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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Medicine from McGraw-Hill is 
an authoritative online resource for 
today’s:  



AccessMedicine delivers all this: 

 Books : Leading medical textbooks 

 -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의학 Textbook 포함 100여 종의 Title 제공                                            

(Harrison’s Principle of Internal Medicine 포함) 

 Quick Reference Tools 

    - Quick Medical Dx & Tx : 질병 및 의학실습에 대한 근거중심관련 Outline     

    - Current Practice Guidelines in Primary Care : Digests of evidence-based guidelines for primary care topics 

    - Pocket Guide to Diagnostic Tests : Quick guide to commonly used diagnostic tests in a clinical setting 

    - Differential Diagnosis Tool – 1,000가지 이상의 감별진단 (from Diagnosaurus) 

 Drugs – 약물정보 데이터베이스 

 Multimedia : Extensive multimedia library – 분야 / 장기 구분에 따라 영상자원 제공  

 Cases –실제 사례 중심의 데이터 베이스 

 Study Tools 

    - Review Questions : Harrison’s Self-Assessment, William’s Obstetrics Study Guide, LANGE 등에서 추출한 Q&A 

    - Clerkship Topics : 토픽별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공  

 Custom Curriculum - 교수자가 학습자를 위한 커리큘럼을 직접 구성/배포할 수 있는 학습지원도구 

 Patient education material – 환자 교육 자료 

 



URL : http://accessmedicine.mhmedical.com 

• 100여 종의 저명한 임상 및 
교육 Contents 원문 제공 

• 교육적 이용 및 시각적 
진단을 위한 50,000개 이상의 
Image 제공  

• 1,000개 이상의 자세한 
감별진단 정보 제공 

• 다양한 절차를 시각적으로 
학습 하기 위한 Video 및 
Animation 제공 

• 환자에게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5,000개 이상의 환자 
교육자료를 10개국 언어로 
제공 

 



Search 키워드 검색 

키워드 검색 시 사례 
: 사용자가 Spinal Cord와 같이 두 
단어를 검색하면 두 단어가 and 
검색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여줌 

별을 클릭하면 
즐겨찾기(Favorites) 
설정 가능 

Book Title로 
좁히기 
1. 검색상자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좁히기 
2. 디스플레이된 
타이틀 선택(체크) 

키워드로 검색된 
- 자료 유형  
- 유형별 결과 수 

토픽별로 분류하기 



바이블로 세계적 인정을 받는 콘텐츠 제공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CURRENT Medical Diagnosis & Treatment   

 Hurst’s the Heart  

 Schwartz’s Principles of Surgery  

 Adams and Victor’s Principles of Neurology  

 Williams Obstetrics  

 Clinical Neuroanatomy 

 Endocrine Physiology 

 Ganong’s Review of Medical Physiology 

 Vander’s Renal Physiology 

 More than a dozen CURRENT titles 

 And more…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Textbook의 최신 Edition 제공 Books 

모든 Textbook을 
확인하거나 주제별로 
Filtering 하여 원문 
이용 가능 



Books 원문이용 

기본정보 

Online으로만 
이용 가능한 
Contents 
제공 

Update 정보 

Multimedia 

강의내용 
이용가능 



Books 원문이용 

원문내용 
제공 

목차 :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Quick 
Reference 

Quick Medical Diagnosis & Treatment 

Quick Reference - QMDT 
: 진단과 치료에 대한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질병별로 바로 제공 



Quick 
Reference 

Quick Reference - Guidlines 
: 질병에 대한 검사, 예방, 관리에 
대한 정보 제공  

CURRENT Practice Guidelines in Primary Care 



Quick 
Reference 

Quick Reference - DDX 
: 특정 질병에 대한 증상 및 진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  

DDx - 1,000종 이상의 감별진단 Database  

증상/질병/기관계 별로 
분류  



Quick 
Reference 

Quick Reference – Diagnostic Tests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단검사와  
일반 질병상태의 진단적 접근 정보 

Pocket Guide to Diagnostic Tests 



Quick 
Reference 

Quick Reference – 2 Minute Medicine 
: 영향력있는 최신의 의학문헌을 
토픽별/최신별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정보 제공 

2 Minute Medicine 



Quick 
Reference 

Quick Reference - Calculators 
임상실험 등의 참고를 위한 
다양한 수치계산법 제공 

Calculators 



Drugs 약물정보 제공 Database (복용, 적응증, 부작용, 가격 등) 

 Indications and Usage 

 Contraindications  

 Warning/Precautions  

 Dosing  

 Administration 

 Patient Education handouts  

 Interactions  

약물의 기본적인 정보 
및 상세정보까지 제공 



Multimedia Video 및 Animation 형태의 교육자료 제공 

주제 및 특징별로  
분류하여 제공 



Cases 실제 사례 중심의 데이터 베이스 



Study  
Tools 

Review Questions 

Q&A includes questions from: 

 USMLEasyLite featuring USMLE 
review questions derived from the 
PreTest series  

 Harrison’s Online Self-
Assessment and Board Review  

 Williams Obstetrics 

 LANGE Educational Library 

 

Study Tools – Review Questions 

Q&A Test를 제공하여 내용이 제대로 
학습되었는지 확인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수 있음 



Study  
Tools 

Review Questions 

사용자는 단일 책 내의 모든 Q&A에서 
랜덤 퀴즈를 바로 생성 가능 

집중 학습 원하는 사용자는 특정 주제 
(있는 경우)에서 질문을 선택하여 퀴즈 
생성 가능 

“Go to Book“ 버튼을 통해  
해당 교재로 쉽게 돌아갈 수 있음. 
(해당되는 경우) 



Study  
Tools 

문제풀이 후 
결과 및 해설 
제공 

Review Questions 



Study  
Tools 

Flash Card : 학습한 내용을 복습해볼 수 있도록 Flash card 형태의 퀴즈를 제공 



Study  
Tools 

Flash Card : 학습한 내용을 복습해볼 수 있도록 Flash card 형태의 퀴즈를 제공 

- 현재 학습 위치 
- 다른 카테고리로 
빠른 이동 

선택한 플래시카드에서  
원하는 주제 데크를 
선택 후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학습 



Study  
Tools 

Clerkship Topics 

Study Tools – Clerkship Topics 
자가 학습을 위한 토픽 기반의 학습 
모듈을 제공. 
선택한 토픽에 맞는 학습 과정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줌. 



Patient ED 
환자에게 질병에 대해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의학 전 분야의 질병/ 
증상에 대한 정보를 Handbook 형식으로 제공(한국어 제공) 

한국어 
Handbook 제공 



개인 맞춤 페이지 지원 (모든 Access Site에 공용)   My AccessAccount 

개인계정 생성 
클릭 

클릭 



개인 맞춤 페이지 지원  My AccessAccount 

이용자 개인 계정 생성 시 이용 
가능한 기능: 

 모바일 기기 이용 가능 

 알람설정 가능 (신규컨텐츠 
alert 등) 

 북마크(즐겨찾기) 기능 

     : 원하는 컨텐츠- 챕터, 도표, 

      비디오, 케이스 등 

 원문 Print, e-mail 전송 

 Image 저장  

 Review Questions (Q&A) 

 Custom Curriculum 

이름, e-mail 
(필수입력) 

주소 (선택사항) 

ID/PW 등록 
(필수입력) 
하단의 패스워드 
생성 가이드 
참조 

직업/전공 
선택(필수입력) 

Create Account 
클릭 



MyAccess Folders 기능 My AccessAccount 

MyAccess 
Dashboard를 통해 
프로젝트, 코스, 
주제에 대한 자원을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폴더 생성 가능 



MyAccess Folders 기능 My AccessAccount 

즐겨찾기(Favorites) 탭에 
저장되어 있는 항목들 중 
원하는 컨텐츠를 체크 > 
 “Add To Folder” 클릭 > 
원하는 폴더 선택하여 
이동  



지도자를 위한 Custom Curriculum 

 구독 중인 모든 Access Online Medical을 통해 Textbook, Video, Case files를 포함한 
모든 Source를 이용하여 Assignment를 생성 

 Q&A Test를 포함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문제를 생성하거나 문제를 직접 제작하여 생성   

 각 Curriculum을 학습자에게 제공  

 학습자들의 Report 진행 현황이나 문제의 점수를 확인 

 외부의 Resource를 Link하거나 File을 업로드 하여 Curricula 생성 가능 

 특정한 학습자를 위한 맞춤 교육  

사용자 맞춤 커리큘럼 

McGraw-Hill Medical의 Custom Curriculum은 교수 및 Director가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Tool입니다.  

학습자를 위한 Custom Curriculum 

 지도자가 생성한 Curricula의 Source에 쉽게 접속 가능 

 지도자가 설정한 학습 기간 및 날짜 확인 가능   

 Report 진행현황 및 문제의 점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학습 진행  



사용자 맞춤 커리큘럼 

Instructor’s View 



사용자 맞춤 커리큘럼 

Learner’s View 



Specializations covered:  
 

Internal Medicine 

Clinical Solution 

Pharmacy 

Surgery 

Emergency Medicine 

Anesthesiology 

Pediatrics 

Physiotherapy 

Genetics-based Medicine 

 

McGraw-Hill 이 제공하는 Medical On-Line Subscriptions 



McGraw-Hill Education Korea 

이선미 과장 | sunmi.lee@mheducation.com | 02-330-4420 

mailto:cindy.y@mheduca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