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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Anatomy란?

Brain
Head and Neck
Chest 
Shoulder
Mediastinum-Heart
Abdomen
Pelvis
Hip

 e-Anatomy: 인간 해부학 자료로 온라인,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이용할 수 있
는 가장 완벽한 해부학 참고자료입니다. 5,400개 이상의 해부학 구조와 375,000
개 이상의 의학 라벨(용어와 설명), CT, MRI, 방사선, 해부학 도표 및 핵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Elbow
Wrist-Hand
Knee
Ankle-Foot
Whole Head
Spine
Lower limb
Upper limb



2. e-Anatomy 검색방법

1. 혹은 이미지에서
카테고리 선택

1. 혹은 이미지에서
카테고리 선택

1. 부위별 명칭에서
카테고리선택

1. 부위별 명칭에서
카테고리선택

2. 원하는 이미지 선택2. 원하는 이미지 선택



2. e-Anatomy 검색방법

스크롤모드

이미지 위치이동

줌

이미지 상하 회전

이미지 좌우 회전

왼쪽으로 회전

오른쪽으로 회전

실행취소

퀴즈모드로 전환

이미지 저장

HQ 이미지로 전환

View Zone 사용

Menu Description 열람

시리즈 선택

언어 선택

검색

전체화면보기

표시하고자하는 카테고리선택



2. e-Anatomy 검색방법

1. 명칭 클릭1. 명칭 클릭

• Images: 타입별, 모듈별
관련 이미지 열람

• Description: 설명
• Anatomical hierarchy:

해부학적 계층구조
• Anatomical children:

해부학적 하위구조



2. e-Anatomy 검색방법

이미지 타이틀 및
설명자료

이미지 타이틀 및
설명자료

저자, 날짜, 섹션저자, 날짜, 섹션

해당 이미지의 해부학적 파트. 
클릭 시, 상세정보로 이동

해당 이미지의 해부학적 파트. 
클릭 시, 상세정보로 이동



3. e-MRI 검색방법

1. 컨텐츠 클릭1. 컨텐츠 클릭
1. 카테고리에서 컨

텐츠 클릭
1. 카테고리에서 컨

텐츠 클릭

 e-MRI: 프랑스 방사선학회에서 수상한 MRI의 기능 및 물리학에 대한 대화형 과정



3. e-MRI 검색방법

1. 학습목표1. 학습목표

2. 핵심포인트2. 핵심포인트

3. 참고문헌3. 참고문헌

4. 시작4. 시작

5. 학습컨텐츠5. 학습컨텐츠



3. e-MRI 검색방법



4. e-Cases 검색방법

컨텐츠 선택컨텐츠 선택

 e-Cases: 오픈된 임상 사례 사용자 생성 데이터베이스로 임상사례를 업로드하여
전세계의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채널선택 후 컨
텐츠 선택

채널선택 후 컨
텐츠 선택



4. e-Cases 검색방법

마우스를 수직으로 움직이면 이미지 스크롤
마우스를 수직으로 움직이면 이미지 밝기 변화, 수평으로 움직이면 명암변화
마우스를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줌인, 줌아웃
이미지 드래그
마우스를 움직여 픽셀/mm 그리기 및 측정
마우스를 움직여 두 선 사이의 각도를 측정
주석 표시

한 번에 모든 시리즈에 적용
전체 이미지 보기
실행취소

1. 케이스1. 케이스 2. 케이스 상세정보2. 케이스 상세정보



4. e-Cases 검색방법

3. 코멘트 작성3. 코멘트 작성
4. 저자, 

소속, 
채널, 

이메일
전송

4. 저자, 
소속, 
채널, 

이메일
전송



4. e-Cases 새로운 케이스 제출

1. Submit a
new case 클릭

1. Submit a
new case 클릭

2. 정보입력2. 정보입력

3. 계속 클릭3. 계속 클릭



4. e-Cases 새로운 케이스 제출

4.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추
가 (다수 이미지 가능)
5. 이미지 디테일 입력

4. 컴퓨터에 저장된 이미지 추
가 (다수 이미지 가능)
5. 이미지 디테일 입력

6. 저자명 확인
및 수정

6. 저자명 확인
및 수정



4. e-Cases 새로운 케이스 제출

7. History 등 상세정보 입력
후 Save

7. History 등 상세정보 입력
후 Save



4. 내가 업로드한 케이스 확인

1. 아이디 클릭1. 아이디 클릭

2. My Cases 클릭2. My Cases 클릭

3. 업로드한 이미지
클릭

3. 업로드한 이미지
클릭



4. 내가 업로드한 케이스 확인

4. 내용 수정4. 내용 수정

5. 리뷰어에게 전송5. 리뷰어에게 전송

6. 이미지 삭제6. 이미지 삭제



• Training Mode: 교육용 모드 실행
• My cases: 내가 업로드한 케이스
• Submit a new case: 새로운 케이스

제출
• Create a channel: 채널 선택

 .Radiological Classification: 의학 이미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 이미지
분류군

5. Classification in Radiology & Medical 
Imaging 검색방법



5. Classification in Radiology & Medical
Imaging 검색방법

마우스를 수직으로 움직이면 이미지 스크롤
마우스를 수직으로 움직이면 이미지 밝기 변화, 수평으로 움직이면 명암변화
마우스를 수직으로 움직이면서 줌인, 줌아웃
이미지 드래그
마우스를 움직여 픽셀/mm 그리기 및 측정
주석 표시

전체 이미지 보기
실행취소



6. QEVLAR app for Core prep 활용방법

• NM Essential Qbank: 
심장학, 내분비학 등 각 분
야별 테스트

• RadCore Bundle: 방사
선관련 테스트

• NucCore Bundle: 기초
과학, 심장혈관 등에 관한
테스트

 QEVLAR app for Core prep: 레지던트 및 의학 이미지 전문가가 상호작용 가능
한 임상 케이스와 수정 가능한 퀴즈를 활용하여 그들의 의학 이미지 진단 지식을 향
상시키고 테스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테스트 과정

1. 테스트과정 선택1. 테스트과정 선택



6. QEVLAR app for Core prep 활용방법

2. 새로운 세션
생성

2. 새로운 세션
생성

3. 제목 및 비밀번호 입력3. 제목 및 비밀번호 입력

3. 시작3. 시작



6. QEVLAR app for Core prep 활용방법

질문질문

답변하기답변하기

테스트 목록테스트 목록



6. QEVLAR app for Core prep 활용방법

진행했던 혹은 진
행중인 테스트과정
진행했던 혹은 진

행중인 테스트과정

수행 리포트수행 리포트



온라인, 모바일 모두 이용 가능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