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vidMD는 Ovid 최초의 임상 도구로서 의사들의 질문에 대해 Ovid의 
관련 최신 원문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해답을 제공합니다.

OvidMD는 현역 의사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임상 및 근거 
중심의 관점에서 설계되었습니다. 효과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OvidMD 
검색은 Ovid의 전문가에 의해 개발된 정교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임상에 관한 질문을 입력하십시요. OvidMD는 Evidence-Based 
Guidelines 및 Ovid MEDLINE®, 그리고 기관의 주요 임상 관련 원문 저널, 
단행본 및 데이터베이스를 한번에 동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입력하려는 내용을 먼저 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입력을 
시작함과 동시에 추천 검색어를 보고 선택할 수 있어 관련된 주제를 
빠르고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임상 분야에 최적화된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를 위해 
개발되고 테스트된 OvidMD의 직관적인 검색은 관련 결과를 즉시 
보여줍니다.

임상 중심의 자료 배치. 임상적 요구 (논문 리뷰, 임상 시험, 진단, 치료,  
예방 및 예후) 및 타입이나 최신성 등을 기준으로 컨텐츠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원문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의 링크는 최신 저널 연구, 
근거 중심 가이드 라인 및 이북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를 쉽게 만들어 
줍니다.

UpToDate’s®의 개괄 정보, 현장 진단 컨텐츠와 더불어 Ovid의 원문 
정보 및 서지 정보를 사용하기 쉬운 동일한 인터페이스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제품에 모두 구독 시)

CME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의사라면 OvidMD의 임상 
주제를 연구함으로써 환자 진료의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 연장 
교육 점수 (AMA PRA Category 1 Credit™)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필요로 하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UpToDate®와 Relay Health 
(McKesson Technologies, Inc. 의 부속 부서)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는 
환자 교육용 유인물, 내보내기 가능한 이미지 라이브러리, 다양한 의학 
계산기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UpToDate®의 검색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OvidMD의 검색 
결과 화면에서 UpToDate® 의 검색결과를 UpToDate®와 동일한 순서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OvidMD®

더 많은 임상정보가 필요할 때,  

의사들은 OvidMD를 신뢰합니다.

LWW Learning Resources

의료진과 임상의가 임상 관련 
질문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답변 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부터 
제공된 최신의 권위 있고 상호 
검토된 연구를 검색함으로써 
환자들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 계정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검색 결과를 저장하고 
알림을 설정하거나 동료에게 
전달하고 이미지 등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Ovid와 UpToDate®를 단일 
인터페이스에 통합하여 오직 
임상에 중심을 둔 도구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브랜드화 기능을 통해 기관의 
로고를 모든 페이지의 주요 
부분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OvidMD는 빠르고 사용자 
중심적이며 관련 검색 
결과를 가장 신속하게 가져다 
줍니다.”

Surender Bodhireddy, M.D.  
Pathologist 

Covenant Medical Center 
Lubbock, Texas USA

www.ovidmd.com

연구결과를 실제 임상으로 적용



연구 결과를 실제 임상으로 적용

 •    권위 있고 광범위한 생의학 데이터베이스인 Ovid MEDLINE®은 생물, 의학 및 보건 분야 
천오백만건 이상의 저널 논문으로의 접속을 제공합니다.

•      Evidence-Based Guidelines는 분기별로 의사에 의해 업데이트되며, 진단, 질병 관리 및 
약품 치료에 있어 가장 타당성 있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      LWW Current Opinion 저널군은 주요 의학 전문 분야에 있어 전문가의 설명과 논문 리뷰 
자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UpToDate® 및 McKesson Technologies Inc.의 부속 기관인 RelayHealth에서 제공되는 
환자용 정보 유인물이 제공됩니다.

•     투여량, 부작용, 징후 및 약품 치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A to Z Drug Facts가 
제공됩니다.

•     더불어 Ovid를 검색할 때 항상 접하게 되는 저널, 단행본 및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임상 관련 원문 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임상 정보 자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필요한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한번에 모든 것을 검색!

의사들이 검색창에 간단히 임상 질
문을 입력하면 완료! 사용자는 관련
된 광범위한 검색 결과를 원문 링크 
및 유용한 계산기, 이미지 등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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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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ovid.com

기관에 OvidMD를 도입하시려면 sales@ovid.com 을 통해 Ovid의 해당 영업 대표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www.ovidmd.com을 방문하시거나 당사의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시어 30일 시범사용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Ovid 및 OvidMD를 구독하고 계시다면 OvidMD 컨텐츠 및 구독 중인 임상 관련 저널, 
단행본 및 데이터베이스를 OvidMD에서 동시에 검색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Ovid를 구독하고 있지 않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OvidMD는 임상 관련 분야 컨텐츠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독립적인 온라인 툴로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데 손색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기관의 임상적 요구에 맞도록 특정 컨텐츠를 추가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Ovid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 해당 지역 Ovid
영업 대표에게 연락하거나 www.ovid.com을 방문하십시오.

iPad® 및 iPhone®에도 
최적화!

 www.ovidmd.com에서 데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