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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시점의 의사 결정 지원 도구

 32개 주제분야 (Specialties) 제공

 Daily Update 제공 (All Update / Important Update 구분)

 6,500 개 이상 국내외 실용 Guideline 과 65,000 건 이상의 참고 자료

 1,600명 의 국제 전문가 와 29개국 2,500명 이상의 Peer Reviewers 의

전문지식 제공

 환자 패널이 검토 하고 NHS 하부기관인 “The Information Standard” 에서

승인받은 약 400 개 이상 환자 전단지 (Patient Leaflets) 를 제공

 EBMCalc 사의 250개 이상의 의료용 계산기 제공

 의료 및 외과수술 관련 3D 애니메이션 제공

 Martindale 약물 정보 제공

 모바일 Access 제공

What is BMJ Best Practice?

2016년 의사결정지원 (Clinical Decision Support) 26개 품목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 결과 공동 1등* 

* JMIR 2016;18(1):e15, Providing Doctors With High-Quality Information: An Updated Evaluation of Web-Based Point-of-Care Information 
Summaries



최근 Update된 정보 및 Important Updates 확인

32개 주제분야 제공

EBMCalc 사의 250개 이상의 의료용 계산기 제공

의료 및 외과수술 관련 3D 애니메이션

Cochrane Clinical Answers 와 Partnership 체결

Martindale 약물 정보 제공



매일 업데이트 되는 정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중요 업데이트 정보

주제분야별 업데이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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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을 요하는 질병부터 확인 가능

32개 주제 분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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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 Z 별

주제분야 별

2017년 5월 EBMCalc 과 Partnership 체결
250개가 넘는 의료용 계산기 지원
의학 공식 / 임상기준세트 / 의사결정트리 분석 / 용량, 단위 변환기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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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 전단지



5
3D Animation 제공 – 주요 의료 및 외과 수술관련 3D 애니메이션 비디오 가이드 제공



2017년 1월 Cochrane Clinical Answers 와 Partnership 체결

-. Cochrane Clinical Answers 를 통해 보다 강력한 증거 기반의 정보 제공
-. Evidence 는 PICO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 및
GRADE 요약을 포함한 핵심 데이터와 숫자 및 그래픽 등을 혼합하여 사용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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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artindale 약물 정보 제공



이용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질병 및 약물명을 기초로 Keyword 자동 기능 제공



질병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계

질병에 대한 Image, 
Differentials, Guidelines 등
중요 관련 정보를 Quick 링크
를 통해 제공

진료시 환자 치료를 위한 필수
정보 제공: Summary, History 
exam, Dignostic Investigation, 
Treatment Algorithm



감별진단: 유사한 특징을 가진 다른 질병을 비교/검토 하여 병명 확인
치료 알고리즘: 치료 옵션 제시



6,500개 이상 국내외 지침서(NICE Guideline 포함) 와 65,000건 이상의 참고 자료 제공



Key Articles 과 Reference Articles 구분하여 중요 기사를 먼저 확인 할 수 있도록 함

PubMed / 출판사 사이트로 연결





Remote access

• Register for a personal account while on-site via the pop-up box 

on your screen

• Use your account details to access from any computer in the world

• Or access by logging in to your account on the Institutional website



Using BP on your mobile devices

• Available on Android and Apple Devices 

...And an award-winning app with full offline functionality 

* Available for iOS and Android devices

* Fast download (2-5 mins rather than 20-40 mins)

* Smaller size (260MB rather than 1.1GB)

* Updates daily in the background 

(forces re-login if not accessed for 30 days)

* CPD user tracking - all usage, even offline, uploaded to 

personal web account 

Mobile acc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