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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술기(Nursing Skill) 동영상데이터베이스-

상세 소개

&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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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Dynamic Health?

• 간호 술기(Nursing Skill) 관련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 간호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술기(Skill) 정보를 제공

• 근거중심간호학(Evidence-Based Nursing) 기반으로 CINAHL

팀의 체계적인 리뷰를 거쳐 정확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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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ynamic Health?

• 간호학 관련 중요 정보원을 바탕으로 간결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 CINAHL, Mosby,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American Nursing Association,

American Nurses Credentialing Center and hundreds of other resources

• 현장실무, 교육 시 즉문즉답이 가능하도록 설계

• 동영상, 이미지, 약물 정보 등 CINAHL 팀의 리뷰를 거친 필수적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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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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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Skills Transcultural Care

Patient Instruction Allied Health Skills

중요 제공 술기(Nursing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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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술기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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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Skill에는목적과
필수 처치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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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를 파악할수
있도록 링크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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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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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의 각 항
목은 펼쳐보기를 통
해 자세한정보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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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Steps은
간결하게 Step by  

Step 형식으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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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탭을 통해간호학과
학생들 또는 신입간호사들의
이해도를 평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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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Customization

• 구독 기관에 맞는Customization 가능

− Hide Content(특정 컨텐츠숨기기)

− Add Workplace Notes

− Add Workplace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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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김 컨텐츠

리스트 확인

Springfield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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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맞는
노트추가

Wes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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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내용은 Skill상단에
표시

Wes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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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SIDE HOSPITAL

Westside

기관에서사용하는
Skill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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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을 입력하여쉽게
Skill 추가

Wes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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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s Videos & Images

• 1000건 이상의 동영상 이미지 정보 제공

• 3D 및 2D 동영상 및 이미지 자료 포함

• 모든 정보는 전문가의 리뷰를 거쳐제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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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동영상



검색및이용방법



분야별술기브라우징

키워드입력시자동완성제공
# GO TO: 해당 Skill 로바로이동

# SEARCH FOR: 검색결과페이지로이동



기관관리자가생성한 Nursing Skill



기관관리자가생성한 Nursing Skill



각탭을선택하여컨텐츠이용

각항목으로바로이동
할수있는매뉴



기관에맞는특이사항등을추가하여
상단에노출



- Checklist -
상단의 PRINT 버튼을클릭하면

항목선택하여인쇄가능



- Videos -
동영상재생후 Fullscreen 
클릭하면설명스크립트를
포함한전체화면으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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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nd Offline Access with Our MobileApp

The Dynamic Health Mobile App:

• 안드로이드 및 IOS 버전제공

• 추가 비용없음

•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수 있도록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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