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linicalKey 소개
ClinicalKey 는 의료전문의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자원 컬렉션에서 해당 검색어와 가장 관련이
높은 답변을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임상검색엔진입니다. Journal 뿐만 아니라, e-Book, image,
video 등 다양한 컨텐츠의 임상 정보들을 기초로 하여 의료전문의들의 Workflow 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어, 의사들의 정보검색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환자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2. ClinicalKey 특징


Comprehensive : 의료전문의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자원 컬렉션에서 답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MEDLINE 통합 검색 및 Link resolver 를 통해 타사의 저널에 접근 가능



Trusted : Elsevier 에서 출판하는 권위 있는 임상 컨텐츠



Speed to Answer : Elsevier 에서 만든 EMMeT(Elsevier Merged Medical Taxonomy)로 부터
컨텐츠를 맵핑하여 의미검색을 하기 때문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결과만을 빠르게 추출



Intuitive :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workflow 에 맞게 정보가 구성되어 있어,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최신경향을 파악하면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 쉽게 준비 가능

3. ClinicalKey content 수록 내용
Content Type

ClinicalKey

Books

Over 1000

Journals

Over 500

* Clinics & Seminars

About 55

Videos

Over 12,000

Images

Over 3,600,000

Procedures Consult (시술동영상)

Over 300

Clinical Trials

Over 125,000

First Consult (근거중심요약정보)

About 800

Practice Guidelines (진료지침)

Over 4,000

Patient Education

Over 5,000

Drug Monographs

Over 2,800

4. ClinicalKey 이용화면
(1) 계정등록 및 로그인
① ClinicalKey (www.ClinicalKey.com)로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Register”를 클릭합니다.
② *표시가 있는 문항에는 모두 선택 및 정보를 입력하시고, “Register” 클릭합니다.
③ 로그인하실 때, Username 은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비밀 번호는 5~20 자, 특수 문자 제외)
※ ScienceDirect, Scopus 등의 user name, password 있을 경우, 바로 ClinicalKey 에 로그인이
가능하며, ScienceDirect, Scopus 등의 user name, password 없는 경우, “Register”에서 개인 정보
입력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2) 검색
①

검색어 자동 완성 및 관련 검색어 나열 기능

- 찾고자 하는 검색어를 search bar 에 입력하면, EMMet 에 의해 자동으로 검색어가 완성되어 키워드
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검색어들을 뿌려줍니다.

② 세 가지 부분으로 검색 결과 제공
- 왼쪽부분 : Content type 에 따라, Specialty 에 따라 필터링 가능
- 가운데부분 : 검색한 내용의 가장 관련 있는 검색 결과를 순서대로 제공
- 오른쪽부분 : 의사들의 workflow 에 맞추어 환자 관리를 할 때 필요한 전체적인 개요부터 임상
요약, 병의 원인, 진단, 치료, 예방, 치료 뒤의 경과 예상 등을 안내

(3) 브라우징
- 항상 화면의 맨 위 왼쪽의 탭에서 ClinicalKey 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한 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컨텐츠 별 타이틀 검색, 키워드 검색, Specialty 검색 등이 가능합니다. (Multimedia 제외)

(4) 주요기능 – 개인 계정 등록 후, 이용가능(무료)
① Presentation maker 기능 : 이미지와 출처를 함께 파워포인트로 쉽게 반출하는 기능

↓

②

Procedure Consult 시술 동영상 자료 : 검색후, 왼쪽 부분에서 ‘PC’만 필터링

③ eBook 챕터별 PDF 저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