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등록하세요:  resident360.nejm.org

NEJM Resident 360을 모른 채로 수련과정을 시작하지 마세요.
등록에 문제가 있으면 소속 병원이 현재 NEJM을 구독 중인지 확인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병원의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공의 과정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려울 필요는 없지요.

전공의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NEJM Resident 360은 어떤 전공이든  
자신감을 갖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적합한 내용                      세심한 구성                      검증된 유용성

고길동 씨에게 심방세동이 
발생했어요. 심박수 조절과 율동 
조절 중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거죠?

…으음…



여러분이 심방세동에서 심박수 조절과 율동 조절이 모두 효과적인지를 궁금해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02년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발표된 AFFIRM 연구는 생존율 면에서 

율동 조절이 심박수 조절보다 우수하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에게 항응고요법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CHADS2-VASC 점수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항응고요법에 따르는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알고계셨죠? 
아니라면 NEJM Resident 360을 확인해 보세요.

Rotation Prep은  
전공의 수련과정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내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도움이 될 기초 지식을  
쌓으세요.

  NEJM과 여러 권위 있는 매체에서 면밀하게 선별한 전공별 주요 
핵심적인 논문들은 성공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동맥관 삽입술과 중심정맥관 삽입술 등 주요 주제에 관련된 
처치술 영상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릴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어보세요.

전공의만을 위한  
팟캐스트, 블로그,  
디스커션을  
이용해 보세요.

  같은 전공의를 만나 보세요. 전공의 과정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병원 생활과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을 때,  
이 둘 모두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보세요. 

  동료와 유대감 형성 등 수련과정 중 임상 이외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전공의 수련과정 동안 이용 가능한 교육용 툴과  
학습 자원을 이용해 보세요.



Help and FAQs

NEJM Resident 360이란?

전공의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NEJM Resident 360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회진을 준비할 때나 전공의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정보, 자원, 지지 등을 제공합니다. Resident 360은 전문가뿐 아니라 동료 
전공의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상호 교류하면서 임상적 식견과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전문지식과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NEJM Resident 360은 전공의들이 기초 지식을 쌓고 핵심적인 논문, 교육 자료와 더불어 커뮤니티의 
회원들과 신속히 연결되게 함으로써 내과 전공의 과정을 보충할 수 있게 고안되었습니다.

전공의가 아니어도 NEJM Resident 360을 이용할 수 있나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NEJM Resident 360은 의대생, 전공의, 펠로우를 위한 공간이지만 회원가입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Resident 360의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NEJM Resident 360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Rotation Prep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NEJM 
Resident 360 계정에서 프로필을 작성한 후 NEJM이나 NEJM Knowledge+, NEJM Journal Watch에 
기관 구독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NEJM, NEJM Knowledge+, NEJM Journal Watch의 기관 구독은 어떻게 하나요?

소속 기관의 캠퍼스나 VPN을 통해 NEJM Resident 360에 로그인 한 경우에만 해당 IP 주소를 인식하게 
됩니다. 로그인이 이뤄지면 해당 정보가 저장되어 이용 기기나 장소에 관계없이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기관 계정으로 회진 관련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나요?

먼저 소속 기관의 네트워크에 원격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일단 소속 기관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NEJM 
Resident 360 사이트에 접속 시 NEJM 사이트 라이선스에 연결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기관 구독으로 접속을 했음에도 Rotation Prep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한 이메일에서 “이메일 확인(Confirm your email)”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선택한 로테이션을 변경하거나 다른 전공의 로테이션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이트 상단의 Rotation Prep을 클릭하시고 선택했던 로테이션의 콘텐츠가 나타나면 전공명 옆에 있는  
“로테이션 변경(Change Rotation)” 버튼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해당 버튼을 선택한 후 리스트에서 보고자 
하는 로테이션을 고르면 됩니다.



이메일로 발송되는 “Resident 360 새소식” 뉴스레터를 받으려면 설정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나요?

이메일 하단에 있는 “이메일 설정을 수정하거나 구독을 취소하려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Click here to 
modify your email settings or unsubscribe)”라는 문구를 클릭 하십시오. 이메일 수신 빈도를 일간, 
주간, 격주, 또는 월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NEJM Resident 360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어떠한 시스템 사양이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데스크탑 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에서 NEJM Resident 360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브라우저 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6

권장 사양: 구글 크롬, version 50+ 6

쿠키와 자바스크립트는 반드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6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IE 11 이하 버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6

NEJM.org, Jwatch.org, NEJM Knowledge+ 콘텐츠와 연결된 NEJM Resident 360의 링크와 일부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추가적인 시스템 사양이 필요합니다.

NEJM의 일부 양방향 콘텐츠는 Adobe Flash Player가 필요하며 iOS 기반 모바일 기기에서는 볼 수  6

없습니다.
NEJM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는 NEJM.org에서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전공의만을 위한 팟캐스트, 블로그, 디스커션을 이용해보세요.

여러분과 같은 전공의를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