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 고
빠 르 게
검증된 최신 정보로
언제 어디서나

With so many questions in healthcare today,
it’s time to start finding better answers with ClinicalKey

ClinicalKey에 접속하면,
원하는 결과를 쉽고 빠르게
지속적으로 검증된 최신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습니다.

ClinicalKey’s resources
• 1400+ 질병에 대한 임상 요약
• 1,100+ 의학도서
• 650+ 저널 수록
• 13,000+ 환자교육 자료
• 15,000+ 임상 관련 진료지침
• 39,000+ 의학 비디오
• 3,400,000+ 이미지 (X-ray, MRI, CT 등)
• MEDLINE의 MESH용어 Full-Index 제공
• Lancet, Gray’s Anatomy 및 Medical/Health 주요 저널 및 북 포함
•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최신 의학 정보
(*2017 기준)

원하는 결과를
쉽고 빠르게 검색

• 연관 검색어 및 항목 별 필터
• 관련 있는 검색 결과부터 상단 제시
• 날짜, 콘텐츠 타입, 분야에 따라 정렬
• 검색 기록을 포함한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지속적으로 검증된
최신 정보에 접근

• Lancet, Gray’s Anatomy 및 Medical/Health 주요 저널 및 북 포함
• 40여 전공 분야별 Top Book, Top Journal 제공
• SCI급 저널 약 257종, SCIE급 저널 약 495종
• Doody’s Core Titles 약 250권
•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최신 저널과 신간 도서
• 2016년 한 해 동안 책 72권, 저널 36권 업데이트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활용

• CK 모바일 앱으로 장소와 시간에 관계 없이 접속
• e-Book PDF 다운로드 가능

• ClinicalKey가 환자 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 ClinicalKey에 접속하시면 환자 관리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ClinicalKey에 접속하셔서 환자 관리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세요.

ClinicalKey를

• 의사 한 명 당 하루에 약 9.5개의 임상 관련 질문을 합니다. (1)

활용하는 경우

• 1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검색하는 시간은 최소 5분이 소요됩니다. (2)
• ClinicalKey는 임상 질문의 답을 검색하는 시간을 50% 줄여줍니다. (3)

Time for answering clinical
questions per physician per day

Time Saving with Clinical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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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Key를 구독하는 경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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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병상 병원, 38명의 의사가 근무한다면 (FTE):
병원의 비용절감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4)

• 24 분 x 5 일 x 5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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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 분 절약 / 의사 / 1년
= 100 시간 절약 / 의사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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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시간 절약 x 38 의사
= 3800 시간 절약

/ 병원 / 1년

• KRW36,230 x 3800 시간 절약
= KRW137,674,000 비용 절약

··Source (1) : “Watson and Healthcare” The British Medical Journal, April 2011
··Source (2) : Hospital Physician Information Survey, March 2012, Opinion Health
··Source (3) : Elsevier APAC (2013) : Case study,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Korea, Elsevier DACH (2013) : Case study DRK Kliniken Berlin
··Assumptions (4) : 영상의학과 의사 평균 연봉 KRW 7,246만원 (한국고용정보원 2015 한국의 직업정보)
KRW 36,230/h; 2,000 h p.a, 700-bed-hospital with 38 staff phys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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