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 연구 정보에 특화되어 
제작된 통합 디스커버리 

사용자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된 맞춤형 
도서관 포털

홀딩, 홍보 자료, 아직 확보되지 
않은 Open Access 자료 통합

웹 스케일 검색, 아직 인덱스 
되지 않은 정보까지 검색 
확장 

개인 영역 제공 - 알림 개인 
설정, eTOC 자동 알림, 검색, 
문서, 선호 자료

OpenURL 리졸버 통합

A-Z 리스트 툴 제공 

Document  Delivery Service 
관리 

LWW 컨텐츠에 대해서는 
Full-text 인덱스 지원!

OvidDiscovery 는 병원에서 의학 연구 정보를 검색하는데 특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도서관이나 자료실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 정보 자료를 부각시키고 
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된 이 제품은, 초보자나 전문가 모두 해당 기관
의 전체 의학 연구 정보 자원을 손쉽게 검색 할 수 있도록 고안된 통합 인터페이
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출판사, 벤더 및 총괄 공급자의 컨텐츠를 모두 총괄하여 
단일 인터페이스로 제공됩니다.

OvidDiscovery 는 사용자가 찾고 있는 정보와 가장 관련성 있는 결과를 보여줌
으로써 사용자의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검색 단어 또는 문
장을 입력하자 마자 검색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내용이 각 주제 분야로 정리 
됨으로써 초보자도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 도서관의 방대한 컨텐츠를 간단하고 

단일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OvidDiscovery

OvidDiscovery 는� 보유한� 의학� 정보를� 통합하여� � � 
단일�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논문, 챕터, 저널, 단행본, 비디오, 이미지 등 1억개 이상의 학술 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1,110,000개 이상의 고유 컨텐츠 정보

53,000개 이상의 출판사 또는 총괄 공급자 컬렉션 정보

45,000여 고유의 Open Access 타이틀; 7백만여개의 레코드

매일 업데이트되는 인덱스 및 링킹 서지 정보 (Kowledgebase)

OvidDiscovery 도입시 수상 경력에 빛나는 Ovid®의 고객 지원팀이 
고객 맞춤형 제작, 홍보, 교육, 세팅에 있어 최상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여개 언어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ward Winning Customer Service: 

OvidDiscovery 는 정보의  
검색부터 확보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간단 검색:  사용자의 숙련도에 관계 없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Certification as “Center of Excellence” from Benchmark Portal 

병원 도서관을 위한 독점 솔루션 ��



OvidDiscovery and your Library: 

OvidDiscovery-0316

www.ovid.com

Additional sales offices are  
located in the following cities 
an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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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주 쉬운 사용: 초보자나 전문가 모두 쉽게 접근

• 이용 통계 증가에 기여: 가장 관련성 높은 정보를 검색해 줌으로써 사용자의
경험을 획기적으로 향상

• 인덱스되어 있는 컨텐츠를 넘어선 검색을 통한 더 많은 컨텐츠 노출:  별도의 검색
시스템 구축 없이, 소장중이거나 구독중인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원문 구독물, 홀딩
정보, 웹싸이트, 외부 검색 엔진, 기관내 정보 자료를 통합하여 검색하고 그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 필터, 정렬 및 자동 알림 지원 - 새로운 결과가 검색될 때 마다 자동 알림

• 다양한 내보내기 형식 지원: EndNote Online; Mendeley; Refworks Web, RIS
(Zotero, Reference Manager, EndNote Desktop); RefWorks; Plain Text

• 인증: IP 인증, 아이디/패스워드, Athens, Shibboleth, Proxy 지원

• 4개국어 인터페이스 지원 : English, French, German 및 Spanish

OvidDiscovery

홈페이지

확장 검색 

•	 Fully	customizable	home
page page with library 
logo, hours, and contact 
information

•	 Basic	discovery	search

• eResources	search

•	 Featured	database	links

•	 Twitter	RSS	feeds

•	 ‘What’s	New’	Medline
module

•	 All	sections	can	be	hidden	
or expanded as needed

•	 Keywords

•	 Title

• Subject(s)

• Publisher

•	 Publication

•	 Date

•	 Identifiers:	ISSN,
ISBN, DOI, PMID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Ovid 한국� 지사� �(�0�2�-�7�6�1�-�9�7�3�8�)� 또는� 

chris.jung@wolterskluwer.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정렬  

•	 Classification

• Subject(s)

• Publisher

•	 Language(s)

•	 Publication	Name

•	 Authors

•	 D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