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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Dx®는 치료, 관리, 잠재적 위험 등에 있어 질병 및 
임상 가이드에 대한  40,000여 이미지를 빠른 검색을 통해 
제공합니다. - 빠르게 특정 환자에 대한 맞춤형 비교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VisualDx는 실제 업무에서 진단을 위한 의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일한 
도구이며, 의료 현장에서 보다 정확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 결정을 위해 "진단 지원” 을 
재정의합니다. 사용자는 환자별 증상을 입력하고 환자와 실시간으로 맞춤식 비교 결과를 
민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학생과 레지던트 및 임상의들에게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치료 결정을 지원하며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차등 비교 진단 도구를 제공하십시오.

VisualDx는 유용하고 강력한 도구이여 모든 의료 실무자들이 사용해야 할 
소프트웨어입니다. 오진 및 불필요한 검사와 처방을 피하기 위해 치료의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간단히 환자의 증상을 입력하면 찾아봐야 
할 다른 증상과 물어봐야 할 다른 질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즉시 환자 앞에서 차등화된 진단으로 나를 안내합니다.   
                                                                                                                                      Dr. Michel Arnold, Family Medicine

     •     의료 진단 현장을 위해 디자인된 간결하고 피어리뷰된 컨텐츠

    •     빠르게 환자별 맞춤형 비교 진단 구성.

    •     가장 중요한 증세에 대해 전문가가 작성한 문제 해결 질문으로 안내.

    •     가장 중요한 증세로 검색하여 해당되는 모든 증상 결과 제공.

    •     약물 부작용 검색 확인.

    •     의사가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의료 정보 시스템과 통합 가능.

    •     VisualDx의 컨텐츠는 피어리뷰 및 증거 기반 컨텐츠 확인을 위해 100여 명의 

          의사가 참여하는 전문 의료팀에 의해 작성 및 제공됩니다.

    •     의학 전문 사서 및 전문 의료 편집자들에 의해 정확성과 최신성을 리뷰합니다.

    •     조치 가이드와 관리 정보 및 치료 정보 등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     환자에게 200여 주요 진단에 대한 환자 안내서 및 사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     전세계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미 사용하여 신뢰하고 있습니다.

VisualDx®

정확한 진단의 선두 주자

의료 현장에서: 
VisualDx는 의사에게 도움을 줍니다:

•  매년 진단 오류로 인해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의료 시스템 비용을 최소화

•  환자에게 위험한 오류를 줄이고 

  올바른 진단을 찾아내기 위한 시간에 

  투자하여 부정확한 치료를 방지 

•  의료 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진단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절약

교육 현장에서: 
VisualDx는 학생에게 도움이 됩니다:

•  최고의 전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를 진단 평가하는 올바른 과정을 

  습득

•  의료 현장을 위한 보다 나은 준비를 

  위해 증상과 관련된 이미지를 통한 

  심화 학습 

•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수 없기에 

  진단에 있어서의 위험성과 추가 

  이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확립

VisualDx 주요 특징:

120% 
무작위 설문 조사에 의하면, 

VisualDx는 진단의 정확도를 120% 
증가시킵니다.

97% 
의 의사가 VisualDx가 환자 치료를 

향상시킨다고 믿습니다.

26 
minutes per day 

VisualDx를 사용함으로써 하루에 약 
26분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800 
Diseases  

 (1,500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상세 
내용 제공)

40,000+ 
질병이나 치료에 대한 임상 가이드, 
관리 지침, 잠재적 위험 등에 대한 

사진 이미지 
전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의료 사진 

모음집

이미 이용중인 고객

1,600 
미국내 기관

+50% 
미국내 의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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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하고 순차적인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가장 정확하고 정보에 근거한 
진단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발견을 추가 및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VisualDx®

VisualDx에 대해 더 많은 정보나 트라이얼을 원하시면
해당 지역 담당자나 sales@ovid.com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VDx 0217

www.ovid.com

추가 지역 영업 사무소는 아래 
나라와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Alphen aan den Rijn, The Netherlands

Beijing, China

Berlin, Germany

Bologna, Italy

Dubai, UAE

Hong Kong

Seoul, South Korea

Kuala Lumpur, Malaysia

London, UK 

Madrid, Spain

Mumbai, India

New Delhi, India

Norwood, MA, USA

Paris, France

Riyadh, Saudi Arabia

Sandy, UT, USA

Stockholm, Sweden

Sydney, Australia

Tokyo, Japan

Warsaw, Poland

VisualDx®는 5년 동안 Best in KLAS 
Awards Software & Services Report의  
Clinical Decision Support: Point of Care 
Clinical Reference 분야에서 최고로 
선정되었습니다.

Ovid Worldwide Headquarters 
333 7th Avenue 
New York, NY 10001 
(646) 674-6300 
(800) 343-0064 
Email: sales@ovid.com

www.ovid.com

등록된 이 기술을 통해 질병의 증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40,000여 개의 이미지를 
통해 VisualDx는 가장 
완벽한 의학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여 
어려운 진단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7-V017

다음 분야를 포함한 모든 일반 
의학 분야를 커버합니다:

• 전염성 질환
• 산업 보건 의료
• 피부과
• 약물성 피부 질환
• 여행 관련 의료 
• 안과 및 구강 의료

일년에 2개의 병원에서 집단 진료를 
포함해 90,000명의 환자를 보는 
응급 의학 의사로서, VisualDx
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시각적 비교를 위해 환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즉각적으로 
살펴보고 이미지를 사용하여 간결한 
가능성 리스트를 만드는 능력은 의료 
현장에 필수적입니다.

— James Shoemaker, MD,  
Emergency Medicine Physician, Chairman,

Elkhart General Hospital Emergency Department, Elkhart, IN

The Sympticon™  Symptom or findings icons

• 각 질병의 주요 특징에 대한 시각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 환자의 진단, 인정 및 후속 치료의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 여러 심티콘을 통해 주요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DDx Strength” 표시자는 판단 
가능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충분한 내용이 입력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