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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시컴프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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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시작하기 전에
1.1

렉시컴프 제품 소개

렉시컴프는 Wolters Kluwe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약물 정보 데이터베이스로써 6,300개 이상의 국제
약물 정보, 16,700개 이상의 약물 독성 관련 주제 등 다양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명 이상의
약사 및 임상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 위원들에 의해 엄격한 편집 과정을 거쳐 업로드되는 렉시컴프는
미국 병원약사회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AHFS정보를 제공하고 Facts and Comparison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2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을 실행한 후 주소 창에 렉 시 컴 프 URL 주소

https://online.lexi.com 입력하고

접속합니다. 기관 계약 고객의 경우, 우측 상단에 기관명이 명시되고 렉시컴프 검색 홈 화면에 자동
접속이 되므로 즉시 검색 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ome 화면 예시]

1.3 언어 설정
렉시컴프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폴란드어 등 10개국 언어를
지원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언어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어 선택 및 변경을 위해서는 화면 왼쪽 하단의 Language → 언어 선택 → Accept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언어 선택 후에는 해당 언어로 화면이 바뀌고 사용자의 검색 활동 또한 해당 언어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언어 선택 후 검색창에 ‘항응고제’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는 여전히
영어지만, ‘anticoagulants’와 관련된 검색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내 한글명의 의학
용어와 영어를 모두 매칭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언어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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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렉시컴프 사용하기
2.1 홈페이지 둘러보기
렉시컴프 검색 홈 화면 페이지에는 중앙에 검색을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통합검색 창’과
상단에 파란색 띠 형태로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 검색 도구’가 있습니다. 렉시컴프는 어떠한
광고 및 후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배너 광고가 없습니다.
[렉시컴프 검색 홈 화면]

2.2 통합 검색 기능
렉시컴프 통합검색 창을 통해 검색 시에는 약물명, 성분명, 계열명, 질병명, 계산기명, NDC

코드명, CAS명, 독성명, 의약 축약어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동완성기능을
통해 검색 키워드 추천, 사용자의 관련 검색 이력, 알파벳 철자 오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완성 기능 예시]

2.3 검색 결과 화면
통합검색 창을 통해 검색어를 입력 후

를 누르면 검색 결과 화면으로 바로 이어지며,

렉시컴프에서 제공하는 정보원들을 함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된
렉 시 컴 프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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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rofloxacin 검색 결과 화면]

검색 예시어: Ciprofloxacin (Systemic)
예시어 Ciprofloxacin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는 렉시컴프가 보유하고 있는 리소스 별로 나열되며,
업데이트 날짜는 우측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약물의 개괄적인

모노그래프 이용은 Lexi-

Drugs/Multinational 내부의 Systemic이용을 권장드립니다.

[검색 결과 화면 예시]

D

A

C

B

A. 검색을 한 약물명 또는 성분명이 표기되며 괄호안에는 렉시컴프 리소스가 함께 표시됩니다.
B. 내용 좌측에는 소제목이 일렬로 나열된 네비게이션이 위치합니다. 네비게이션의 구성은
브랜드명, 용량정보(신/간 장애 용량 조절 정보 포함), 복용정보(Off-label 정보), 투여정보,
주사정보, 보관정보, 금기사항, 임신부/수유부 약물 주의사항, 약물 기전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C. 모든 약물 검색 결과는 4가지 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노그래프, 약물 이미지, 성인용 환자
교육자료, 소아용 환자 교육자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 화면 우측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옵션이 있으며, 해당 문서에서 특정 검색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색도구, 특정 아웃라인으로 바로가기, 인쇄, 도움말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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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약물 검색 화면 예시]
렉시컴프는 영유아 약물에 대한 정보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시기별 용량정보, 투여 방법, 영유아
약물 처방과 관련된 주의사항, 영유아 인종에 따른 약물 사용의 차이점 등의 정보가 있습니다.

검색 예시어: Gentamicin (Systemic)

2.4 검색 도구
자주 사용하는 검색 도구는 홈 화면 상단의 파 란 색 툴바(Toolbar)에 위치해 있습니다. 검 색
도 구 를 활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검색 기능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도구 화면 예시]

2.41 주사제 호환성 도구 (Trissel’s IV Compatibility)
렉시컴프에서 제공하는 주사제 호환성 정보는 Lawrence A. Trissel의 Clinical Pharmaceutics
Database를 바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약물 및 IV 솔루션별 검색 기능, 850가지 이상의 약물 및
솔루션과 4,700가지 이상의 고유 reference가 지원하는 76,500가지 이상의 호환성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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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호환성 검색 화면 예시]

검색 예시어: IV Drugs: Ciprofloxacin, Heparin Sodium, Dilaudid, Vancomycin HCI, Levophed
IV Solutions: Lactated Ringers

2.42

상호작용 도구 (Interactions)

상호작용 도구는 약물 종류, 약물 알레르기 및 생약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선택에
도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알레르기 정보를 입력하여 잠재적 상호작용을 사전에 식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험 등급은 각각 A, B, C, D, X로 표기됩니다. 상호작용 약물 이름 클릭 시,
상호작용 모노그래프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_[상호작용 모노그래프 예시] 참조
[상호작용 검색 화면 예시]

검색 예시어: Ciprofloxacin(Systemic), Warfarin, TUMS Chewy Bites(OTC), Grapefruit Juice, St. John’s
Wort + 알레르기 추가 Levofloxacin(Systemic),Egg or Egg-derived Products

[상호작용 모노그래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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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약물 식별 도구 (Drug Identification)
약물 식별 도구를 이용하여 각인 형태, 모양, 색상, 제조사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분류되지 않은
약물을 신속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렉시컴프는 13,000개 이상의 약물 이미지와 약 58,000개의
imprint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물 식별 검색 화면 예시]

검색 예시어: 각인 M, 100

2.44

환자 교육 자료 (Patient Education)

렉시컴프는 19개국 언어로 환자의 상태, 치료 및 전반적인 정보를 읽기 쉬운 형태(Q&A)로 환자
교육 자료를 제공합니다. Joint Commission 기준을 준수하여 의약품(성인 및 소아) 복용과
부작용 안내, 질병 관리와 행동 요령, 응급 사항 대처 요령, 물리치료, 등 환자의 치료와 건강에
관련된 총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한 일반적인 질병 관리, 입원 전, 입원 중,
퇴원 후, 지속관리 대상 환자 등 다양한 상황의 환자에게 적합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환자 교육 자료 검색]
렉시컴프 내의 모든 환자 교육 자료를 A-Z까지 검색하시려면 Browse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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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교육 자료 검색 예시 화면]

검색 예시어: Ciprofloxacin (Systemic), Warfarin, Paracetamol, Acetaminophen, Deep Vein Thrombosis
(Blood Clots in the Legs)
환자 교육 자료 검색창에서 검색 후, Add To Packet을 누르면 검색어가 왼쪽 패킷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Preview Current Packet탭으로 이동하시면 현재 왼쪽 패킷에 담긴 자료를 한눈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패킷 옵션 추가 및 저장하기]
패킷 옵션에서 19개국 언어 중 선호 언어 선택, 영문 자료 저장 여부 선택, 글자체 크기 조절 등이
가능하며 저장은 아래 Store Packet을 클릭합니다.

2.45 계산기 (Calculator)
렉시컴프 계산기는 MedCalc 3000과 협약하여 130여가지의 의학공식, 임상기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중을 기반으로 하는 소아 ALS, 투약량과 변환율, 점적률, 장기 기능, TPN 삼투압측정,
APGAR 점수, Child Pugh 분류, 신장 여과 등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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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독성 정보 (Toxicology)
렉시컴프에서 제공하는 독성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구창에서 ‘독성 정보’를 클릭합니다.
응급상황 및 1차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온 저하나 약물 과다 복용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Lexi-Tox와 Household Product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독성, 해독제, 오염 제거제 등 가정 용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독성 특화 계산기, 약물 식별 기능을 통합 제공 화학 성분 및 가정용
화학 약품의 독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렉시컴프에서 제공하는 독성 모노그래프에는
성분정보, 제조사정보,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독성 정보 접속 화면]

[독성 정보 메인 화면]

[독성 정보 검색 화면]

검색 예시어: Zerex, Ethylene Gly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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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약물 비교 (Drug Comparison)
렉시컴프는 4개의 약물 모노그래프를 병렬적으로 나란히 비교하는 형태로 데이터 비교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비교의 ‘Data View’ 와 자세한 비교 ‘Monograph View’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약물 비교 접속 화면]

[약물 비교 검색 화면]
비교를 원하는 약물을 4개까지 우측 검색창에 검색 후 Add 버튼을 눌러, 좌측 약물 리스트 안으로
추가한 후 Compare 버튼을 누릅니다.

[약물 비교 검색 결과 화면]
4개의 약물 모노그래프가 병렬적으로 나란히 비교되며 우측 Print 버튼을 눌러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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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모바일 렉 시 컴 프 이용하기
의료 기관에 근무하는 임상의들은 환자 침상 곁에서, EMR 시스템, 의사 자택 혹은 사무실 등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로 하는 근거 기반 임상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PC 버전의 렉시컴프 데이터(Full version)가 모바일 버전으로 제공되며,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구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하나의 통합된 렉시컴프 앱으로 이용 가능하므로 하나의 앱에서 Lexi-Drugs, IV
Compatibility, Drug reports, Drug interactions, Toxicology, Durg identification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렉시컴프는 병원의 EMR 시스템에도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업투데이트를 EMR 시스템에 설치하면
EMR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사용자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렉시컴프 모바일 개인 계정 생성 방법]
아래 URL을 접속하면 모바일 계정 등록에 필요한 코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olterskluwercdi.com/cdi/codes/?universal=YOURCODEHERE
이후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Lexicomp를 검색한 후,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고 등록한
이메일 계정과 기관 코드를 입력하면 모바일 접속이 가능합니다.

[렉시컴프 앱 다운로드 QR 코드]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렉시컴프 앱 다운로드 센터로 즉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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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시컴프 모바일 안내 비디오]
렉시컴프 모바일 계정 생성 및 이용에 관한 영문 비디오입니다.

http://vid.uptodate.com/watch/GjXvvtDpH2R33ifQuzTYXo?vyetoken=78a96c97-1759-4f3e-a9d9c9b471e2c5e0&autoplay=1&vyplayer=GjXvvtDpH2R33ifQuzTYXo

별첨1 : 사용자 피드백 수렴 안내
렉시컴프는 사용자의 고견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렉시컴프 홈 화면 좌측 하단에 위치한 Support
버튼을 클릭하시면 접속 이슈를 비롯한 모든 문의를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피드백 버튼 위치]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grace.jeong@wolterskluw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