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정 （２～13）

❀ 이용 （14～20）

환영합니다.
“연결되어 결핵치료 -미카타 ”!

활용 안내（초판）

韓国語 1

슬라이드 페이지

이 웹 프로그램은 결핵치료와 치료의 완료를 위한 일본 결핵연구소의
개발 응용 프로그램입니다.＂미카타＂란 우리편이라는 일본어입니다. 
우리는 결핵치료시의 곤란을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캐리어 메일※을 사용할 시 주의점

등록한 메일의 수신 차단 방지를 위해

하기의 메일을 「수신 허용」으로 등록.

dots@accelight.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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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docomo.ne.jp」、「softbank.ne.jp」、
「ezweb.ne.jp」등이 붙는 통신 사업자의 메일주소



QR코드스캔 또는
URL로 등록화면에

설정１

3

https://mobiledots.accelight.jp/register

https://mobiledots.accelight.jp/register


사용자 등록 ・ 언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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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２



등록 메일URL을 클릭등록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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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 수신이 안 될 때

스팸메일함을 확인

스팸메일함에 있으면
"스팸차단을 해지"로

변경



「로그인 화면에」를 클릭설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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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상,다음화면에서 비
밀번호 입력

로그아웃 하지 않으면 1
년간,비밀번호가 보존됨



로그인 화면을 모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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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biledots.accelight.jp

https://mobiledots.accelight.jp/


이름과 치료상황의 설정설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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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치료중지」「치료완료」에서 선택.
「치료중지」「치료완료」를 선택하면 복용시간 통지
메일이 정지됨



사용기간의 설정

예를 들면・・・

➢오늘부터 내복,표준치료 설정→ 0일～ 180일로 입력
➢지금까지 11일 내복하고 9개월동안의 치료 예정

→ 11일～ 270일로 입력

※도중에 변경 가능함

설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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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 시간」 설정설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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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서 리마인
드 메일을 설정.



치료약을 등록설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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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복약은 여기를 첵크

선택 할 수 있는 단위

② “매일 먹는 약” 에 첵크한다.
내복이나 주사가 매일이 아닐 때는 첵크하지 않는

다. → 기록할 때는 「오늘은 내복 안 하는 날」을
선택 할 수 있다.



지원자의 연락처 등록설정9

12

여기를 클릭해서 설정 완료

지원자의 메일 주소를 등록
→내복 기록을 지원자에게 메일
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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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10 비밀 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여기에서 비밀번호 리셋트가 가능



설정한 복약 시간을 메일로 통지이용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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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클릭해서 캘
린더를 연다



복약의 기록 방법이용２

① 날짜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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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수정은 수정할 날짜를 클릭

③ 여기를 클릭해서 보존

② 내복(주사)한 약을 클릭



교류란에서 정보 공유이용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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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란에 메시지를 쓰고「송신」을 클릭.

환자와 지원자 전원이 메시지를 공유.



Web어플을 홈 화면에 추가이용４

아이콘이 스마트
폰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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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화면 아래나 테두리에 메뉴버튼이 있음

“홈 화면에추가”를 클릭

스마트폰 메뉴 버튼을 클릭



내복약과 치료기간의 변경

클릭해서 설정화면을 표시.
→ 변경가능.

이용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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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변경・등록 삭제이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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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콘을
클릭

설정・삭제 메
뉴가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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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카타”에 관한 의견・질문 등이 있으면 아래에 연
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재단법인 결핵예방회 결핵연구소
대책지원부 보건간호학과

MINAKO URAKAWA
urakawa@jata.o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