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Ovid인가요�?

운동 선수를 치료하는 팀닥터나 최신 기술이 필요한 정형외과 의사 또는 
스포츠 의학 연구자라면 병원이나 사무실,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뢰
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서는 정형외과, 스포츠 과학 및 재활 분야의 5 종 이상의 저널과 

1 종 이상의 단행본 및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합

니다. 모든 정보 자료들은 전세계 선두의 출판사들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업계 표준의 순위 및 평가 시스템에서 인정받았습니다. 

Turn over for core journals, books, and datbases in  
orthopaedics & sports medicine  available from Ovid.

한번의 클릭으로 세계적인 출
판사의 정형외과 및 스포츠 
의학 분야 200개 이상의 전자 
정보 자원에 접속할 수 있습
니다.

모든 저널과 단행본 및 데이
터베이스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으며 서지 정보와 원문은 
상호 링크되어 제공됩니다.

의 고급 검색 기술과 시간 
절약형 업무 도구를 통해 정확
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
습니다.

정형외과, 스포츠 의학, 운동 
과학 , 재활 분야에 대한 전자 
정보 자원 컬렉션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의 정형외과 및 스포츠 
의학 저널은 엠바고가 없습
니다.  

의 정형외과 분야에 랭크된 저널 중   스포츠 과학 분야 저널 중 
 재활 및 물리 요법 분야 저널 중  가 에서 제공됩니다.* 

는 정형외과 분야에서  위에 랭크된 저널      
 과 위 저널      및 스포츠 

과학 분야의 위 저널      및 위 저널 
    을 제공합니다.*

O id에서 제공하는 정형외과, 스포츠 의학, 재활 의학 분야의 절반 

이상의 책들이 ood s Star e ie 를 받았습니다.

O id의 1 권 단행본이 스포츠 의학, 정형외과, 재활 및 물리 요법 분야 
ood s Core itles로 선정되었습니다. ( 권은 ssential urchase로 선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많은 방사선 이미지, 임상 진단 자료,  인터
렉티브 해부학 모델 및 실무자를 위한 필적할 만한 근거 중심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200종� 이상의� 전자� 저널�,� 단행본� 및�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단일� 정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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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지역 영업 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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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Bone & Joint Surgery
Impact Factor*: 5.28, 1/72 (Orthopedics), 6/198 (Surgery)
125년 동안 전세계 정형외과 분야의 피어 리뷰된 과학 연구를 담은 최고의 표준이 되는 저널
입니다. 일반 의사 뿐만 아니라 전문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필수적인 구독 자료입니다.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JAAOS),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공식 저널
Impact Factor: 2.527, 14/72 (Orthopedics), 51/198 (Surgery)*
근골격계 교육에 있어 전세계 1위의 임상 리뷰 저널입니다.

Medicine & Science in Sports & Exercise,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공식 저널
Impact Factor: 3.983, 6/81 (Sport Science)* 
스포츠 의학과 운동 과학의 최신 주제에 대한 독창적인 발견과 임상 연구 및 포괄적인 리뷰를 
담은 선도적인 종합 저널입니다.

The 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 Sage Publications
American Orthopaedic Society for Sports Medicine (AOSSM) 공식 저널
Impact Factor: 4.362, 2/72 (Orthopedics), 3/81 (Sport Sciences)*
정형외과 및 스포츠 의학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 자료로서 피어 리뷰된 이 저널은 독립적인 
정형외과 및 스포츠 의학 연구와 교육에 있어 중요한 포럼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Shoulder Arthroscopy (2015),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Doody’s Star Rating 4 (Review Score: 96) 
견갑 관절경 검사의 빠른 발전을 다루는 이 개정 에디션은 Southern California Orthopedic Institute 
(SCOI)의 최고의 교육과 혁신적인 임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Operative Techniques in Orthopaedic Surgery (2015),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Doody’s Core Title 2015
정형외과 수술 기법에 대한 새롭고 포괄적인 주요 내용과 레퍼런스를 제공합니다.

Rockwood and Green’s Fractures in Adults (2015),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Doody’s Star Rating 5 (Review Score: 97)
완전히 업데이트되고 개편되었습니다. 전세계 80명 이상의 유명 정형외과 분야 전문가들의 권고 
사항과 최신의 연구 내용을 제공합니다. 모든 정형외과 의사와 레지던트들에게 골절에 대한 필수
적인 자료입니다.  

 Master Techniques in Orthopaedic Surgery: The Elbow (2014),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Doody’s Star Rating 5 (Review Score: 97)
완전히 업데이트되고 개편되었습니다. 전세계 80명 이상의 유명 정형외과 분야 전문가들의 권고 
사항과 최신의 연구 내용을 제공합니다. 모든 정형외과 의사와 레지던트들에게 골절에 대한 필수
적인 자료입니다.  

LWW Health Library: Orthopaedic Surgery
정형외과 의사들을 위한 26종의 핵심 도서와 25,000개 이상의 이미지, 160개 이상의 비디오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입니다. 다른 이북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기능들을 제공하며 온라인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어디에서나 접속할 수 있습니다. 주요 타이틀: Rockwood, Green, and Wilkins’ Fractures in Adults and 
Children; Master Techniques in Orthopaedic Surgery 시리즈 전체  

LWW Sports Medicine and Orthopaedics Book Collection (Purchase) 
140종 이상의 정보 자원으로 구성된 이 광범위한 패키지는 쉬운 진료를 위한 빠른 참조 가이드 뿐만 아니라 
풍부한 내용의 세부 내용을 함께 제공합니다. 

LWW Sports Medicine and Orthopaedics Journal Collection
전세계의 선도적인 의학 및 보건 분야 출판사로부터 제공되는 비용 효율적인 핵심 17종 저널 컬렉션을 
독점으로 제공합니다.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요 컨텐츠를 제공하는 Spine 및 Exercise and sport 
science와 같은 유명 저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Visible Body Muscle Premium
의료 전문가들과 학생들에게 환자 교육 및 참조 자료로서 이상적인 자료입니다. 이 3D 인터렉티브 
프로그램은 뼈, 신경 및 인대가 함께 상호 작용하는 몸 전체의 다양한 근육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여
줍니다.

정형외과 및 스포츠 의학 분야의 전체 자료 목록을 보시려면 www.ovid.com을 방문하십시오.

*2015 Journal Citation Reports® (Thomson Reuters,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