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idSP

OvidSP
다양한 검색 옵션, 맞춤형 환경,
기능 및 도구를 이용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쿼리를 통해 Ovid의
Open Access 컨텐츠를 비롯한
모든 Ovid 자료를 동시에 교차
검색할 수 있습니다.

OvidSP를 통해 제공되었거나
또는 다른 시스템에서 업로드한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 전용 작업 공간인
My Workspace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AutoAlerts 피드와 RSS 피드를
사용하여 최신의 이론과 앞으로
나올 이론, 진행 상황 및
기술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OvidMD, Ovid Toolbar 및 Ovid
Universal Search™를 사용하여
연구 환경을 OvidSP 밖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OvidSP는 현재 나와 있는
검색 플랫폼 중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Transforming research into results
오늘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학/의학 연구의 성과를 앞서 확보하고,
연구자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단일
공간이 필요합니다.

OvidSP 플랫폼을 통해 가장 최근에 나온 저널의 원문과 이북 및 문서 정보를
검색하여 찾아내고, 자신의 연구 결과 및 모든 연구 문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고의 검색
기술과 강력한 생산성 도구를 결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집중하여 환자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이론을
찾아내며 자기 분야에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문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거나 시간에
민감한 근거 중심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OvidSP는 귀하가 찾고 있는
융통성있고 신속하며 생산성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업계 최고의 검색 기술(정교한 용어 메핑 기능 포함)

•

연관성을 제공하는 자연어 검색

•

검색을 정밀하게 하고 재분류할 수 있는 검색 필터

•

인용 정보, 원문, 이미지 및 URL 등을 포함한 문서나 연구 프로젝트를 저장,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작업 공간인 My Projects 제공

•

OvidSP의 환경 밖에서도 관련 중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Ovid Toolbar
다운로드 가능

OvidSP는 완벽한 온라인 연구 솔루션입니다.

-의학 관련 사서

컨텐트 + 도구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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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arch은 특정 주제에 대한 문헌 자료의 기본 정보를 찾아내고 Advanced Search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멋진 기능이지요.”
-전문 기술 도서관의 정보 자료 전문가

원하는 방식으로 검색
Basic Search – 복잡한 구문이 필요 없이 일반적인
영어로 표현된 질문이나 구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당사의 독보적인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은 연관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결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OvidOpenAccess를 통해 관련 OpenAccess 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Find Citation – 문헌 정보의 일부를 알고 계십니까?

검색 모드

DOI나 기타 고유 식별자와 같은 특정한 필드 값을

입력하십시오.

Search Tools – 변경 색인, 용어 전개, 용어 트리,
범위 설명 등의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arch Fields – 초록, 저자 이름, ISSN 등 하나
이상의 기준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필드가 My Fields 탭에
표시됩니다.

Advanced Search – 보다 정확하고 집중된 검색을
위해 제공되는 용어집 또는 검색 명령어 구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Multi-Field Search – 한 번에 여러 검색 필드를
사용하여 검색어를 결합합니다.
Open Access 결과와 함께 표시된 검색 결과

Ovid 환경 외부로 연구를 확장

Ovid Toolbar
OvidSP 인터페이스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이트의
링크나 문서를 My Projects 폴더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용자를 위한 다운로드 가능한 기능으로 Ovid
Universal Search를 보완하는 이상적인 기능입니다.

Ovid Universal Search™
이 추가 기능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여러 다른
플랫폼 사이를 이동하지 않고도 OvidSP 내부와
외부의 구독 컨텐트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컨텐트 + 도구 + 서비스

“다양한 검색 모드로 인해 우리 기관의 사용자들은 가장 편하게 느껴지고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인터페이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를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주요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능입니다.”
-전문 기술 도서관의 정보 자료 전문가

업무 생산성 도구
Search History – 본인의 검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히 파악 가능하며 각 검색
용어를 표시, 삭제 또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Limits – 검색 시 Limits를 사용하면 검색
대상을 좀 더 좁힐 수 있습니다. 별점 랭킹,
주제, 저자 및 기타 기준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하십시오.
Limits

검색 결과 도구 및 기능 –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결과를 즉시 검토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OvidSP의 중복제거 기술에
따라 반복되는 결과는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인용 서지 정보 관리 옵션 – 검토, 인쇄
또는 인용 서지 정보 관리 프로그램으로
내보내기 등을 할 때 Ovid, Chicago, MLA 등과
같은 선호하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notations – 인용 서지 정보나 검색
결과에 향후 참조할 수 있는 메모를 쉽게
첨부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알림 도구
AutoAlerts – 검색 기준에 일치하는 새

문서가 나오면 이메일이나 RSS를 통해 저장된
검색 결과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용 서지 정보 관리 프로그램

eTOCs – 새로운 저널 호가 발간되면
결과 도구 및 필터

이메일이나 RSS를 통해 목차 정보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nnotations

Search History 및 AutoAl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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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idSP
Ovid 내에서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십시오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특징은
유연성입니다. 사용자나 검색
전문가들은 용어 매핑 프로세스를
통하여 적당한 용어를 선택하거나
검색 과정을 즉시 파악하여
검색을 다르게 조합한 후 새로운
결과를 끌어내는 기능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My Workspace
이 기능은 검색, 결과 및 문서와 연구 관리 활동을 하나의 온라인 장소 안에
결합하여 사용자의 온라인 업무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

My Projects, My eTOCs 및 My Saved Searches/Alerts로 구성

•

문서, URL, 이미지 등이 포함된 문서와 연구 결과 저장

•

OvidSP, Ovid Universal Search 및 Ovid Toolbar를 통해 검색된 모든 자료를
연구 프로젝트에 정리

•

eTOC 및 저장된 검색 항목을 간편하게 업로드

-의료기관의 공공 서비스 담당 부관장

www.ovid.com에서 데모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Ovid Worldwide Headquarters
333 7th Avenue
New York, NY 10001
(646) 674-6300
(800) 343-0064
이메일: sales@ovid.com
추가 지역 영업소 위치 도시 및 국가:

OvidOpenAccess
이제 OvidSP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연구, 실습 및 교육을 한 차원 변모시키는
데 일조하게 될 수많은 정보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으로 Open Access 컨텐트의 선도적인 출판사인 Medknow Publications
및 PubMed Central의 최고급 컨텐츠 이용 가능

•

빠른 검색 결과를 확장하여 관련된 Open Access 컨텐츠 검색 결과를 모두
이용 가능

•

초록과 원문 컨텐츠를 빠르게 열람

•

Export, Print 및 My Projects 등 다른 탁월한 OvidSP 기능 활용

Alphen aan den Rijn, 네덜란드
베이징, 중국
베를린, 독일
볼로냐, 이탈리아
홍콩
일산, 대한민국
콸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런던, 영국
마드리드, 스페인
뉴델리, 인도
매사추세츠주 노우드, 미국
파리, 프랑스
유타주 샌디, 미국
스톡홀름, 스웨덴
시드니, 호주
도쿄, 일본
빌라 알레마나, 칠레
바르샤바, 폴란드
모든 연락처 및 위치 정보를 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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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vid.com/contact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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