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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Overview 

 

 

 

 

 

 

 

 Fast: Smart Search 

 Complete: Continuously updated content 

 Convenient: Mobile optimized  

 Trusted: Authoritative content backed by Elsev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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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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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s the 

latest books, 

journals, images 

and video 

Covers virtually 

every medical 

and surgical 

specialty 

Content is 

continuously 

updated and 

always current 



Solutio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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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reference books 

 600+ medical journals 

 17,000+ medical / surgical videos 

 300+ Procedures Consult videos 

 Over 2.2 million images 

 1,400+ Topic Pages 

 850+ First Consult monographs 

 2,900+ drug monographs 

 4,500+ practice guidelines 

 15,000+ patient education handouts 

 ClinicalTrials.gov database 

 Fully indexed MEDLINE 



New features 

• Optimised for mobile access 

 

– 모든 스마트 폰, 태블릿, 노트북 
최적화 

– 모든 의료 전문 분야에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 어디서나 접근 

– 모바일 엑세스와 고급화된 생산성 
도구를 모바일 액세스를 통해 검색, 
공유 및 임상 내용 접근 

– App스토어에서 App을 다운 받아 
설치할 필요 없이, 모든 모바일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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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eatures 

• Main Page: Filter by contents type 



New features 

• Topic Pages 

 

– 1,400 개 이상의 질병 토픽 페이지 

– 전염병학, 위험 인자, 임상 양상, 

치료, 등을 포함한 질병에 개요를 

임상 의사 결정 시점에 제공 

– 선호하는 정보 소스 또는 검색 

결과 목록을 통하여 세밀한 정보 

탐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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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eatures 

• Result Pages 

- Show all result → Sot by Relevance/Date and Filter by source, study, speci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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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eatures 

• Browse Pages 

- Book, Journal, More(Brows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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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eatures 

• Search History 

– 로그인 후, 쉽고 빠르게 이전 검색 확인 가능 

– 자동으로 최근 관련 결과 표시 

– 검색결과 저장/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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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eatures 

• Customised Patient Education Handouts 

– 15,000 유인물 포함 

– 특별 지침 추가, 텍스트 크기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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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eatures 

• Enhanced Presentation Maker 

– 폴더로 구분 가능 

– 저장된 이미지 추가/삭제 가능 



Contact 

 

 

• onlinesolution.kr@elsevier.com  

• 02-6714-3000 

 

• www.elsevierkorea.com 

• www.facebook.com/elsevie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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