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안내

소아과 전문 임상의학정보원



• PEMSoft는 소아과에 특화된 Point of Care Tool, 즉 임상의학
데이터베이스로서 정확한 진단 및 응급상황에 즉각 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Contents는 엄격한 근거 중심 편집과정(evidence-based editing 
process )을 거쳐 지속적으로 Update

• PEMSoft는 특정 Topic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8가지의 Module 제공

• 각 Topic에는 해당 질병 및 진단에 필요한 Video 및 Image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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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에서 청소년까지의 약 1,000건의 임상 Topic 
각 Topic은 카테고리(하위메뉴) 별로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Navigator 설계

• Definition

• Classification

• Clinical Presentation

• Science/Etiology

• Epidemiology/Natural History

• Diagnostic Studies

• Differential Diagnosis

• Treatment

• Complications

• Prognosis

• Disposition

• Prevention/Education

• Case Definition

• Tips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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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s Tool module

Resus Tool은 위급상황에서 즉시, 약물
처방, 의료 대처 방법을 위한 환자의 키, 

나이, 몸무게 기반의 소생 Calculator.

30이상의 Decision Tree 가 순서도
형식으로 제공 되어 환자의 상태 및 수치에
따른 약물 투여 및 의료 기기 사용 안내

최종 진단 및 처방은 3단계(Info/Note, 

Cautions and Warnings) 정보로 표시

-Blue : 일반 정보
-Yellow : 충고
-Red :  중요 경고 사항



Calc module

Calc Module(“MD+Calc”)은 응급상황에서의 진단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임상 수치, 상황 등의 상호데이터를 제공.

필요한 수치, 상황을 선택하고 환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결과 데이터 표시

Signs & Symptoms module
PEMSoft 의 전체 Contents 중 증상 및 증상을
야기하는 원인에 대한 내용 제공



Formulary module
Formulary Module은 약 200종 이상의 응급처방 약물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신생아나 유아/아동 들의 경우 인가되지 않은 약품을
처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Formulary Module을
이용하여 정확한 정보 및 약물 상호작용을 파악하여야 함

Procedures module
소아, 특히 신생아의 수술 및 치료행위와 연관된 Visual 
지침자료 제공.



Quick Reference module
Quick Reference는 기초화학 및 산염기균형, 영양,  호흡
등의 생리학 기초 참고 정보 제공

Triage module
치료 우선순위 환자를 5가지 단계를 적용하여 분류하는
Module. 



Tox module
공통 유아기 중독, 섭취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독성 물질에 대한 참고 정보 를 지역적 특성을 적용.



PEMSoft 이용자 가이드



처음 접속 시 이용 동의를 위한
“Accept and Enter” 선택 후 메인 화면으로 이동



Topic 키워드 검색

카테고리별 브라우징



고급 검색



2개 이상의 키워
드를 조합하여 사

용

• 2개의 단어가 조합되어 질병이나 약물 특정 키워드를 의미하는 경우 쌍따옴표
“ “로 묶어 1개의 단어로 인식할 수 있는 검색 방법
예) “cystic fibrosis”, “stiff neck”

• 모든 키워드 조합은 AND(a AND b, ab 모두 포함) OR(a OR b a또는 b 포함) 
NOT(a NOT b a포함 b배제) 으로 조합하여 검색 가능



Topic 상세 화면
비디오 아이콘 선택하
여 관련 이미지 또는

비디오 이용

해당 이미지 열람 중 X 
아이콘 선택하면 Topic 
화면으로 다시 이동



8가지 Module 매뉴 제공
각 탭 선택하여 정보 이용



환자의 키, 나이, 몸무
게 입력하여 응급치료

에 대한 정보 산출



증상 및 증상을 야기
하는 원인에 대한 내

용을 알파벳 브라우징
통해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