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y Features LWW Health Library:

LWW Health Library
ONCOLOGY

종양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교육� 및� 임상� 컨텐츠� 

왜� �L�W�W� �H�e�a�l�t�h� �L�i�b�r�a�r�y가� 필요한가�?

LWW Learning Resources

20여 종의 종양학 핵심 교과서 - 

DeVita 10판 포함

분기별 컨텐츠 업데이트 - 
빠르게 변화하는 종양학 및 

혈액학 분야에 적극 대응

164개의 NCI 환자 교육 

가이드 제공

NCCN를 통한 근거 중심 

가이드라인

종양학, 방산선학 및 혈액학 
분야 1,500개 이상의 Q&A 

제공

221개의 암 관련 치료 논문

혈액학 및 부인과 종양학 분

야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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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학 교육 기관 및 병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기반과 임상 실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
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품입니다.

LWW Health Library 
ONCOLOGY Collection 
Incl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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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로부
터 공급되는 해당 컨텐츠에 대한 임상 자료를 통해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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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Med� 위젯�: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나 챕터에 근거하여 관련된 PubMed 결과로
의 링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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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쳅터� 저장�/프린트�: 사용자는 챕터를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노트용이나 프린트
를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 멀티미디어� 자료: 이미지, Q&A, 환자 교육용 자료 등

컬렉션� 선택� 가능: 개별 컬렉션 선택 또는 분야별로 묶은 번들로 구매 가능

교육, 학습 및 임상에 있어 기반 및 기초가 되는 과학 자료 및 풍부한 멀티미
디어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LWW Health Library  ONCOLOGY 컬렉션에� 포함된� 
권위있는� 컨텐츠: 

•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펠로우는 최신 교과서와 저널 서지 내용을 검색하고 고

나련 이미지 또한  파워포인트에 바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	 펠로우는 DeVita, Hellman, and Rosenberg’s Cancer: Principles & Practice of Oncology, 10th Ed
을 온라인을 통해 바로 찾아보고 리뷰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사용을 위해 특정 챕터
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혈액학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리뷰해 보고 싶은 펠로우는 Health Library에서 제공하는 

"자가 진단"을 통해 quiz bank engine의 200여 케이스 기반 문제를 풀어 볼 수 있습

니다.

•	 환자와의 미팅을 준비중인 종양학자의 경우 포털에서 특정 종양 타입에 대한 상세 내용을 찾
아 보거나 NCCN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의학 사서의 경우 정평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종양학 및 혈액학에 대한 이북 풀세트

로서 Health Library ONCOLOGY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WW Health Library ONCOLOGY의� 활용:

LWW Health Library ONCOLOGY의� 부가� 기능:
• 전 세계적으로 종양학 및 혈액학 분야 교과서로 사용되는 전문 분야 최고 등급 컨텐츠 

제공 

• LWW Health Library를 통한 분기별 독점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보다 나은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가장 최신의 참조 자료를 제공 

• 강력한 시멘틱 태깅을 통해 컬렉션 내의 다른 챕터나 자료로 관련 컨텐츠를 빠르게  
링크 

• 쉬운 찾아보기를 위해 교과서 브자우징 페이지에 주제 리스트를 표시하여 검색 결과
내에서 주제별 필터링이 가능

•	 이미지를 PPT 템플릿에 바로 다운로드 

•	 교육 및 프리젠테이션에 이용할 수 있도록 PPT 템플릿에 다운로드 가능한 10,000여 개의 
고품질 이미지 제공

LWW Health Library Oncology - 0115

www.ovid.com

추가 지역 영업 사무소는 
아래 나라와 도시에 위치
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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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WW Health Library
ONCOLOGY

•	 DeVita, Hellman, and Rosenberg’s Cancer: 
Principles & Practice of Oncology, 10th Ed.*

•	 Diseases of the Breast
•	 Cancer	Principles	and	Practice	of	Oncology:	

Handbook of Clinical Cancer Genetics
•	 TNM	Staging	Atlas	with	3D	Oncoanatomy
•	 Cancer	Chemotherapy	and	Biotherapy	

Principles and Practice
•	 Perry’s	The	Chemotherapy	Source	Book
•	 Comprehensive	Textbook	of	Genitourinary	

Oncology
•	 Principles	and	Practice	of	Gynecologic	

Oncology
•	 Berek & Hacker’s Gynecologic Oncology*

•	 Wintrobe’s Clinical Hematology*
•	 Wintrobe’s Atlas of Clinical Hematology*
•	 Principles	and	Practice	of	Lung	Cancer
•	 Principles	of	Molecular	Diagnostics	and	

Personalized Cancer Medicine
•	 Principles	and	Practice	of	Palliative	Care	and	

Supportive Oncology
•	 Principles	and	Practice	of	Pediatric	Oncology*
•	 Human	Radiation	Injury
•	 Pediatric	Radiation	Oncology*
•	 Perez and Brady’s Principles and Practice of

Pediatric Radiation Oncology*
•	 Principles	and	Practice	of	Surgical	Oncology

*Gold	Standard	Titles

Ovid�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LWW Health Library가� 여러분의� 커리큘럼과� 임상� 실습을� 도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