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Resources

PsycINFO®, PsycARTICLES®, PsycBOOKS®,
PsycCRITIQUES®, PsycEXTRA®, 및 PsycTESTS™

Ovid®는 심리학 분야의 포괄적인 학술 및 임상 정보에 대한 온라 인 
접속을위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플랫폼입니다. Ovid에서 
제공하는 미국 심리 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의 자료는 중독 및 스트레스에서 아동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심리학의 전체 주제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와 필드를 
확장할 수 있는 OvidSP의 정밀 검색 기능을 사용 하여 가장 관련성 
높은 정보를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Ovid의 APA에서 
제공해 드리는 
광범위한 컨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Ovid를 통한 APA Resources인가?
•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일반 및 임상 심리학 학회인 미국심리 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학술 자료에 효율적 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완벽히 통합된 단일 플랫폼을 통 해 서지 및 원문 정보 자료를 쉽 고 빠르게 탐색 
할 수 있습니다.

•   APA의 제품과 Ovid의 관련 데이 터베이스, 저널, 단행본 자료를 완벽한 연구 
환경에서 동시에 검 색할 수 있습니다.

•   Clinical Query 검색 제한자를 통해 검색 조건을 좁혀 나갈 수 있습 니다.

•   RSS 피드를 통해 전달되는 AutoAlerts 및 eTOCS를 사용하여 이론적 결과를 
최신 상태로 유지 하고 중요한 아카이브 정보를 확 보할 수 있습니다.

•   탁월한 기본 검색 및 자연어 처리, APA의 Thesaurus of Psychological 
index Terms와 함께 제공되는 Ovid의 고유한 심리학 용어집을 통해 정확한 
검색 결 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Ovid® 
Transforming Research 
into Results

Ovid는 완벽한 온라인 연구 
솔루션 으로,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온라인 
공간입니다.

•   다양한 검색 방식, 그리고 
맞춤형 업 무 생산성 
도구와 컨텐트 알림 
도구를 이용하여 원하시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연구 결과와 문서를 
전용 작업 공간인 My 
Projects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Ovid Toolbar를 
사용하여 Ovid를 이용한 
연구 환경을 Ovid 
이상으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   단행본, 저널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모든 Ovid 자료를 한 번의 
쿼리로 동시에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www.ovid.com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RESOURCES

Ovid에서의 APA를 통해 광범위한 컨텐츠를 확보하십시오: 

0417   7-V603

PsycINFO®

광범위하고 국제적인 서지 데이터베이스인 PsycINFO®는 29개 언어로 작성 된 400만건 이상의 서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 
자료는 심리학 뿐만 아니라 의학, 정신 의학, 간호학, 사회학, 교육, 약리학, 생리학, 언어학, 인 류학, 비즈니스 및 법학 분야의 피어 
리뷰된 학술 저널 논문, 단행본 챕터 및 도서, 학위 논문 및 기술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 습니다:
•   McMaster University의 Health Information Research Unit의 연구에기반하여 임 상적으로 확실한 검색 결과만을 
제공하는, 치료, 진단 및 예후를 포함한 9 가지 임상 쿼리 검색 제한

•   정확한 문헌 검색을 위한 "주요 개념" 및 "방법론"을 포함한 검색 가능한 색인 
•   PsycINFO® 정보를 인용한 논문으로의 링크 및 PsycINFO® 정보에 인용된 논문으로의 링크 제공 

PsycARTICLES®

APA의 전체 저널 컬렉션을 포함하는 유일한 전자 정보 소스인 PsycARTICLES®는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 및 임상 심리학 분야의 
정기적인 연구 자료에 빠르고 쉽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Ovid에서 제공하는 APA의 다른 정보 자료와 통합 이용
•   Ovid MEDLINE®과 같은 행동 과학 분야의 추가적인 Ovid 컨텐츠에 동시 접속 
•   그래픽, 자막, 목차 및 기타 보충 자료 검색 기능 제공 

PsycBOOKS®

독특한 원문 데이터베이스인 PsycBOOKS®는 임상 심리학에서 아동 심리학에 이 르는 모든 심리학 분야를 포함합니다. 독자는 모든 
목차를 탐색하고 PDF 형식의 이북 챕터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Thesaurus of Psychological Index 용어집과 함께 인덱스된 검색 가능한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로서 초록과 챕터 레퍼런스를 
함께 제공

•   모든 이북 챕터를 PDF로 제공 
•   APA/Oxford University Press의 Encyclopedia of Psychology에서 제공하는 1,500여개의 주제 

PsycCRITIQUES®

프린트로 제공하던 APA의 Contemporary Psychology 저널의 온라인 버전으로서, PsycCRITIQUES®는 단행본, 필름, 비디오, 
소프트웨어 등의 리뷰 원문을 제공합니다.
•   현재 저작권 연도의 자료에 대한 리뷰가 매주 추가
•   1956 - 2004년에 이르는 Contemporary Psychology 리뷰의 아카이브 검색 가능 

PsycEXTRA®

회색 문헌 데이터베이스인 PsycEXTRA®는 심리학, 행동 과학 및 건강 분야에서 찾기 어려운 학술 및 비학술 자료에 빠르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컨퍼런스 프로시딩 및 논문, 기술 및 연례 보고서, 정부 보고서, 정책 성명서, 백서 및 뉴스 레터, 잡지 및 신문 기사, 보도 자료, 보조금 
보고서 등의 자료에 서 추출되어 제공

•   70% 이상의 자료가 다운로드 및 프린트 가능한 PDF 원문으로 제공 

PsycTESTS™
광범위한 심리학 테스트 및 시험 자료 데이터베이스인 PsycTESTS ™는 테스트 및 시험 개발, 검토 또는 사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자료와 함께 고품질 테스트, 측정, 스케일 및 기타 평가 시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방대한 레코드 수록 – 주로 1910년 부터 현재까지의 상용화 되지 않은 미 출판 테스트 수록
•   실제 시험, 교육 안내서 및 채점표 다운로드를 최대한 제공
•   Archives of the History of American Psychology 등의 컬렉션과 APA에서 출판되는 피어 리뷰된 저널들의 체계적 검토를 
통해 제공되는 테스트

Ovid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vid에서 이용할 수 있는 APA 자료의 전체 목록에 대해서는 Ovid 담당 직원 또는

ApacSalesSupport@wolterskluwer.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