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vid®

Transforming Research 
into Results

현재 문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거나 시간 에 민감한 근거 중심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Ovid는 귀하가 찾 고 있는 
융통성있고 신속하며 생산성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업계 최고의 검색 기술 - 정교한 용어 메핑 기능 포함

•   연관성을 제공하는 자연어 검색

•   검색을 정밀하게 하고 재분류할 수 있는 검색 필터

•   인용 정보, 원문, 비디오, 이미지, 오디오, 팟캐스트 
및 URL 등을 포함 한 문서나 연구 프로젝트를 저장, 
관리할수 있는 전용 작업 공간인 My Projects 기능 제공

Ovid 는 완벽한 온라인 학술 연구 솔루션입니다.

•   다양한 검색 옵션, 맞춤형 환경, 기능 및 
도구를 이용 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연구 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Ovid 원문과 데이터베이스 및 Ovid에서 
제공하는 오픈 액세스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를 한번의 쿼리를 통해 동시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   Ovid를 통해 제공되었거 나 또는 다른 
시스템에서 업 로드한 연구 자료를 체계적 
으로 정리하여 사용자 전용 작업 공간인 My 
Workspace에 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AutoAlerts 피드와 RSS 피드 를 사용하여 
최신의 이론과 앞으로 나올 이론, 진행 상 황 
및 기술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학/의학 연구의 성과를 앞서 
확보하고, 연구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단 일 공간이 필요합니다.

Ovid 플랫폼을 통해 가장 최근에 나온 저널의 원문과 이북 , 문서 
정보 및 멀티미디어와 오픈 액세스 자료를 검색하여 찾아내고, 자신의 
연구 결과 및 모든 연구 문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

록 최고 의 검색 기술과 강력한 생산성 도구를 결합하여 제공하고 있
으며, 사용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집중하여 환자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 하고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며 자기 분야에 혁
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합 니다.



Ovid®

“Basic Search는 특정 주제에 대한 문헌 자료의 기본 정보를 찾아내고

Advanced Search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멋진 기능이지요.”                  
- 의학 도서관의 공공 서비스 책임자

Search Modes

멀티미디어와 오픈 액세스를 포함한 검색 결과

Search the Way You Like
Basic Search - 복잡한 구문이 필요 없이일반적인 영어로 표현된 
질문이나 구문을 입력하시면 됩니 다. 당사의 독보적인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은 연 관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원문, 멀티미디어 및 
오픈 액세스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

Find Citation - 문헌 정보의 일부를 알고계십니 까? DOI나 기타 
고유 식별자와 같은 특정한 필 드 값을 입력하십시오.

Search Tools - 변경 색인, 용어 전개, 용어트리, 범위 설명 등의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Search Fields - 초록, 저자 이름, ISSN 등하나 이 상의 기준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드가 My Fields 탭에 표시됩니다. 

Advanced Search - 보다 정확하고 집중된검색 을 위해 제공되는 
용어집 또는 검색 명령어 구문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Multi-Field Search - 한 번에 여러 검색필드를 사용하여 검색어를 
결합합니다.

Adding Value to Your Full-Text Search
Multimedia 
Basic Search나 Advanced Search에서 
Include Multimedia를 선택하시면 관련된 
멀티미디어 검색 결과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별도의 브라우즈탭을 이용하여 비디오, 
오디 오 및 팟캐스트와 이미지를 찾아보실 수도 있 
습니다.

Browse Multimedia 및 Multimedia Player

OvidOpenAccess 
세계적인 Open Access 컨텐츠인 Medknow Publications 및 
PubMed Central®에서 제공하는 고 품질의 피어 리뷰된 컨텐츠를 
함께 제공 합니다.

OvidOpenAccess 결과 페이지



Limits

서지 정보 관리자

결과 도구 및 필터

Work Productivity Tools
Search History – 검색을 어떻게진행했 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이기, 지우 기, 개별 검색식 저장 등.

Limits – 검색 초점을더 세밀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별 랭킹, 주제, 저자 및 기 타 기준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하십시오.

Search Results Tools and Functionality ―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결과를 즉시 검토 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Ovid의 중복 제거 기술에 따라 반복되는 결과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Citation Management Options – 검토, 인쇄 또는 
서지 정보 관리 프로그램으로 내보내기 등을 할 때 Ovid, 
Chicago, MLA 등 과 같은 선호하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Annotations – 인용 정보나 검색 결과에 향후 참조할 수 
있는 메모를 쉽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주석 입력

검색 히스토리 및 자동 알림 기능

Content Alerting Tools
AutoAlerts – 검색 기준에 일치하는 새 문서가 나오면 
이메일이나 RSS를 통해 저장된 검색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 습니다.  

eTOCs – 새로운 저널 호가 발간되면이 메일이나 RSS를 
통해 목차 정보를 자동 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검색 모드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관의 사용자들은 가장 편하게 느껴지고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주요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능입니다.”
                       

-전문 기술 도서관의 정보 자료 전문가



Ovid®

Ovid를 이용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Ovid 영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아래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ApacSalesSupport@wolterskluwer.com

1117   7-V748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고객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

• Ovid®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고객 지원팀은 가장 최적화된 정보 배포와  
 프로모션, 이용자 교육, 맞춤형 세팅과 설정을 위해 귀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툴을 제공함으로써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20개국 이상의 언어로 24/7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고객 지원팀은 Omega Management Group의 NorthFace Score Board Award™를 통해 지난 5년간 탁월한 고객 만족도 점 를 
획득하여 동종 업계 최고의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My Workspace
이 기능은 검색, 결과 및 문서와 연구 관리 활동을 하나의 온라인 장소 안에 결합하여 사용자의 온라인 업무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

킵니다.

•   My Projects, My eTOCs 및 My Saved Searches/Alerts
로 구성

•   문서와 연구 내용을 저장 ― 논문, 비디오, URL, 이미지, 오디오 
팟캐스트 등

•   Ovid에서 찾은 모든 내용을 연구 프로젝트 폴더에 구성하고 
관리

•   검색한 eTOCs 및 검색 결과를 간단히 업로드

www.ovi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