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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2016년 핵의학검사 통계자료 입력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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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병원(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핵의학회에서는 핵의학 중장기 발전계획(보험수가, 수련교육 등)에 참고하고자
매년 핵의학 통계 자료 현황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 병원(기관)에서는 2016년
핵의학 통계자료 입력 방법을 아래와 같이 참고하시어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 핵의학검사 통계자료를 입력하시기 전에 통계입력 항목 맨 위 상단에 표시된
작성방법 및 각주를 숙지하시고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 1. 2016년 핵의학검사 통계자료 입력 절차:
1) 통계자료 홈페이지 : http://www.ksnm.or.kr/stats
2) 입력 방법:
Login < 병원별 아이디 (별첨 1. 예시: R001) / 임시 비밀번호( ksnm ) >
-> 비밀번호는 위의 임시 비밀번호(ksnm)로 초기화되어 로그인하신 후
Mypage에서 비밀번호를 수정
3) Mypage에서 병원 정보, 책임자, 실무자에 대한 정보 확인 및 수정
4) 2016년 핵의학검사 통계자료 입력 방법
(1) 온라인 웹사이트(http://www.ksnm.or.kr/stats)에서 직접 통계자료를 입력
(2) 작년자료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2016년 통계로 수정
(단, 치료/핵의학영상/PET영상의 성인투여용량과 소아투여용량은 가져오기
기능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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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T 영상 항목 중 F-18 Florbetaben(Neuraceq)과 F-18 Flutemetamol(Vizamyl)을
시행하시는 경우 별첨 2. 양식에 기재하시어 9월 8일(금)까지 핵의학회 사무국
(ksnm@ksnm.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 핵의학검사 통계자료 입력 확인:
1) 모든 항목에 입력이 끝나면 입력현황에 신호등으로 표시됩니다.
2) 신호등 표시
(1) 진행완료(

) : 정상적으로 모든 입력을 마친 상태

(2) 진행중(
) :
- 입력 항목에 공란이 있는 상태이므로 반드시 숫자 “0” 을 입력
- 치료/핵의학영상/PET영상에서 성인투여용량과 소아투여용량을 시행하지
않는 항목은 입력구분에서 '해당없음'을 선택
- 통계자료 입력 누락에 대한 예시 참조 < p3 >
(3) 미입력(

) : 입력하지 않은 상태

3. 입력기간 마감일: 2017. 09. 08(금)까지(마감일 이후에는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별첨: 1. 핵의학 통계프로그램 병원별 아이디.xls
2. PET 영상 추가 항목(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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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 입력 누락에 대한 예시 >
1. 병원현황 – 의료기기 현황 - 사이클로트론 (해당사항이 없으면 “0”을 입력)

2. 치료 / 핵의학영상 / PET영상에서 성인투여용량과 소아투여용량을
시행하지 않는 항목은 입력구분에서 '해당없음' 또는 “일괄 해당없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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