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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Key 등록 및 로그인
(모바일 외부 접속 포함)



1. 기관 내 IP에서 PC로 ClinicalKey 접속: www.clinicalkey.com

http://www.clinicalkey.com/


2. 오른쪽 상단 “Registration” 클릭: 기관 도메인 이메일 등록
* 표시 필수 입력 및 체크



3. “Registration”한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PC 로그인
(Registration 이메일이 전달됩니다)



4. 오른쪽 상단의 “Username” → “Remote Access” 클릭



5. “Apply for remote access” 페이지에서 등록한 이메일 주소(Username) 입력



6. 60분 내로 전달된 이메일의 link 클릭
(Activate your remote access)



7. 외부 PC, 모바일(ClinicalKey App) 등으로 Remote access 가능



Search & Brow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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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in Page

- Search & Browse 가능

- News and Update 및 Trending Topics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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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arch Result

- 처음 검색 결과는 Relevance로 확인, Date Published로 수정하여 결과 확인 가능

- 왼쪽에서 Source Type, Specialties, Date를 필터로 제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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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isease Overview

- 오른쪽에서 Disease Overview 정보를 간단하게 확인 가능

- View Full Topic 클릭 시, Ferri's Clinical Advisor와 Conn's Current Therapy 자세한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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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ooks & Journals

- 웹 페이지에서 Books & Journals의 원문 정보 확인 가능

- Book PDF 다운로드는 로그인 이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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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rug Monograph

- 약물정보 확인 가능, 참고문헌 링크로 해당 정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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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uideline

- 임상관련 지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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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tient Education

- 환자교육자료 제공, 500종 이상의 한국어 자료 포함 (Create printable PDF)

- 한국어 환자교육자료 활용방법: 사용가능언어(Korean) → Print(Korean) → Create printabl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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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ultimedia

- Specialties와 Media Type(Image, Video)으로 필터 설정 가능

- 이미지 PPT 파일로 변환: (1) 로그인 → 이미지 클릭 → 모니터 모양의 Add to Presentation 클릭 → 폴더명 설정 후 Add

(2) 로그인 → 사용자이름 → Presentation → 해당폴더 → Export



Implanted Port This skill describes how to access, deaccess, and care for an implanted venous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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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rocedures Consult 

- 시술/수술 동영상 정보 확인 가능



Thank you

Elsevier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