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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Light는 제약 및 생명 공학 회사, 의료 기관, 교육 기관, 연구 
도서관, 병원 연구팀 등의 연구자 및 과학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회색 문헌 
데이터베이 스입니다. 전세계의 의학과 생명공학 컨퍼런스의 발표 초록과 
포스터를 독점 공급합니다.

3,100개 이상의  
국제 컨퍼런스의
2.5백만건 이상의 
발표 초록과 포스터

Ovid Northern Light 의 장점
•   Northern Light의 컨퍼런스 초록과 Ovid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중복 제거 기능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검색 
결과를 간소화하여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할 때 신속하게 
식별 할 수 있는 고유한 검색결과를 제공하므로 검색 후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컨퍼런스 이름, MeSH용어, 저자, 약품, 의료 장비, 임상 시험, 
진단 등을 정확하고 빠르게 검색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컨퍼런스의 링크가 만료되어도 저자 정보 및 회의초록은 
접속이 유지 됩니다.

•   Ovid의 강력한 검색 기능 및 시간 절약형 업무 도구, 잘 정리된 
초록을 포함한 자동 알림 RSS, 다양한 검색 결과 정렬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Systematic reviews를 위해 필 수적인 제품입니다. 

•   NEW! Northern Light와 Ovid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중복 제거 기능을 새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   매달 마다 25,000건 이상 의 초록이 추가됩니다.

•   표, 그래프 및 이미지를 포함한 120,000건 이상의 발표 
포스터 를 쉽고 빠르게 제공합니다.

•   컨퍼런스 초록에 대한 실시 간 검색―컨퍼런스 사이트 에 
등재후 최소 3주 이내에 검색 가능

•   질병, 치료, 약, 임상 시험 단계, 의료 기기 등의 커버 리지를 
포함하고 있습니 다.

•   모든 컨텐츠에 대해 100% 저작권을 준용합니다.

왜 Northern Light인가?
•   체계적 문헌 고찰 (systematic reviews)을 위해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   제공되지 않는 저널의 부록 같은 발표 자료도 제공됩니다. 

•   경쟁 정보와 제품개발에 대한 자료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합니다. 

•   포괄적인 최신의 발표 초록 데이터베이스와 규정 준수 사항에 
대한 정보를 통해 안전 사항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최신 사항 검색 도구를 사용하면 연구원이나 기관에게 신규 약물 
요법이나 새로운 해결책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내용이 출판될 수는 없으나 근거에는 필수적인 가치있는 
연구나 시험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 회색 문헌인가?
•   컨퍼런스 초록에 포함된 시험의 절반 이상이 정식 출판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전체적으로 출판된 자료는 그렇지 않은 자료와 구조적으로 
다릅니다.

•   Cochrane review에서 참조된 시험의 약 10%는 컨퍼런스 
초록 및 회색 문헌에서 가져 온 것입니다.

•   출판되지 않은 연구와 데이터를 검색함으로써 편향된 연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메타 분석에 회색 문헌을 포함하지 않으면 특정 조치에 대한 
유효성 평가가 과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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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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7   7-V659

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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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전 세계 620여개 회의 주관 기관의 3,100건 이상의 컨퍼런스에서 2.5백만건 이상의 발표 초록 및 포스터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업데이트 되어 제공됩니다.

컨퍼런스 초록: 

대학 사서 및 연구원
•   연구 지원 인력은 컨퍼런스 문헌을 검색함으로써 

Systematic Review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 회의, 연구 설계 또는 보조금 지원 등의 
과정에서 연구의 참신함과 혁신성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원
•   출판되지 않은 연구와 데이터를 검색함으로써 편향된 
연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   메타 분석에 회색 문헌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특정 조치에 
대한 유효성 평가가 과장될 수 있습니다.

정보 담당 과학자
•   정보 담당 과학자는 컨퍼런스에서 특정 회사의 약품 연구 
시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제약 회사의 약품 시험 결과, 신약개발, 경쟁 목적의 
임상 전 연구와 같은 포괄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3백2십만여 저자의 발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제공됩니다.

•   200개 이상의 진단 및 치료 분야에 대한 
연구 내용이 제공됩니다.

•   임상 시험 단계에 대한 식별이 가능합니다.
•   5,000건의 질병, 3,000건의 약품 및 55개 
이상의 의료 기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   전세계의 생명공학, 임상의학, 생명과학, 
간호학, 약학 기관들이 후원하는 컨퍼런스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제 분야
• Anti-Obesity and Weight Loss

• Blood Disorders and   
 Hematology

• Cardiovascular Diseases

• Childhood Diseases

• Dermatology

• Endocrine Disorders

• Gastrointestinal Diseases

• Immune System Diseases

• Infectious Diseases

• Kidney Disease

• Men’s Health

• Muscular and Skeletal Diseases

• Nanomedicine

• Neurological and Central 
 Nervous System Diseases

• Neuroscience

• Oncology

• Ophthalmology

• Orphan Diseases

• Pain Management

• Pediatrics

• Senior Health

• Sleep Disorders

• Smoking Cessation

• Stem Cell Research

• Urology

• Vaccines

• Women’s Health

• Wound Care

항목별 쉬운 검색:
• Author

• Brand-name drugs

• Cell Receptor

• Clinical trial

• Conference date

• Conference name

• Conference sponsor

• Diagnostic and treatment

• Disease

• Enzyme

• Generic drugs

• Human anatomy

• Mechanism of Action

• Medical device

• Therapeutic a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