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의 임상질의(Clinical Question)에 대해 정확한

답을 찾고 계십니까? 

DynaMed®는 바쁜 의료진들이 환자 진료 시 쉽고 빠르게

임상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제작된 근거중심 의학 정보원으

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 전문가의 리뷰를 거친 의학 컨텐츠로

구성되어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Simple User Guide



Overview 

환자 진료시 진단 근거, 투약정보, 치료, 가이드라인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임상의학정보원 제

공

• 임상질의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근거자료를 제공

• 저명한 의학 학술 저널의 리뷰 및 평가를 거친 30여 카테고리의 다양한 임상 토픽에 대한 정보 제공

• 질병에 대한 약물 & 투약정보 제공(Micromedex, AHFS)

키워드 자동 완성 기능 제공

임상 전문의가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상질의에 관한 최적의 근거인 “Best 

Available Evidence”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Decision-Making Tool”

GO TO 
해당 토픽으로 바로 이동

SEARCH FOR
관련 토픽으로 검색 결과 제공

500개 이상의 의
학 계산기 사용 가

능

전공별
업데이

트

업데이트 토픽 리스
트



Overview 

Overview & Recommendation

GRADE에 기반한 Overviews & Recommendations는 임상의들의 Evidence-Based Recommendation

에 근거한 간결하고 정확한 필수 요약 정보 제공.

Recommendation 정도를 표시(Strong, Weak)하여 필수적으로 봐야할 정보 등을 직관적으로 파악.



Overview 

대륙, 지역별 가이드라인(원문링크제공)

약물정보(Micromedex) 제공



Clinical Scenario - Pneumonia

“저는 새로 일하게 된 병원종사자 중 한 명입니다. 최근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써 기침, 호

흡곤란, 그리고 청색증(cyanosis) 증세를 앓기 시작한 지 3일 정도되는 56세 중년 남성 환자를 맡고

있습니다.”

• SpO2(혈중산소농도) 74% on High Flow Oxygen(고유량산소요법) 

• Temperature(체온) 38.6C, 

• Heart Rate(심박수) 120/minute, 

• Respiratory Rate(호흡수) 37/minute, 

• Blood Pressure(혈압) 84/56mmHg.

“임상 진단은 폐렴(pneumonia)으로 판별되었지만, 폐렴 증상 환자가 이러한 증상은 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시 한 번 심각한 폐렴 증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 등을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통해 찾아보려

고 합니다.”

1. Patient Assessment and Observations 

2. Clinical Diagnosis

• “흉부 엑스레이 사진으로 미루어 볼 때 진단은 명확해 보이며, 

• 우상엽(lobe)과 우하엽(lobe)에서 복수폐렴 현상으로 보임. 

• 환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현재 모바일 엑스레이 사진만 확보된

상태.

“쉽고 빠른 근거 기반 임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DynaMed에 접속하여 조금 더 다양한 관련 정보

및 항생제 가이드라인(사용지침) 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3. Time for DynaMed Searching

“DynaMed 검색은 회진 전까지 빠르게 다양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관련 엑스레이 사진들
과 폐렴 중증 평가 척

도



Clinical Scenario - Pneumonia

4. Personal account

“DynaMed 인터페이스에서는 개인 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며, 개인 계정 사용 시 해당 토픽에 대해

업데이트 된 사항을 팔로우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정을 이용해 어디서나 dynamed.com 접속하여 이

용하실 수 있습니다)

팔로우 옵
션 설정 가

능

팔로우하는 토픽 리
스트 확인 가능

5. Mobile App

“DynaMed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 진료 등에 바쁜 의료진을 위해 태블릿/스마트폰 앱(app)을 제공합

니다.

단 한 번의 앱(app) 설치로 웹 버전과 완전히 동일한 컨텐츠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DynaMed
앱(app) 다운로드

앱(app) 인증 후 컨텐츠
다운로드

IP 인증 or 개인 계정

IP 인증 개인계정

온라인이용 ONLY

모바일 부분저장

모바일 전체저장

이용 준
비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