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월터스 클루어, 수면의학 추가로 UpToDate 적용 범위 24개 전문 분야로 확대
2016년 8월 9일 - 헬스케어 분야의 정보 및 현장 솔루션 제공의 글로벌 리더인 월터스
클루어(Wolters Kluwer)의 건강 부문은 오늘 근거 기반 임상 결정 지원 리소스인
UpToDate®(업투데이트)에 수면의학을 추가하였다고 발표 하였다. 수면의학은 UpToDate에서
전세계 임상의 가입자와 헬스케어 기관에 제공하는 24번째 전문 분야이다.
주요 수면의학 주제는 10년 전 UpToDate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나 정식 전문분야로 추가하게 된 것은
UpToDate의 수면의학 편집자인 로널드 처빈(Ronald D. Chervin) 박사와 낸시 콜럽(Nancy Collop)
박사가 주도한 3년여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처빈 박사와 콜럽 박사는 84명의 저명한
수면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고 범위를 확대하였다.
낸시 콜럽 박사는 “처빈 박사와 저는 UpToDate에서 수면의학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최정예 팀을
조직하였습니다. UpToDate 사용자들은 종합적인 수면의학 정보를 통해 수면 문제나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근거 기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UpToDate를 이용하는 임상의는 임상 실습 시 수면의학 관련 가장 최신의 폭넓은 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거친 UpToDate의 진단 정보와 치료
권고는 성인 및 소아 환자에 맞춘 콘텐츠로 수면 관련 호흡 및 운동 장애, 불면증, 활동일주기 수면
각성 장애, 사건수면 등을 다루고 있다.
폐 및 중환자 관리, 신경병학, 정신과, 노인과, 수술 및 마취 전문가들과 함께 초기 치료 내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들 역시 UpToDate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대한 수면의학 관련
콘텐츠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전세계 수면의학 전문가들이 저술한 수면의학 전문분야는 90개 주제와 70여개의 등급 권고가
제시되어 있다. 전문 주제는 쉽게 읽을 수 있는 환자 정보 주제로 보충되며 75%에 가까운 정보는
스페인어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분야는 또한 표와 그림, 그래프, 알고리즘 등 260개의 그래픽
자료를 포함한다. UpToDate의 수면 의학 콘텐츠는 최근의 의학적 진보와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 Journal of Sleep Research, Sleep, Sleep Medicine, Sleep Medicine Review 등 주요 의학
저널의 내용을 반영한 전문가 검토를 거친 근거 기반 권고를 제시한다.
월터스 클루어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피터 보니스(Peter Bonis)는 “월터스 클루어는 임상의들이
신뢰하는 풍부한 임상 콘텐츠의 폭과 깊이를 더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함으로써 환자를 위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며 “전세계 수면 의학 전문가들과 헬스케어 제공자들을
위해 발표된 이번 24번째 전문 분야는 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 기반 권고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확실히 증명해주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새로운 이 전문 분야는 www.uptodate.com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제공된다. 휴대용 도구로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임상의들은 UpToDate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사무실이나 진료소, 현장에서
임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UpToDate는 iOS® 및 Android™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UpToDate 콘텐츠에 접속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www.uptodate.com/home/uptodate-mobile-apps 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Facebook, Twitter, LinkedIn를 통해서도 팔로잉이 가능하다.
월터스 클루어 (Wolters Kluwer) 소개
윌터스 클루어(AEX: WKL)는 헬스, 세무, 위험 및 규제, 금융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정보
서비스와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이다. 당사는 풍부한 특정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 및 서비스를
결합한 전문적인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 매일 고객의 주요 결정을 도와준다.
월터스 클루어의 2015년 연간 매출액은 42억 유로이다. 당사는 네델란드 알펜안덴린에 본사를 두고
180개국 이상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40개국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세계 19,000명의
직원과 함께하고 있다.
월터스 클루어의 주식은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WKL)에 등록되어 있으며 AEX 및 Euronext
100지수에 속해 있다. 월터스 클루어는 레벨 1 미국예탁증서(ADR)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으며
ADR은 미국 장외 시장에서 거래된다(WTKWY).
월터스 클루어 헬스(Wolters Kluwer Health)는 의료 산업에 정보 및 치료 시점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글로벌 기업이다. 당사의 제품 및 조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wolterskluwer.com/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Twitter에서 @WKHealth 또는
@Wolters_Kluwer를 팔로우하거나 Facebook에서 좋아요, LinkedIn에서 팔로우 및 YouTube에서
WoltersKluwerComms을 팔로우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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