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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Based Medicine 20 Years On
“Clinicians therefore
need resources that filter, appraise, and synthesize the 
evidence......
And facilitate access to this processed information at the point 
of
Care.”

“임상의들에게는평가및여과된근거들을종합한……신뢰할

수있는 Point of Care information 이필요하다.”

“The state-of-the-art thinking regarding the assessment of trustworthiness of evidence is
captured by GRADE (Grading of Recommendations Assessment, Development and
Evaluation) methodology.”

“최근 근거의 신뢰도 평가는 GRADE 에 의해 고려된다.”

Can J Neurol Sci. 2013; 40: 44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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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ed Plus

• 환자 진료 시 진단 및 근거, 투약 정보, 치료법 에서, 의학연구자들의
임상 연구 가이드라인 까지 제공 하는 Total Point of Care Tool 
-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의 신뢰도 높은 질병 정보 및 약물 정보 제공

- 모든 임상 토픽은 각 분야, 저명한 Editor 그룹을 통해 Peer-Reviewed

- 임상정보원에 최적화 된 인터페이스 제공

- 각 Topic과 관련된 이미지(CT, X-Ray, 환부, 증상, 예후 등) 제공으로 진료 및

Case Study, 학습 자료로 이용 범위 확대

A Leader at the Point-of-Care



EBSCO Health는보다나은의학정보원제공을위해이용자
피드백및필요사항을수용하고있습니다.

overviews and recommendations(GRADE 기반)

well-known expert reviewers

increased breadth/depth of specialty content

multimedia content

better search & discovery

DynaMed Plus has….



Overviews & Recommendations



Strong and Weak 으로
recommendations의 정도
제공

해당 링크 클릭하면 Level of 
Evidence의 근거 및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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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P, AMA 및 각 토픽에
필요한 질병 관련 이미지
5,000건 제공



DynaMed Plus includes more 
than 4,000 images with more 
than 2000 from ACP.  Images 
are searchable as well as 
embedded in relevant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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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이가장많이찾는질병, 
약물명데이터를기반으로한
검색시키워드자동완성제공



검색결과를질병, 이미지, 
Calculator 탭으로분리

검색키워드와완전일치된
결과는가장상단에각각의
섹션별링크포함하여제공





검색키워드와관련된
연관 Topic 검색결과에
함께출력



토픽 내 특정 키워드
검색 및 Jumping 기능
제공



Seamless access on the go
DynaMed Plus 전용 모바일 서비스 제공

• Mobile provides:
– 확장검색 제공

– 자동 업데이트(Wifi 연결)

– 쉬운 탐색

– 간편한 인증

• Features:
– 오프라인에서 접속 및 이용 가능

– 관심 토픽 북마크 기능 제공

– 관심 토픽 신착정보 서비스 제공



DynaMed Plus employs a 

FULLY RESPONSIVE DESIGN, 
which means it renders ideally for 

any device or orientation
iPhone Small Tablet iPad - Portrait iPad - Landscape



ACP Partnership in 2015

AMA Partnership in 2016

 ACP의 Clinical Leadership과함께내과
토픽리뷰

 ACP에서 제공하는 Image, DynaMed 
Plus의해당토픽에포함하여제공

 JAMA Network Journal 의이미지및임상
컨텐츠 DynaMed Plus에수록

 DynaMed Plus CME 인정



MICROMEDEX DRUG CONTENT

• Medication Management Standard Drug Information

• Drug Information for Medication Safety

• IV Compatibility for Reduced Complications

• Lab Recommendations

Micromedex는 간결하고 명확한 약물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약물 관련 중요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DynaMed Plus
이용자 가이드



Main Page 

Medical Calculator 제공

검색창, 키워드 입력 시 추천어, 자동완성 기능 제공

최근 업데이트 된 임상 토픽만 연람 가능



키워드 검색

검색어 입력 시 키워드 추천기능”Go 
To” 와 자동 완성 기능”Search For”  

기능 제공



검색 결과

Exact Match 토픽에 대한 세부 정보
Summary 제공. 링크를 통해 해당

정보로 이동

검색 결과와 해당 토픽 관련된 이미지 동시 검색

토픽과 관련된 이미지 별도 출력

검색 키워드와 연관 토픽(약물정보, 
바이러스 정보 등 자동 검색)



검색 결과

토픽 내 검색 기능 제공

모든 토픽에 정형화 된 13가지 메뉴 제공

토픽 최 상단에 업데이트 일자
및 내용 확인



토픽 내 검색 기능

키워드 입력 후 Enter 선택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항목으로 자동 이동



토픽 세부 항목 Navigation

토픽 브라우징 시 해당 항목을 상단에
나타내주어 이용자가 어떤 항목의 정보에
접근했는지 표시



Guideline

지역 별 가이드라인 제공



Full Text Linking

가이드라인, Reference 항목에서 “full 
text” 링크 클릭 시 원문으로 이동



Full Text Linking

“Guideline and Resource” 항목 가장 아래
섹션에 “MEDLINE search” 기능 제공

치료, 진단, 예후 등의 링크 클릭하면
PubMed 검색으로 이동(키워드 자동완성)



Medical Calculator

투약, 위험정도 등의
Medical Calculato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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