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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그로힐 약학 데이터베이스 
 

AccessPharmacy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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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ccessPharmacy?  

 McGraw-Hill에서 출판하고 있는 의약학 

분야의 Bestselling titles을 하나의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자원으로, 오늘날의 

약학 교육과 실습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각 Title의 원문 뿐 아니라 진료, 치료, 

Study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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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ccessPhar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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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Pharmacy : Key Features  

- 50+ 주요 약학관련 Textbook 제공 

- 12,500+ Review Questions (다양한 Q&A test를 통해 학습상황 

확인 및 강점, 약점 파악) 

- 210+ 멀티미디어 자료 (약물 작용 애니메이션, 약물에 대한 평가 

및 치료권고, Medical 주제의 비디오를 포함) 

- 350+ Cases (실제사례중심 Drug-therapy case에 대한 Q&A) 

- 1,000+ Drug 정보 

- 8,000+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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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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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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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Topics in Evidence-Based Pharmacy 
Practice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컬렉션으로, 약학 field의 리뷰, 검사, 정보 
과부하에 대한 사설 등을 제공합니다. 

Features : 접근방식의 유효성, 방법, 결과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고사항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임상실험, 연구, 

가이드라인에 대한 리뷰를 제공합니다. 

Editorials : 선도적이고 새로운 분야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약학 

practice에서의 의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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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Reference : Herbs and Supplements 

1,100여 가지 이상의 Herb & Supplemen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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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Reference : Quick Answers 

일반적인 질병의 약물치료에 대한 간단하고 
실용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하며 
빠르고 쉽게 원하는 약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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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Reference : FDA MedWatch 

의약품에 관한 임상적으로 중요한 안전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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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Reference : Calculators 

임상실험 등의 참고를 위한  
다양한 수치계산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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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s 

1,000+종 이상의 약물정보 제공 
복용방법, 적응증, 부작용, 가격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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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edia :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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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edia : Interactive Guide to Physical Examination 

신체 검사의 기본 원리를 
알려주는 인터랙티브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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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edia : Pharmacology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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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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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ools : Flash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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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ools : Review Questions 

주제분야, 문제개수 등을 설정하여 테스트 
진행 및 문제에 대한 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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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ools : Top 300 Prescription Drug Challenge 

PharmD 4-year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Tier별로 Top 300 Drug를 테스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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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ools : Top 300 Drugs Flashcards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상위 
300 대 약물에 대한 필수 
정보를 배우는 재미있는 
학습지원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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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ools : Pill in the Blank 

약학 학습 질문에 대한 답을 
빈칸으로 추측하여 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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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ools : Play Showdown 

컴퓨터와, 혹은 동료와 함께 퀴즈 
대결을 진행할 수 있는 학습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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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LEX Central 

3,000+의 질문을 수록한 가장 포괄적인 NAPLEX Tool을 구축했습니다. 
Scott Sutton의 NAPLEX® Review에서 가져온 1,500여 Q&A와 함께 
2018 Online NAPLEX® Question Bank를 통해 1,500여 추가 Q&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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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Education Handouts 

환자에게 질병에 대한 원인과 증상, 
치료법을 소개해주는 핸드아웃으로, 
MyAccess 프로파일에 로그인하면 
이 자료에 로고나 개인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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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선미 과장 T. 02-330-4420 

sunmi.lee@mheducation.com 

  

 

 

www.accesspharmacy.mhmedical.com 

mailto:cindy.y@mheducation.com
http://www.mheducti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