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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 자원은 오늘날의 의료 실무를 뒷받침 하거나, 미래의 기술 
혁신에 대한 정보를 주는 이론과 발견들에 대한 아주 귀중한 연대기
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절개
술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현대의 
암과 당뇨병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진화해왔을까요?

Ovid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이용 가능한 LWW Comprehensive Archives
를 통해, 연구자들은 이 질문 또는 관련 질문에 대해 명확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LWW Comprehensive Archives가 필요한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전자 저널 컨텐츠 – 독창적인 연구, 리뷰, 
노트, 레터, 사례 연구와 이미지 등을 포함한 약 170만건의 논문을 
포함한 66,000건 이상의 저널 이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96% 이상의 이용 가능한 원본 – 업계 상위 표준을 능가하는 양질의 
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공 커버리지는 저널의 이용 가능 시작 년도부터 2012년까지 제공
됩니다.

동일한 저널 혹은 컬렉션에 대해 front-file과 back-file에 대한 동시 
접속을 제공합니다.

최신식의 스캐닝 과정을 거쳐 제작된 사진, 삽화, 도표, 차트, 그래프 
등을 포함한 깔끔하고, 읽기 쉬운 텍스트와 보기 쉬운 이미지를 제공합
니다. 

기관의 다른 전자저널, 도서, 데이터베이스 홀딩과 완전히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임상, 의학 주제 분야에 
대한 280여 종의 저널에 대한 
과거분을 확보하여 도서관의 
원문을 구축하세요.

5백만 페이지가 넘는 노벨 
수상자와 전 세계 석학들의 
획기적인 연구에 즉각적이
고 독점적인 접속이 가능합
니다.

Ovid의 강력한 검색 기능, 
유연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업무 도구, 즉각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세요. 

전자 원문 아카이브를 사
용함으로써 도서관의 공간
을 확보하고, 상호대차 비
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tended Comprehensive 
Archive 컬렉션도 이용 
가능합니다.

Ovid®   독점� 제공 !

새로이� 추가된� � 
아카이브�  : 
The Journal of Bone 
& Joint Surgery
Neurology®
Dermatologic Surgery
Rehabilitation Oncology
PAIN®



완벽한� LWW Journal Archives를� 만드시려면� 연락� 주십시오�!  

LWW-Ext-Archive-0416

LWW Comprehensive Archives를� 통해� 찾을�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의� 사례

주제별� 컬렉션도� 이용� 가능합니다�.

LWW Comprehensive Archives

LWW Comprehensive Archives의 전체 타이틀 리스트와 제공 범위를 
알아 보시려면 해당 지역의 Ovid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www.ovid.com

•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장균 감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소아 CDAI(Crohns-Disease Activity Index) 정립

• 초음파 심장 측량에 대한 의료진의 조사 결과

• 다발성 손상에 의한 환자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응급 의료진이 사용하
는 상해 정도 평점에 대한 개요

• LWW Comprehensive Archive High Impact Collection 2015

• LWW Comprehensive Archive Nursing and Health Professions 
Collection 2015

현재 2008년까지 제공되는 LWW Extended Archives 혹은 2003년까지 

제공되는 LWW Definitive Archives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보유하신 아카이브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옵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널 홀딩에 LWW Comprehensive Archive Bridge 

Collection을 추가하여 아카이브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옵션:
LWW Comprehensive Archive Collection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새로 출시된 이 

포괄적인 저널 컬렉션은 기존의 단독 아카이브 제품의 제공 범위를  2012년까지로 

확장시킬수 있습니다.

• 이 컬렉션은 LWW Journal Archives 2009-2012의 모든 volume/issues에 접속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귀관의 아카이브를 균일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현재 이용 가능한 LWW Journals 중 가장 포괄적인 백파일(과거분)아카이브 
컬렉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280종 이상의 LWW Journals에 대해 더 오래된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LWW Comprehensive Archive Supplemental Collection으로 아카이브 컬렉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이 컬렉션은 Pain®, Dermatologic Surgery 및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hysician Assistants (JAAPA) 등 아카이브로 판매된 적이 없는 28종의 새로운 
LWW 저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저널 아카이브 컬렉션은 Volume 
1 Issue 1(혹은 이용 가능 시작 연도)부터 2012년 마지막 이슈까지 제공합니다.

추가 지역 영업 사무소는
아래 나라와 도시에 위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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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