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WW Health Library:
Clerkship/Clinical Rotations

왜 LWW Health Library가 필요한가? 
LWW Health Library는 특정 학과에 맞도록 제작된 정평한 의과학 
교육 자료와 및 임상 컨텐츠 - 필수적인 교과 내용과 실제 임상 케이스 
및 퀴즈 등을 인터렉티브하게 만들어진 단일 온라인 포털을 통해 학과
및 학생, 스태프들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의학 교육 기관 및 병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기반과 임상 실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품입니다. 

클럭쉽이나 
임상 회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임상 교육 콘텐츠

LWW Health Library의 주요 특징:
교육, 학습 및 임상에 있어 기반 및 기초가 되는 과학 자료 및 풍부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 주요 교과 자료: Lippincott Williams & Wilkins에서 제공되는 권위있는 핵심 
교과서와 업계 선두의 기능과 결합된 주요 부가 컨텐츠를 하나의 포털을 통해 
제공합니다. 

• 최신 자료 업데이트: 출판되는 최신 에디션, 추가되는 부가 컨텐츠 및 저자로
부터 공급되는 해당 컨텐츠에 대한 임상 자료를 통해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합
니다. 

• 새로운 퀴즈 기능!: 사용자가 직접  주제별로 구성한 맞춤형 퀴즈집을 만들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콘텐츠와 연결하여 학습을 도와줍니다.

• 발전된 시멘틱 검색: 타이틀, 챕터, 주제 및 자료 타입 등에 따라 결과를 표시하여 
사용자를 최적의 결과로 안내합니다.

• OvidInsights 위젯: 독점으로 제공하는 OvidInsights 검색 위젯을 통해 저널 클럽 
활동에 이상적인 원하는 결과 및 논문 미리 보기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핵심 논문을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최적화된 디자인: 컴퓨터, 태블릿 및 스마트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계정: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 개인 계정을 제공하여 퀴즈, 검색 저장, 콘텐츠 
알림, 강력한 인쇄 기능, 원활한 외부 접속 등과 같은 개인 설정을 이용할 수 있습
니다.

• 로테이션 및 주제에 따라 정리된 150여개의 케이스: 각 케이스는 임상 시나리오 
및 환자 관리에 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맞추어 제공되어 학생들이 향후 임해야 
할 로테이션이나 즉각적인 임상 현장에 필요한 기술에 도움을 줍니다.

LWW Health Library: 
Clerkship/Clinical Rotations 
Collection의 주요 제공 내용:

• 핵심 클럭쉽 로테이션 과정에 필요한 주요 
교과서 - 40종의 유명 타이틀 및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분야  클럭쉽 
시리즈 

• 독점 제공! 기존에는 프린트로만 제공되던 
클럭쉽 분야 시리즈 타이틀 제공 
- Step-up, Recall, Blueprints, Shelf Life, 
BRS
(Books@Ovid에서 미 제공)

•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가정 의학과, 
정신과 분야의 4,700여 Q&A

• 모든 핵심 로테이션 컨텐츠 및 특정 로테이션 
내의 컨텐츠를 아울러 검색하고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검색 기능 



LWW Health Library: Clerkship/Clinical	Rotations

추가 기능:

무료 트라이얼을 신청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해당 지역 Ovid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sales@ovid.com에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117   7-H027B

Award-winning Support and 
Consultative Services
•	 수상 경력에 빛나는 Ovid®의 고객 지원팀은 

가장 최적화된 배포, 홍보, 교육, 구성 및 사용자 
설정을 위한 도서관 맟춤형 도구 구현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	 20개 언어로 24/7 고객 지원을 제공합
니다. 

저희 글로벌 고객 지원팀은 Omega Management Group의 
NorthFace ScoreBoard Award ™를 통해 지난  5 년간 우수한 
고객 만족도 점수를 얻으며 업계 최고 수준의 인지도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 Lipsky:	Blue Prints Family Medicine
• Young:	Blue Prints Medicine
• Sloane:	Essentials of Family Medicine
• Duncan:	Lippincott Q&A Medicine
• Bergin:	Medicine Recall
• Godara:	The Washington Manual®

of Medical Therapeutics
• Goroll:	Primary Care Medicine:

Offi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the Adult Patient

• Plantz:	Step-Up to Emergency Medicine
• Ellis:	Step-Up to Medicine
• Thaler:	The Only EKG Book You’ll

Ever need

일반 레퍼런스/시험 준비
• Ayala:	Boards & Wards USMLE Step 2&3
• Van	Kleunen:	Step-Up to USMLE Step 2
• Van	Kleunen:	Step-Up to USMLE Step 3
• De	Fer:	Internship Survival Guide
• Drislane:	Blueprints neurology

컬렉션에 포함된 권위있는 주요 컨텐츠:                                                    
내과/가정 의학과                                            산부인과

• Callahan:	Blue Prints Obstetrics
and Gynecology

• Beckmann: Obstetrics
and Gynecology

• Casanova:	Shelf Life Obstetrics
and Gynecology

• Snyder:	Step-Up to Obstetrics
and Gynecology

소아과
• Marino:	Blue Prints Pediatrics
• Brown: BRS Pediatrics
• Bernstein:	Pediatrics for

Medical Students
• McGahren:	Pediatrics Recall
• Zorc:	Schwartz Clinical

Handbook Pediatrics
• Sheth:	Shelf Life Pediatrics
• Shah:	Step-Up to Pediatrics

정신과
• Sadock:	Concise Textbook of Clinical

Psychiatry
• Sadock:	Pocket Handbook of Clinical

Psychiatry
• Cavacuiti: Principles of Addiction Medicine:

The Essentials
• Carlat:	Psychiatric Interview
• Ruiz:	The Substance Abuse Handbook

외과
• Blackbourne: Advanced Surgical Recall
• Karp: Blue Prints Surgery
• Lawrence: Essentials of General Surgery
• Lawrence: Essentials of Surgical Specialties
• Zaslau: Shelf Life Surgery
• Jarrell: nMS Surgery
• Jarrell: nMS Surgery Casebook
• Zaslau: Step-Up to Surgery
• Blackbourne: Surgical Recall

• 주요 클럽쉽 로테이션에 대한 40종의 핵심 타이틀에 대한 온라인 독점 공급 
-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 모든 핵심 로테이션에 대한 컨텐츠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가정의학과, 정신과)

• 빠른 답변을 위해 모든 로테이션을 통합 검색하는 시멘틱 검색과 '모든 로테이션' 또는 
특정 로테이션을 선택함으로써 검색 결과를 특정 목적에 맞추어 선 필터링하는 기능

• 표, 이미지, 링크 자료 등을 포함한 사용자 친화적인 화면 보기 제공;  
전체 챕터 보기, 그림만 보기, 표만 보기 등의 방양한 챕터 보기 기능 제공

• 교육 및 프리젠테이션에 이용할 수 있도록 PPT 템플릿에 다운로드 가능한 고품질의 
이미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