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vidence-Based Medicine Reviews

Ovid®의 Evidence-Based Medicine Reviews (EBMR)은 의학 
연구부터 병원, 임상, 커뮤니티 등에서 얻은 “최고의 증거 (best 
evidence)”를 적용하여 EBM을 임상 실무와 통합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동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사용하기 쉽고 
하나로 통합된 EBM 
정보 자원

 

    

포함 정보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Cochrane Collaboration
 의학 논문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임상 질문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Cochrane 
Collaboration에 의해 제공되는 건강 관리에 대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체계적 검토의 원문을 포함합니다. 리뷰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1.  Cochrane Methodology Reviews는 방법론적 연구 기반 
체계적 검토의 원문입니다. 리뷰는 매우 구조화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Protocols은 현재 작성중인 리뷰에 대한 현재 상황을 
제공합니다. 리뷰의 배경과 근거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Cochrane Clinical Answers 
Cochrane Collaboration

 Cochrane Clinical Answers (CCAs)의 체계적 검토에서 얻은 
엄격한 연구들에 대한 읽기 쉽고, 이해 가능하며, 임상에 초점을 
맞춘 진입점을 제공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실행 가능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가장 널리 사용되는 증거 중심 
의학의 자원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하여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번에 핵심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원문 요약 리뷰를 제공합니다.

•  월간 업데이트로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잘 정리된 초록, RSS를 통해 
전달되는 Auto-Alerts, 다양한 검색 
결과 정렬 기능 등 Ovid의 강력한 
검색 기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업무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단행본과 저널 컨텐츠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문 의료진들은 증거 중심 의학(EBM)을 임상 치료를 위한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EBM은 의사의 진료 전문 지식과 최고의 외적인 임상 증거를 통합함으로써 임상적으로 증명되고 
경험을 기반으로 한 치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EBM은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ACP), Cochrane Collaboration, NHS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CRD)과 같은 전세계적인 의료 기구에 의해 지원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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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거 중심 컨텐츠
Ovid는 아래의 추가적인 증거 중심 정보 자원을 제공하는 선두의 정보 제공사입니다:

바로 트라이얼을 신청해 보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Ovid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sales@ovid.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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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id의 EBMR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중심 의학 정보 자원들을 함께 모아 단일 통합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제작되었습니다.

함께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Cochrane Collaboration
 이 데이터베이스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대조 임상 시험에 대한 580,000건 이상의 서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종류의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MEDLINE®, EMBASE® 및 다른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 비공표 시험 
등에 대한관련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ACP Journal Club—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ACP Journal Club 컬렉션은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의 출판물인 ACP Journal Club과 British Medical Journal 

Publishing Group과의 합동 출판물인 Evidence-Based Medicine 등 두 종의 최상위 저널을 제공합니다..
• Cochrane Methodology Register (CMR) 
 9,000종 이상의 저널 아티클, 북챕터, 컨퍼런스 프로시딩과 보고서, 의학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들을 다룬 출판물 등에서 추출한 통제된 

임상시험에 대한 서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다음의 아카이브도 포함됩니다: 
• 스웨덴의 International Network of Agencies of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AHTA)와의 협업으로, HTA는 의료 중재의 의학,

사회, 윤리,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 종료되거나 혹은 계속 진행 중인 평가에 대한 7,000건의 레코드를 종합하였습니다. INAHTA 회원들의 
완료및 진행중인 평가에 대한 4,000여 건의 레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The Database of Abstracts of Reviews of Effectiveness (DARE)—NHS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NHS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MEDLINE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와 주요 문헌의 수동 검토를 통해, 임상 개입 및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선별된 체계적 검토를 제공합니다. 이고품질의 리뷰는 문헌 검색, 포함 기준, 연구 평가, 통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반으로합니다. 

• NHS Economic Evaluation Database (NHS EED)—NHS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Over 6,000 abstracts of quality assessed economic evaluations to 이 데이터베이스는 체계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파악하여 

기술하고그 품질을 평가하며,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강조함으로써, 의사 결정자들을 돕기 위한 정성적 경제성 평가 자료 6,000건 이상의 
레코드를제공합니다.

또한 Decision Making in Emergency Care: An Evidence-Based Handbook, Best Practices: Evidence-Based Nursing Procedures, 
Internal Medicine Evidence: The Practice-Changing Studies를 포함한 많은 증거 중심 의학 관련 도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Evidence Based Medicine 
 BMJ Publishing Group
• Evidence Based Mental Health 
 BMJ Publishing Group
• Evidence Based Nursing 
 BMJ Publishing Group
• Evidence-Based Ophthalmology (Archive Only) 
 Lippincott

• JBI Evidence Implementation 
 Lippincott
• JBI Evidence Synthesis
 Lippincott
• Journal of Evidence-Based Medicine 
 Wiley
• The Journal of Evidence Based Dental Practice 
 Elsevier
• Worldviews on Evidence-Based Nursing 
 Wiley

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