service(HWS). 

Health Web Service is an administrator website that manages groups, 

users and monitors data using IRM’s services.   

This User’s Manual was written to help users to better understand and use 

the functions of HWS. 

Please read this manual thoroughly before operating HWS 

This manual should be kept for reference purposes. 

 

Reproduction, reprint or distribution of this manual is prohibited without 

the expressed written consent of IRM Inc. 

The contents of this manual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Though this manual was carefully prepared, there may be errors, 

omissions, etc. If there are any questions you may have or errors that you 

may find, please contact us. 

 

Copyright© 2020 by IRM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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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Web Service  
HWS (https://hws.irm.kr)는 IRM의 Health Engine platform 에서 구동되는 ‘w-Teresa’, ‘BEST 

Image’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계된 관리자용 서비스 입니다. HWS 는 다음과 같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HWS 메뉴 구성도 ] 

� Groups)1 는 IRM 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Group’ 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며, 

이 Group 정보를 기반으로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Groups 메뉴에서는  

사용자와 연결된  그룹과 그 하위 그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Users 는 Groups 의 내/외부 사용자들을 조회하고 사용자들의 권한을 관리하는 메뉴 

입니다. 

� Group Settings 는 사용자가 속한 그룹에서 관리하는 의료 데이터를 외부 서버/장비로 

부터 받거나 보낼 때 해당하는 정보와 항목/조건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 Monitoring 은 사용자가 속한 그룹에서 관리하는 의료 데이터의 현황을 조회 해 볼 수 

있는 메뉴 입니다.  

 
 

1 IRM 의 모든 사용자는 하나의 Group 에 속하며, 여기서 그룹은 병원, 의원, 클리닉, 특정 단체 등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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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시 준비사항 

1. 주의 사항 

① HWS 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 계정발급이 필요합니다. 계정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리자는 각 사용자에 대해 권한 관리를 통해 접근통제 기능을 부여하고, 인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각각의 메뉴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④ 의료영상장비(modality)에 대한 내용이나 매뉴얼은 해당 장비 제조사 혹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용 후 프로그램의 로그아웃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⑥ HWS 를 사용하기 전에 본 매뉴얼의 내용을 숙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이용 사양 

HWS 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사양을 만족하는 PC 에서 실행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명시된 사양 이하 혹은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실행할 경우 성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① 운영체제(OS): Winodws 7 이상, Mac OS X, Linux 

② 웹브라우저: HTML5 지원 웹브라우저, Google Chrome 권장 

(Internet Explorer 11 이상, Internet Explorer 는 HTML5 표준을 100%지원하지 않아 

일부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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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상세 설명 

3. Group Settings 

1) Station 

(1) 화면구성 

 
No. 명칭 설명 

1 Administrable Groups 
로그인한 사용자가 관리 할 수 있는 그룹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Stations 

하나의 그룹은 외부 DICOM 영상장비들과 데이터를 주

고 받을 수 있습니다. Station에서는 이러한 DICOM 장비

들의 정보를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외부 장비와 통

신할 수 있는 그룹의 AE Title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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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tion 생성 

 

① Administrable Group 에서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고 New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New Staiton 팝업이 뜨면, 의료영상과 데이터를 주고 받을 서버 정보를 입력합니다. 

(* 는 필수입력사항 입니다. AE Title, Host Name, Port) 

항목 설명 

Station Name 

그룹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Station(DICOM장비) 또는 그

룹에서 데이터를 보낼 Station의 이름 

(DICOM 장비를 사람이 식별할수 있는 이름) 

AE Title 
Station Name 에서 작성한 장비/서버의 AE Title, Host 

Name, Port 입력합니다. 상세 사항은 병원내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rt 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10400 으로 입력

됩니다. 

참고 1) AE Title 은 DICOM 장비가 서로 통신할 때, 인식

하는 이름 (DICOM 장비를 기계가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참고 2) 외부 DICOM장비에 그룹정보를 등록할 경우  

� AE Title: Staions 영역의 ‘Paired AE Title’을 입력 

� Host Name: xdsserver.irm.kr 을 입력 

� Port: 10400 

Host Name 

Port 

Storage Commitment 

Station에 등록된 외부 장비/서버로 영상을 전송할 때, 같

은 세션에서 영상을 다 전송했다는 Report(알림)를 보낼

때 체크합니다. (영상을 한번 전송하는 Term = 한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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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Storage Commitment에 체크하지 않는 경우는 영

상이 전송 완료 된 후 다음 세션에서 알림을 보냅니다.  

Preferred Character Set 
그룹에서 외부 장비/서버에 영상 전송/Query 시 선호하

는 Character Set(인코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Force Fix Character Set 

외부 장비/서버에서 그룹으로 영상 전송시 Character Set 

이 맞지 않을 때, 선택한 그룹에서 강제로Character Set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OK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Station(서버)가 등록 됩니다. 

 

(3) Staiton 수정 

 

① Stations 에서 하나의 Station 을 선택하고 Modify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Modify Staiton 팝업이 뜨면 Station 정보를 수정합니다. 

③ OK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Staion 의 정보가 수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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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iton 삭제 

 

① Stations 에서 하나의 Station 을 선택하고 Remove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Remove Station 팝업이 뜨면 삭제한 Station 정보를 확인합니다. 

③ OK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Station 이 Stations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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