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s@Ovid

Journals@Ovid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약 1,200
종의 최고급 저널을 공급하고 있으며 컨텐트의 최신성과 
수준, 그리고 이용 옵션을 복합적 으로 활용하여 이용 
기관에 맞는 최적의 맞춤형 전자 저널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Ovid®는 의학, 간호학 및 과학 분야의 최신 핵심 저널을 
선별하여 최상 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용자들은 
Ovid를 통해 자연어 처리나 고급 검색 도구를 사용하여 
저널 컨텐츠와 동시에 단행본과 데이터베 이스의 자료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주요 출판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주제 분야의 
최신 Peer-Reviewed 저널

Journals@Ovid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   79%의 Ovid 저널들이 ISI Impact Factor*를 가지고 있습니다 

•   모든 단어, 그래픽 및 캡션을 포함하여 100% 검색 가능한 원문
(PDF 전용 간행물 제외)을 클릭 한 번으로 이용 가능

•   최신 자료 제공; 엠바고 저널 없음

•   즉시 제공되는 초록, 검색 결과 주석 첨가, 다양한 검색 결과 
분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도구 

•   기관의 OPAC을 위해 해당 저널에 대한 MARC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

•   RSS 및 이메일을 통한 전자 목차 정보 (eTOCS) 자동 수신 기능

•   모든 서비스 가입자들이 한 종에서 수백 종의 도서에 이르기 
까지 모든 Journals@Ovid 목차와 초록에 접근할 수 있음  

•   PayPerView 선불 계정 제공 가능: 사용자의 개별적인 저널 
컨텐츠 확보를 관리하는 간편한 직불 계정 생성 

•   직관적이고 유연한 저널 검색 및 찾아보기 기능

•    LWW, Elsevier, Wiley, Oxford University 
Press, Massachusetts Medical Society, BMJ 
등에서 출판하 는 의학, 간호학, 과학 및 기타 주제 
분야의 최신 연구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타이틀을 개별 선택하거나, 경제적이고 편리한 컬렉션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쇄물로 출간되기 전 전자 형태로 이용 가능한 타이틀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이 되는 혁신적 과학 문헌의 경우 저널 아카이브 
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Ovid의 강력한 검색 기능, 시간 절약형 워크플로우 도 
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쉬운 방법을 통해 구독중인 Journals@Ovid의 
자료를 귀 하의 기관에서 보유한 Ovid 또는 Ovid 
이외의 저널, 이 북 및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    Lippincott 저널은 Journals@Ovid를 통해 
독점으로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저널은 별도로 또는 비용 효율적인 
컬렉션으로 아카이브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2016 Journal Citation Reports® (Clarivate Analytic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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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 및 AIDS에서부터 정형외과 및 정신의학에 이르
기까지 모든 의학 분야의 저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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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얼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Ovid 영업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아래의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ApacSalesSupport@wolterskluwer.com.

0617   7-V656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고객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
•   Ovid®’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고객 지원팀은 가장 최적화된 
정보 배포와 프로모션, 이용자 
교육, 맞춤형 세팅과 설정을 
위해 귀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툴을 제공함으로써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20개국 이상의 언어로 24/7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고객 지원팀은 Omega Management
Group의 NorthFace Score Board Award™
를 통해 지난 5년간 탁월한 고객 만족도 점수를 
획득하여 동종 업계 최고의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주요 저널:
• AIDS
• Alimentary Pharmacology 
 & Therapeutics
• American Heart Journal (AHJ)
• American Journal of Nursing
• 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 Anesthesia & Analgesia® and 
 A&A Case Reports Bundle
• Anesthesiology
• Annals of Internal Medicine
• Annals of Surgery
• Annals of the Rheumatic
 Diseases
• Annual Review of Psychology
• Arteriosclerosis, Thrombosis, 
 and Vascular Biology
• BMJ (British Medical Journal)
• Brain
• Brain Pathology
•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 Cancer Gene Therapy
• Carcinogenesis
• Cerebral Cortex
• Circulation
• Circulation: Arrhythmia 
 and Electrophysiology
• Circulation Research
•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 CMAJ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 Critical Care Medicine®

• Current Opinion in   
 Hematology
• Current Opinion in   
 Nephrology & Hypertension
• Current Opinion in Supportive 
 and Palliative Care
• Current Sports Medicine 
 Reports
• Endocrine Reviews
• Environmental Microbiology
• Epidemiology
• European Journal 
 of Neuroscience
• Genes and Immunity
• Genes to Cells
• Gut
• Human Molecular Genetics
• Hypertension
• International Immunology
• JAMA: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 Journal of Allergy & Clinical 
 Immunology, The
• The Journal of Bone & Joint Surgery 
• Journal of Clinical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 Journal of Clinical 
 Psychopharmacology
• Journal of Immunotherapy
• Journal of Medical Genetics
• Journal of Strength 
 & Conditioning Research™
• Leukemia
• Molecular Biology  
 & Evolution
• Molecular Psychiatry
• Neurology® and Neurology®: 
 Clinical Practice
•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 Oncogene
• PAIN®

• Pharmacogenetics 
 and Genomics
• Plant Journal, The
• Psychosomatic Medicine
• Spine
• Stroke
• The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 Thorax
• Transplantation®

Ovid
Transforming Research  
into Results. 
Ovid는 완벽한 온라인 연구 솔루션 
으로,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온라인 공간입니다.

•   다양한 검색 방식, 그리고 맞춤형 업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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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행본, 저널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모든 Ovid 자료를 한 번의 
쿼리로 동시에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저널 컬렉션:
• LWW Total Access Collection
• LWW High Impact Collection
• Sports Medicine  
 & Orthopaedics Collection
• Ovid Essential Nursing Collection
• Ovid Premier Collection
• PsycARTICLES

• Society Published  
 Journals Collection
• LWW Nursing & Health   
 Professions Premier Collection
• 2 UpToDate Reviewed Journals  
 Collections

• 8 collections of cross- 
 publisher healthcare  
 specialty collections 
 covering cardiology, 
 dermatology, oncology,  
 an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