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vid® 에서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요 임상 관련 이북 출판사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 전문 출판사들이 발행하는 4,000가지 이상의  

최신 온라인 단행본 에디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북의 장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북 솔루션인 

Books@Ovid는 구독 및 구매 옵션를 포함한 유연한 서비스 이용 옵션을 

제공하며, 강력한 검색, 찾아보기 및 통합 링킹 옵션으로 결정적인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빠르고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Books@Ovid
다양한 학술분야의   

최상급 이북 자료들

Books@Ovid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과학, 의학, 의료 및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분야에서 원하시는 단행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Oxford University Press, Jones 
and Bartlett, American Nurses 
Association, Wiley-Blackwell, 
Springer Publishing 그리고 
그 외의 주요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Ovid의 강력한 검색 기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업무 
도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Books@Ovid의 자료를 자신이 
속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이북, 저널 및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단행본에 대해 영구 
소장 가격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행본 타이틀별로 
선택하거나, 경제적이고 
편리한 컬렉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어 검색 기능을 탐재하여 복잡한 용어를 이용하지 않아도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검색

연관성 순위에 따른 검색으로  짧은 시간안에 최상의 결과 도출

이북, 저널, 데이터베이스 동시 검색

전체 원문을 제공하는 저널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Ovid 외의 
자료까지 즉시 연결

다양한 검색 및 찾아보기 옵션: 빠르게 결과를 찾아주는 Quick Search, 
단행본별 찾아보기, 주제별 찾아보기, 확장성 있는 단일 목차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워크플로 도구: 검색 결과에 주석 첨가, 
유연한 결과 분류 등

기관의 OPAC을 위해 해당 단행본에 대한 MARC 데이터 다운로드

Ovid 빠른 이동 링크(Jumpstarts): 해당 챕터나 주제, 목차 등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

하나의 단행본이나 여러 단행본으로 검색 제한 가능

ePub 포맷을 이용한 Books@OvidBooks의 eReader를 제공하여 챕터를 
PDF로 다운로드 및 저장

Books@Ovid



Books@Ovid

이미지 확장 - 이미지나 도표를 클릭하면 보다 

나은 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북 리더를 통해 사용자는 페이지 넘김 

화살표를 통해 검색 결과가 나와 있는 챕터로 

이동하거나, 왼쪽 칼럼에 있는 목차 정보를 클릭하여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Ovid 검색 및 필요한 이북에의 직접 접속을 통해 

새로운 이북 리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에서 해당 챕터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챕터의 

다운로드 및 PDF 저장 등. 더불어 이북 리더 폰트의 

크기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eReader를 통해 현재 보고 있는 책에서만 검색하거나 

전체 책에 대해 새로운 검색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된 챕터의 PDF 보기 – 필요할 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선명한 페이지를 적당한 크기로 

정리된 이미지와 함께 제공합니다.



다양한 주제 분야의 5,500종 이상의 고급 자료로 구성된 
지속적인 타이틀을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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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역 영업소 위치 도시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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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s@Ovid를 통해 구독하거나 구매하실 수 있는 모든 단행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www.ovid.com을 방문하십시오.

Books@Ovid에서 제공하는 주제 분야:  
•  Agriculture
•  Allergy & Immunology
•  Alternative Medicine
•  Anesthesiology
•  Biology & Biosciences
•  Biotechnology
•  Behavioral Sciences
•  Cardiology
•  Clinical Medicine
•  Endocrinology
•  Engineering

•  Epidemiology  
 and Public Health
•  Gastroenterology  
 & Hepatology
•  Genetics
•  Infectious Diseases
•  Internal Medicine
•  Life Sciences
•  Microbiology
•  Oncology
•  Neurology & Neurosciences

•  Nursing
•  Orthopaedics
•  Palliative Care
•  Pharmacology
•  Psychology & Psychiatry
•  Radiology
•  Sports Medicine
•  Surgery
•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Virology 
•  and more!

주요 타이틀:  
• Sternberg’s Diagnostic Surgical Pathology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The Only EKG Book You’ll Ever Nee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Varney’s Midwifery (Jones and Bartlett Learning, LLC)
• Nursing Informatics: Scope and Standards of Practice (American Nurses Association, Inc)
• Greenfield’s Surgery: Scientific Principles and Practice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Washington Manual of Medical Therapeutics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Family Practice Guideline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Outcome Assessment in Advanced Practice Nurs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anual of Dermatologic Therapeutics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Maternal-Fetal Evidence Based Guidelines (Taylor & Francis Group, LLC)
• Master Techniques in Surgery: Thoracic Surgery: Advanced Procedures(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Cardiac Complications of Cancer Therapy (Oncology Nursing Society)
• Decision Making in Spinal Care (Thieme Medical Publishers)
• Greenman’s Principles of Manual Medicine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주요 이북 컬렉션:  
• LWW Doody’s Core Title Collection
• LWW Doody’s Essential Collection
• PMPH-US Doody’s Premier Titles Collection
• Springer Publishing Doody’s Premier Titles Collection
• Wiley-Blackwell Doody’s Premier Titles Collection
• Taylor and Francis Doody’s Premier Titles Collection
• Amirsys Doody’s Reviewed Collection
• CRC Press Doody’s Premier Titles Collection
• Jones and Bartlett Doody’s Premier Titles Collection
• Demos Doody’s Premier Titles Collection
• 8 collections from CABI covering agriculture, food science, environmental science, and more
• 5 collections of Jones and Bartlett titles covering nursing as well as patient education
• 17 subject-specific LWW collections in anesthesiology, pharmacology, sports medicine, and more
• 10 LWW Consult collections covering specific therapeutic areas
• LWW JBI Book Collection

Ovid
Transforming Research into Results.

Ovid는 완벽한 온라인 연구 솔루션으로,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온라인 
공간입니다.

• 다양한 검색 방식, 그리고 맞춤형 
업무 생산성 도구와 컨텐트 알림 도구를 
이용하여 원하시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연구 결과와 문서를 전용 작업 
공간인 My Projects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Ovid Toolbar를 사용하여 Ovid를 이용한 
연구 환경을 그 이상으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 단행본, 저널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모든 Ovid 자료를 한 번의 쿼리로 동시에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Ovid의 기술 지원팀의 서비스를 연중 무휴(24/7/36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