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젯

검색� 제공자� 설정 

 Ovid Tools and Widgets
Ovid� 구독� 제품을� 현장에서� 바로� 이용하게� 하여� 

사용자의� 연구를� 능률적으로� 지원  

Ovid Client Support Services

업무중 어디에서나 Ovid 검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호하는 데이터베이스, 저널, 
단행본을 사용자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제공자로 설정하십시오. 

Ovid Resource Center에서 Ovid 검색 
제공자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http://resourcecenter.ovid.com/site/
resources/library_tools_widgets.jsp#2

Ovid의 도구와 위젯은 Ovid 에서 구독하는 제품을 사용자가 현장에

서 바로 이용하게 하여 현재 진행하는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도구들을 활용하면 구독하는 컨텐츠의 노출을 
증대시키고 접속을 간편하게 하며 사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Ovid의 기술 지원 서비스팀은 다양한 도구와 위젯을 활용하여 

기관의 특별한 요구와 컨텐츠 구성에 가장 적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위젯을 설
치하십시오. 이를 통해 기관의 도서
관 싸이트를 더욱 효율적인 연구 도구
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Ovid
의 정보 종류를 선택하고 한번의 클릭
만으로 검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Ovid 도구 페이지 (http://demo.ovid.com/demo/ovidtools/)를 통해 다양한 
위젯 옵션을 선택하시거나 Ovid 기술 지원팀에게 문의하여 기관의 구독 
상황에 맞는 위젯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 계속

고객 지원팀 
support@ovid.com

글로벌 기술 지원 전화 번호  
www.ovid.com/PhoneTech

이용자 교육팀  
ovidtrainer@ovid.com

Ovid Resource Center
resourcecenter.ovid.com

자주 묻는 질문, 질문 답변 
모음집 
ovidsupport.custhelp.com

Ovid 이용 교육 자료: 
www.ovid.com/training

Ovid 이용 통계: 
ovidspstats.ovid.com

24시간� 통합� 지원� 서비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Ovid는 전세계 24시간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상위� 이용� 논문

전문가� 검색

Collections

Tools&Widgets-0714

Ovid Tools and Widgets

www.ovid.com

Top Articles 도구는 Journals@Ovid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논문을 월별, 저널별, 
주제별로 보여줍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Top Articles 링크를 설치하여 이용
자가 최신의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Top Articles� (http://ovidspstats.ovid.com/toparticles)를 실행해 보시거나,  
Top Articles 위젯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객 지원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검색 링크는 단 한번의 클릭으로 검색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맞춤 제작된 이 링크들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설치하시면 이용자들은 기관의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의 검색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Ovid의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검색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전문가 검색 계정을 제공해 드립니다.

Ovid Resource Center에서 기 제작된 전문가 검색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ovid.com/site/resources/index_expert_search.jsp

twitter.com/wkhealthovidtwitter.com/wkhealthovid

 
ovid.com/site/resources/library

_webcasts.jsp

www.ovid.com/webcasts

youtube.com/OvidWoltersKluweryoutube.com/OvidWoltersKluwer

도구및 위젯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시면, support@ovid.com
을 통해 Ovid 고객 지원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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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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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