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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is “Micromedex”? 



4

MICROMEDEX

evidence-based clinical reference

• Clinical decision support tool

• Drug information database

Introducing  Micromedex



• MICROMEDEX®는 의약,질병,환경,독성 등 임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로 구성된 전문 임상의약학
Database로써 전세계 92개국, 국내 약 80여 곳의 병원, 제약회사, R&D 센터, 정부기관, 산업현장에서 이용
중이며 특히 병원의 경우, 국내 대형 병원에서 대부분 MICROMEDEX®를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문임상약학Database 입니다.

• 전문가들에 의해 철저하게 검증된 의약품 모노그래프와 상담자료로써 전 세계 처방 및 비처방(OTC)의약품의
용법/용량, 약물동력학, 주의사항 (부작용, 금기, 임부/수유부 안전성 등), 상호작용 (약물- 약물, 음식, 질병, 
담배/술 등), 임상적용, 비교유효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1977년 미국의회로부터 Official Drug Compendium 로 인정받았습니다.

• Micromedex editorial process는 NICE 인증을 받았습니다.

Introducing  Micromedex



Micromedex Product



Micromedex Product



Evidence-based editorial content
has been thoroughly reviewed by our experts

90+ editorial staff members(full days)

7,000+ journals researched

500,000+ articles reviewed annually

Editorial Process



Literature Evaluation

We include the best of the available medical literature in our content

• Rigorous Literature Evaluation Policy
•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the study so that only the best 

evidence is incorporated into Micromedex content
• Determination of clinical significance of the study drives 

update prioritization
• Conflict of Interest Policy to protect against outside influence

Editorial Process



Literature Surveillance

Our Knowledge Development staff monitor 
the worlds medical literature every day
• Estimated over 12,000 medical articles published per 

week
– On-going literature surveillance

➢ Primary literature
➢ Regulatory bodies
➢ Guideline organizations

– Targeted Searches
➢ Specific topics
➢ Clinical specialty

• Frequency of surveillance is driven by the topic
• Significant annual investment in library resources

Identification of the full body of evidence on a topic is essential to 
provide fully informed recommendations

ALERTS FROM FDA AND 
MEDICAL 
ORGANIZATIONS

AUTOMATED
LITERATURE
SURVEILLANCE

TARGETED
SEARCHES BY
MEDICAL LIBRARIANS

Editorial Process



•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 has accredited the process used by IBM Watson 
Health to develop content used in its MICROMEDEX 
Solutions.

• For full details on our accreditation visit:
www.nice.org.uk/accreditation

Official Accreditation

Editorial Process

http://www.nice.org.uk/accreditation


Click to edit Divider title 
style

Click to edit Master subtitle style

2. Why is “Micromedex”? 



폭넓은 정보 제공



Drugdex® 컨텐츠 정보

ᆞ 약물,약품 의약품 약동학 및 약품 정보
ᆞ 약물비교 정보
ᆞ 약물상호 작용
ᆞ 약품식별 정보
ᆞ 부작용,금기,임부 안전성 정보
ᆞ 주사제 배합 정보
ᆞ TPN, TNA 정보
ᆞ 신생아 의약품 정보
ᆞ FDA 승인약품 상세 정보
ᆞ Non-FDA 약품 임상 정보
ᆞ 독성 정보
ᆞ 생식독성 정보
ᆞ 질병,질환 임상 정보
ᆞ 화학제품 취급/처리 정보
ᆞ 환자교육 정보

① Drugdex



② Martindale

• 전세계적으로 공신력 있게 사용되고 있는 Martindale DB 제공

• Martindale은 치료약물, 임상시험약물, 약용식물, 진단시약, 살충제, 염색약, 방부제,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포괄



③ PDR

• PDR은 미국 FDA 승인된 2,800종 이상의 의약품의 허가정보를 수록

• PDR, 일반의약품 및 영양보충제 PDR, 안과 약물 PDR 수록



④ Drug Consults

• Micromedex Editorial Team에서 자체 제작한 질병, 약물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 자료 제공

• 임상 가이드라인, 비교 테이블을 포함



• 전 세계에서 발표된 다양한 처방 기준도 포함하여 제공

처방 가이드라인 제공



적응증 정보

• 적응증에 관한 정보는 FDA 승인 적응증(FDA Uses)과 FDA 미승인 적응증(Non-FDA 
Uses)으로 분류하여 제공

• 적응증에 관한 정보를 요약정보와 상세정보로 나누어 제공

• 추천 등급(Class I/II/III)와 문헌 보고도(Category A/B/C) 제공



약물 효능/효과 비교 정보

• Comparative Efficacy: 특정 적응증에 대한 약물 비교 자료 제공

• Place In Therapy: 해당 성분의 약물이 치료 과정에 있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 분석한 자료 제공, Drug Consult 자료로 연결





환자별 약물 용량 정보

• 성인 용량(Adult Dosing): 용법/용량 안에 기본적으로 성인 용량 정보 제공

• 소아 용량(Pediatric Dosing): 성인 용량과 구분하여 개별적 제공

• 특수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 정보(Dose Adjustments): 간장애, 신장애, 노인 용량 조절
주의가 필요한 특수 환자의 용량 조절 정보 제공



의약품 안전성 정보 제공

•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 금기

• 경고

• 부작용

• BBW

• REMS

• 약물 상호작용

• IV compatibility

• 임부&수유부 주의 정보

• 모니터링



환자 복약지도문

• 약물명, 질병명, 증상명, 검사명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 가능

• 약물명 검색 시, 단일/복합제가 모두 검색되고 투여경로 및 제형별로 구분되는 정보
제공



• 질병명 검색 시, 검색 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질병, 증상, 생활습관 개선 사항, 약제 사용법 등의
정보 도출

• 문서 종류를 일반적 복약정보, 입원환자용, 퇴원환자용, ER환자용으로 나누어 제공



약물 독성 정보

• 약물 독성정보의 경우, ‘Clinical Effects’ ‘Range of Toxicity’ ‘Treatment’ 3가지
내용으로 상세하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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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cromedex Tools
• 약물 상호작용 도구

• Trissel’s IV Compatibility

• 약물 비교 도구

• 환자 복약 정보

• 계산기



Micromedex Tools 정보

ᆞ Drug Interactions
ᆞ IV Compatibility
ᆞ Drug ID
ᆞ Drug Comparison
ᆞ CareNotes
ᆞ NeoFax / Pediatrics
ᆞ RED BOOK
ᆞ Tox & Drug Product Lookup
ᆞ Formulary
ᆞ Calculators

Micromedex Tools



• 여러 약물에 대한 상호작용 정보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도구

• 약물 상호작용 분석 시 환자 알러지 정보 추가 가능

• 상호작용에 대한 심각도와 문헌보고도, 요약정보, 상세정보 제공

• 약물-약물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첨가제, 알러지, 음식, 술, 검사, 담배, 임부, 수유부에 관한
9가지의 상호작용 정보 제공

약물 상호작용 도구





Trissel’s IV Compatibility

• 여러 약물을 정맥 주사할 때의 호환성 정보 제공

• 한 가지 약물 검색 시, Solution, Y-Site, Admixture, Syringe, TPN/TNA 5가지 정보
제공

• 여러 약물을 동시 분석 시, Y-Site, Admixture, Syringe 3가지 정보 제공

• 상세정보에서는 연구방법(연구기간, 저장상태 등)을 명시하고 물리적/화학적 호환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시





약물 비교 도구

• 약물을 한 눈에 비교하기 위한 ‘약물 비교 도구(Drug Comparison)’ 제공

• 요약 정보를 병렬적으로 비교 가능



환자 복약 정보

Available in 15 languages

• 환자 복약 지도를 위한 ‘환자 복약 정보(CareNotes®)’ 제공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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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cromedex Search Skill
• 검색 방법

• 자동 완성 기능

• 유사 검색어 찾기 기능

• 사용자 중심의 UI

• 업데이트

• Pub-med 링크



검색 방법

• 통합 검색창에서 특정 DB(Drug, Disease, Toxicology)로 제한하여 검색가능

• 기본적으로 제품명(ex. Xarelto), 성분명(ex. Rivaroxaban), 약물 계열(ex. Factor Xa Inhibitor), 
질병명(ex. Deep venous thrombosis)으로 검색 가능

• 구글링 방식을 채택하여 문장 검색 가능(ex. Drugs that treat breast cancer)

• BBW, REMS 등 자주 사용하는 특정 검색어도 검색 가능



자동 완성 기능



Intelligent searching with in-line 
spelling corrections

유사 검색어 찾기 기능



사용자 중심의 UI 제공

• 좌측 내비게이션을 통해 빠른 카테고리 이동 가능

• 우측 DB 연결창을 통해 해당 성분 정보 페이지에서 관련 있는 DB로 연결



업데이트 현황

• 매일 중요 업데이트

• 매주 정기 업데이트



PubMed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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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 User Guide

5. Micromedex 활용
• 병원에서 Micromedex 활용

• 학교에서 Micromedex 활용

• 실험 연구에서 Micromedex 활용



1) 병원 전체에서 활용 가능

2)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활용 가능

3) Point Of Care Tool 및 EBM 정보원으로 활용

: 동시이용자수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임상의, 약사, 간호사가 모두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
: 환자 진료 시, 가장 빠르게 답변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 소아, 노인, 임부등 특정 환자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제공
: 환자의 특성에 맞는 용량/용법, 부작용 정보 제공

: 가장 빠른 신약 정보 업데이트
: Reference 요약으로 근거 제공
: 환자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중심 약물정보 데이터베이스

병원에서 Micromedex 활용

5) 신약선정 시 활용

4) 다양한 복약지도문 활용 가능

: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복약지도문 제공 가능
: 신약에 대한 복약지도문 업데이트
: 복약지도문 자체 제작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의약품 이미지 및 질병에 관한 이미지 제공

: 약물 비교 테이블 쉽게 제작 가능
: 약물비교평론에서 약물간 비교효능에 관한 문헌 리뷰 제공함.
: 우리 병원에서 신약 선정 시, 유용하게 활용



1) 학생들 강의용으로 사용

2) 학생들 실습용으로 사용

: 필수 의약품정보원 모두 제공됨 (Lexicomp/ Martindale /AHFS DI / Facts and Comparisons)
: 학생들에게 알맞은 용도의 정보 제공
: 약물 정보 외에 Interaction Checking, IV Compatibility, 계산기, 복약지도문 등 제공
: 약물치료학 등의 강의에서 활용
: 복약지도문 제작 실습 시 정보원으로 활용

: 실습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독 시, 모바일 설치하여 실습지에서 활용
: 현재 16개 약학대학에서 실습용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학교에서 Micromedex 활용



실험 연구에서 Micromedex 활용

• 실험 및 연구정보인 Lab Test 데이터베이스도 제공

• 학교에서 연구용 및 학생들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연구에 대한 정보원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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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obile Micromedex
• Mobile User Guide



• 현재 Micromedex를 구독하고 계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 및 사용방법]

• Apple Store나 Google Play Store에서 ‘Micromedex’를 키워드로 검색해주세요.

• ‘Micromedex’를 입력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앱을 실행하면 인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 Micromedex 웹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Download Mobile Apps’에 들어가세요

Mobile User Guide 



• ‘Step 4’에 기관별 인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된 6자리의 영문과 숫자조합의 인증번호를 앱에 입력해
주세요.

• 애플 휴대폰을 이용하고 계신 경우,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iTunes App Store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앱을 다운
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Free Micromedex Drug Reference

- Micromedex Drug Interactions

- Micromedex IV Compatibility

- Micromedex NeoFax Essentials

- Micromedex Pediatrics Essentials

Mobile User Guide 



Micromedex Solutions Accessible Anytime, Anywhere

Mobile 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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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ppendix
• Micromedex 요약분석

• 국내 기관별 사용 현황



Micromedex

Drug summary,

detail information

- Drug Points 요약 정보제공

- Drugdex 자세한 정보 제공

- 복용정보는 Carenotes 에서 제공

- 전문의료인용 복용지침 clinical teaching guide 제공

- FDA-Labelled indication정보제공

- Non-FDA Indication 정보 제공

문헌 권장 등급 -MICROMEDEX는 엄격한 문헌 평가 정책에 따라 정보를 구축

-문헌보고도, 권장/근거 등급을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 결정을 지원

NICE 인증여부 MICROMEDEX는 객관적인 편집과정에 대하여 의약학 DB 중 유일하게 NICE

인증을 받은 정보원임.

Drug monograph

임상연구 자료

-임상연구 자료 제공으로 객관적인 판단 지원,

약물정보양 75-100 페이지/약물 1개

편집위원 -90명이상의 내부 편집인력

(경쟁사에 비해 약 7배 이상 큰 규모)

-컨텐츠 구축을 위해 전세계 20만 여 종의 참고 문헌 검토

① Micromedex 요약 분석



Micromedex

Drug Interaction - 9가지 drug checker를 제공

- Drug-Allergy를 비롯한 총 9개 분류에 따른 상호작용 제공

- Drug-Drug

- Ingredient Duplication

- Drug-Allergy

- Drug-Food

- Drug-Ethanol

- Drug-Lab

- Drug-Tobacco

- Drug-Pregnancy

- Drug-Lactation

- 분류별 상호작용 확인에 용이한 화면구성

IV Compatibility - Trissel’s IV Compatibility 정보 제공

- Y-Site / Admixture / Syringe에 해당하는 Compatibility 정보 제공

- Solution과의 Compatibility 확인 가능
- Storage 등 해당 의약품의 특성 제공

Mobile - 모든 기종에 모바일 버전 제공

- 이용자 수에 따른 추가 과금없음

업데이트 주기 - 매일 업데이트

② Micromedex 요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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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