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rsing@Ovid
간호� 및� 보건� 분야의� 

실무�,� 교육�,� 연구�,�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통합� 포털

최근 간호 및 의료 분야 커뮤니티에서의 정보 요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Ovid®는 학생, 실무자 및 관리자 뿐만 아니라 사서 및 정보 관리자와 사용
자가 원하는 업무 방식 및 정보 도구에 대해 집중적인 시장조사를 수행하
였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간호 관련 종사자들이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 정보 
자료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사용자의 교육 자료 및 필요한 전문 정보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 서지 정보 및 원문 컨텐츠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 검색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매일의 일상과 관련된 고품질의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매일의 업무 흐름과 결합된 쉽고 직관적인 도구이어야 
한다.

Nursing@Ovid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뒷면에 계속 

• Nursing@Ovid의 인터페이스 –	간단하며 사용하기 쉽고 OvidSP의 구조에 결합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검색 모드와 결과 관리 및 기타 업무 생산성 도구, 그리고 
직관적인 컨텐츠 알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vid의 간호 분야 주제별 용어집 – 독보적인 통합 용어집은 모든 분야의 
간호 및 의료 전문가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며,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정보 검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 나만의 작업 공간	–	문서, 이미지, 검색 정책 등을 포함한 연구 문서 및 결과
들을 프로젝트나 폴더에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Ovid의 간호 분야 데이터베이스 – 전세계 수 백종의 저널과 정기 간행물로부터 
인덱스된 독보적인 서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 프리미엄급 원문 자료	–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LWW)를 포함한 유명 출판사

에서 출판된 간호 및 보건 분야 최상위 인용 저널들이 제공됩니다. 

하나의 포털을 통해 최고급 
원문과 서지 정보 컨텐츠를 
끊김 없이 제공합니다. 

근거 중심 치료, 진단 테스트, 
평생 교육, 약품 정보, 환자 
교육, 임상 의사 결정 지원 등
에 있어 실제 업무에서 비롯
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Ovid의 특별하고 독보적인 
간호 분야 용어집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간호 분야에 맞게 특별히 
고안된 검색 필터를 이용
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당된 업무 공간에서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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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id의� 간호� 분야� 주제별� 용어집� � 

컨텐츠� 알림� 도구

Nursing@Ovid

검색� 모드 
원하는 검색 방법이나 검색 경험의 수준에 따라 6개의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Basic Search는 간호 분야에 최적화된 용어집을 적용하는 자연어 처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 Advanced Search는 정확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명령어 입력 방식을 사용합니다. 

• Multi-Field Search에서는 한번에 복수의 검색 필드로부터 복수의 검색어를 조합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Find Citation, Search Tools 및 Search Fields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생산성� 도구
Nursing@Ovid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결과에 쉽고 빠르게 접

속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 Search History - 검색에서 사용된 용어를 파악하는데 이용합니다. .
• Limits/Filters	-	관련성, 주제, 저자 및 다른 기준으로 검색을 

제한하고, 즉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Annotations - 향후 참조를 위해 검색 결과에 주석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옵션 —인용 서지 정보를 보거나 인쇄 혹은 내보내기를 할 때 
Ovid, Chicago 및 MLA와 같은 다양한 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My Workspace 는 검색, 결과 및 문서 그리고 연구 관리를 
My Projects, My eTOCs, My Saved Searches/Alerts 로 구성된 
단일한 온라인 공간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특별한 용어집은 어휘 목록과 함께 
Nursing@Ovid가 실제 업무에서 쓰이는 간호 용어 및 의학 전문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여 관련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신 연구 정보가 이용 가능한 시점에 바로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	 새로운 정보가 사용자의 검색 기준에 일치하는 경우 이메일이나 
RSS feed를 통해 AutoAlerts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전자저널의 목차(eTOCs)는 해당 저널의 목차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
니다. RSS를 통해 자동으로 eTOCs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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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id Worldwide Headquarters 
333 7th Avenue 
New York, NY 10001 
(646) 674-6300 
(800) 343-0064 
Email: sales@ovid.com

www.ovid.com Nursing@Ovid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면, 
Ovid 담당자나 sales@ovid.com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간호사로서 말한다' – 사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간호 
용어와 일반적인 의학 용어를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	

MeSH®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구조의 단순화와 브라우징 속도를 위해 '이차원'의 알파벳순 구조를 제공합니다. 
Basic Search는 자연어 처리를 지원하며, Advanced Search는 필드별 검색과 간호 분야에 

전문적인 필터를 제공합니다. 

•	 선도적인 용어 및 인덱스 전문가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검색� 옵션

결과� 도구

Ovid의� 간호� 주제별� 
용어집�  

표준 진단 분류와 범위 주기 정의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