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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계정 만들기  

1) www.clinicalkey.com  접속 

2) 첫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Registration 클릭 

지금부터 세 단계만 거치면  

                       로 언제 어디서나 임상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 이미 계정이 있는 경우 4 페이지 참조 

3) 작성 양식에 따라 이름과 이메일, 로그인 시 사용할 비밀번호 입력 후  

하단 Register 버튼 클릭하여 완료 * 반드시 소속기관 이메일 주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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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계정 활성화  

1) 계정 생성 후  수 분 이내 하기와 같은 안내 메일 수신 

2) Click ‘here ’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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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 연결된 ClinicalKey 웹 페이지에서 생성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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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모바일 액세스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뿐 아니라 기관 외 다른 장소에서도 로그인 하시면 바로 

www.clinicalkey.com   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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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된 계정으로 180일간 모바일 액세스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다시 활성화하여 하셔야 합니다. 

* 아이폰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모드를 끄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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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계정 활성화  

1) 로그인 정보 입력 창에서 ‘ Remote Access Activation ’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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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정이 있지만  

모바일 액세스가 안 되는 경우 

계정 활성화만 거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이메일 주소 입력 후 ‘ Contin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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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모바일 액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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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 메시지 수신 후, 메일 하단 ‘ Activate your remote access ‘ 링크 클릭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뿐 아니라 기관 외 다른 장소에서도 로그인하시면 바로  

www.clinicalkey.com   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활성화된 계정으로 180일간 모바일 액세스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다시 활성화하여 하셔야 합니다. 

* 아이폰 사파리 브라우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모드를 끄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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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Information 

• 이승원 차장       

• 홍옥수 과장  

• 정의석 과장    

• 심재훈 과장   

• 유순 대리    

sw.lee@elsevier.com 

g.hong@elsevier.com 

D.Jeong@elsevier.com 

jh.sim@elsevier.com 

l.ryu@elsevi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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