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is AccessDermatologyDxRx? 

▪ AccessDermatologyDxRx는의대생, 피부과레지던트, 내과전문의, 종양

전문의및전염병전문가를포함한모든의사및기타의료제공자를위한

포괄적인리소스입니다. 

▪ 이리소스는피부질환의전체범위를다루며, 임상의사결정에도움이되는

모든필수정보가포함된수천개의이미지가포함되어있습니다.

▪ Brief Overview: https://youtu.be/6X91gVa5xfc

https://youtu.be/6X91gVa5xfc


What is AccessDermatologyDxRx? 



AccessDermatologyDxRx : Key Features 

- 25+ Textbook 핵심피부과학제공

- 700+ Review Questions (다양한 Q&A test를통해학습상황확인

및강점, 약점파악)

- 400+ 멀티미디어자료 (애니메이션, biopsies, 피부과수술, 봉합기술

등의내용을포함)

- Cases (Clinical Dermatology cases – 1차진료시흔히볼수있는

다양한사례와임상사진, 진단옵션등을제공)

- 1,000+ Drug 정보



Front page

Menu bar

Search



Search – 키워드 검색

키워드 검색 시 사례

: 사용자가 Rickettsial Diseases와

같이 두 단어를 검색하면 두 단어가
and 검색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여줌

검색결과에서 결과 좁히기
1. Modify Search의
검색상자에 키워드를 입력 후
Update 클릭하여 결과좁히기
(Add term으로 추가 가능
2. 필터를 통해 필요한 항목만
체크(포맷, 텍스트북, 토픽)

키워드로 검색된
- 자료 유형
- 유형별 결과 수

토픽별로 분류

수록교재로 분류



Books : 원문보기

Book-Library를 통해
모든 교재 리스트를
보거나, 주제별로
Filtering하여 도서 검색



Books : 원문보기

연관된
Multimedia 자원

챕터별 보기
도서 기본정보

해당 교재 내 검색



Books : 원문보기

인쇄, 공유, 인용, 책내
검색등의부가기능제공

원문내용

Search Book 클릭시
검색창이나타남



Books : 원문보기

목차 : “Section”클릭시왼쪽에각

section 리스트가나타나고, 
클릭하여바로이동할수있음



Books : 원문보기

Listen 기능 : 
텍스트를음성으로
읽어주는도구로,    
각챕터섹션의시작
부분에서제공됨

톱니모양아이콘을클릭하면읽어주는
속도, 하일라이트표기여부, 컬러등
설정가능



Quick Reference : Fitzpatrick’s Flashcard Images

신속한참조와임상환경에서진단이
용이하도록 Fitzpatrick’s Dermatology 
Flashcards의강력한이미지갤러리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는 프레젠테이션 및 교육
목적으로 저장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Drugs

1,000+종 이상의약물정보 제공
복용방법, 적응증, 부작용, 가격정보 등

• Indications and Usage

• Contraindications 

• Warning/Precautions 

• Dosing 

• Administration

• Patient Education handouts 

• Interactions 



Multimedia : Videos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여 강의와 학습을 위해
지원합니다. 



Cases

Cases는 1차 진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까다로운 사례들을 제시하는 LANGE Clinical 
Dermatology Cases 에서 가져옵니다. 간략한 병력, 임상 사진, 감별 진단 옵션 및 가능한
진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실제 사례는 의대생, 연수생 및 임상의가 피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Patient Education Handouts

환자에게질병에대한원인과증상, 치료법을
소개해주는핸드아웃으로, MyAccess 프로파일에
로그인하면이자료에로고나개인메시지를
추가할수있습니다.



Study Tools : LANGE Clinical Dermatology Study Tools

* 까다로운 진단 및 관리 문제를
다루는 48개의 자체 평가
문항이 있는 알려지지 않은 임상
사례 제공
* 학생과 교육자가 사용할 수
있는 11개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제공
* 일반적인 피부 진단 및 수술
절차를 자세히 보여주는 비디오
수록



Study Tools : Review Questions

“Go to Book“ 버튼을 통해
해당 교재로 쉽게 돌아갈 수 있음. 
(해당되는 경우)

사용자는 단일 책 내의 모든
Q&A에서 랜덤 퀴즈를 바로 생성
가능

집중 학습 원하는 사용자는 특정
주제 (있는 경우)에서 질문을
선택하여 퀴즈 생성 가능

문제풀이 후 결과 및 해설 제공



MyAccess(개인계정) 생성하기

개인계정 생성
클릭

학내 접속 시
자동으로
학교이름이
보여짐

클릭



MyAccess(개인계정) 생성하기

<개인계정 생성 시 장점>

•모바일 기기 이용 가능

1) 모바일에서 개인계정 로그인 시
교외접속 없이 사용 가능

2) 학내 IP에서 로그인 시 90일간 모바일
이용 인증되며, 90일 동안 학내에서
한번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만료됨
(90일 이내 재로그인 시 자동연장)

•알람설정 가능 (신규컨텐츠 alert 등)

•북마크(즐겨찾기) 기능

: 원하는 컨텐츠- 챕터, 도표,

비디오, 케이스 등

•원문 Print, e-mail 전송

•Image 저장

•Review Questions (Q&A) 문제풀이 및
결과 저장

이름, e-mail 
(필수입력)

ID/PW 등록
(필수입력)
우측 패스워드
생성 가이드
참조

직업(필수)
세부전공(선택)
입력

Create Account 
클릭



MyAccess Folders

MyAccess
Dashboard를 통해
프로젝트, 코스, 
주제에 대한 자원을
별도로 저장할 수
있는 폴더 생성 가능

View All Favorites 
이동



MyAccess Folders

즐겨찾기(Favorites) 탭에 저장되어 있는 항목들 중
원하는 컨텐츠를 체크 >
“Add To Folder” 클릭 > 원하는 폴더 선택하여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