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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ters Kluwer Health
Putting research into practice 
around the globe.
Wolters Kluwer Health Medical Research is part of the Wolters Kluwer Health family of leading brands. We’re 

committed to digital innovation that improves clinical workflow and delivers content and solutions that help 

advance practice change, patient care and quality outcomes. From education to research to practice, our 

market-leading brands serve health care  professionals at every stage of their career.

“With our customized OvidSP solution, I was able to have our interface created just the way our 

doctors wanted it…Plus, our doctors, nurses and researchers have received firs -rate training through

Ovid to search efficie tly using the many search mode options, features, functionality and tools.”

Hospital Administrator, Munich,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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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aralleled Global Reach, Influence and Impact :

With customers in 186 countries and 26 offices worldwide, our global reach knows 

no borders. Partners and customers rely on Ovid’s experienced global sales force for 

up-to-the-minute, local market knowledge, customer relationships and strategic 

insight into market conditions and trends.

• Customers in 186 countries across Ovid, LWW and Medknow

• 26 field offices and distributor partnerships for extended local-global coverage

• ~150 sales professionals;18 languages supported

• More than 12,500 institutional subscribers globally representing leading medical

schools, hospitals, healthcare institutions, government entities and corporations

• More than 500 peer-reviewed titles published by LWW and Medknow

• 60 member award-winning Customer Support team

• 24x7x365 Technical Support and Customer Service

• Customer Support satisfaction ratings consistently over 95%

Medical Research office 

Distribution partner office

강력한� 브랜드�.� 세계적인� 리더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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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aralleled Global Reach, Influence and Impact :

전세계 186개국의 고객 기관들과 26개의 공식 사무소를 통해 국경 없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트너 및 고객들은 최신 정보와 현지 시장에 대한 

지식, 고객 관계, 시장 상황 및 동향에 대한 전략적 통찰력을 위해 Ovid의 
경험 많은 글로벌 세일즈 조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전세계 186개국에서 Ovid, LWW 및 Medknow 이용중

•

•

•

•

•

•

•

Medical Research office 

Distribution partner office

Strong brands. Glob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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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26개의 직영 사무소 설치 및 지역 파트너쉽 확보

150여 명의 전문 영업 조직 및 18개 언어 지원 서비스

전세계 12,500여 주요 의과 대학, 병원, 의료 기관, 정부 기관 및 의료 관련 업체에서
당사를 통해 구독 중

LWW 및 Medknow에서 제공하는 500여 피어 리뷰된 타이틀 제공

수상 경력에 빛나는 60여 고객 지원팀

24x7x365 연중무휴 기술 지원 및 고객 서비스

고객 만족도 95% 이상의 지속적인 고객 지원



Wolters Kluwer Health 
전세계의� 연구� 결과를� 업무� 현장으로�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Wolters Kluwer Health Medical Research는 글로벌 회사인 Wolters Kluwer Health의 계열사 입니다. 

우리는 임상 워크 플로우를 향상시키고 진보된 임상 개선과 환자 치료 및 품질을 고도화할 수 있는 

컨텐츠 및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서 

교육에서 연구에 이르기까지 실무의 모든 단계에 종사하는 의료 전문가를 지원합니다.

“맞춤형 OvidSP 솔루션을 사용하여 의사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의사, 간호사 및 연구원들에게 다양한 검색 모드와 기능 및 도

구들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한 Ovid를 통해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ospital Administrator, Munich,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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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paralleled Global Reach, Influence and Impact :

With customers in 186 countries and 26 offices worldwide, our global reach knows 

no borders. Partners and customers rely on Ovid’s experienced global sales force for 

up-to-the-minute, local market knowledge, customer relationships and strategic 

insight into market conditions and trends.

• Customers in 186 countries across Ovid, LWW and Medknow

• 26 field offices and distributor partnerships for extended local-global coverage

• ~150 sales professionals;18 languages supported

• More than 12,500 institutional subscribers globally representing leading medical

schools, hospitals, healthcare institutions, government entities and corporations

• More than 500 peer-reviewed titles published by LWW and Medknow

• 60 member award-winning Customer Support team

• 24x7x365 Technical Support and Customer Service

• Customer Support satisfaction ratings consistently over 95%

Medical Research office 

Distribution partner office

Strong brands. Glob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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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연구� 전문� 솔루션에�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컨텐츠

지난 20년 동안 Ovid의 과거와 미래는 혁신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연구자의 워크 플로우를 개선하
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시장 및 기술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Ovid는 우수한 검색 도구 및 맞춤형 기능 뿐만 아니
라 업계 선도적인 서비스와 고급 검색 및 정보 기술
을 제공하여 보다 스마트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
다.

Ovid는 검색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흐름을 
가속화하여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계 
최강의 기술 및 도구와 고품질 컨텐츠를 통합한 맞춤
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업무 자원을 관리하고 예산
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상 경력의 고객 지원 및 
교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저널, 도서 및 데이
터베이스는 다양한 과학, 의료, 보건 및 학문 분야의 
핵심/특수 정보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vid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 국제적인 프리미엄급의 피어 리뷰된
의학, 과학 및 교육 컨텐츠를 제공합
니다.

• 엠바고가 없는 가장 최신의 컨텐츠만을
제공합니다.

• 오픈 액세스 컨텐츠를 포함한 전세계 최신
의 광범위한 의학 연구 자료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제� 분야:
• 농업� 및� 식품� 과학

• 생명� 공학

• 임상� 의학

• 컴퓨터� 공학� 및� 기술

• 치의학

• 지구� 및� 환경� 공학

• 엔지니어링

• 근거� 중심� 의학

• 지질학

• 신경의학� 및� 신경� 과학

• 간호� 및� 보건

• 약학� 및� 약리학

• 철학� 및� 종교학

• 심리학� 및� 정신과� 의학

• 사화과학� 및� 인문학

• 기술� 과학

• 수의학

• 동물학

Ovid®에서� 제공하는혁신적인� 검색� � 도구

Ovid에서 제공하는 연구 플랫폼은 전세계 의학, 과학 및 학술 분야의 임상 전문가, 연구원, 교육
자 및 학생들이 최고로 인정하는 플랫폼입니다. Ovid는 수많은 원문 및 데이터베이스 정보 자원
들을 단일 통합 솔루션을 통해 제공합니다. 고유한 도구 및 기능을 통해 검색의 정확도와 효율
성을 극대화하고 분석 및 주요 업무를 가속화하여 단순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
합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구성된 시스템은 연구 수행 시간을 줄이고 분석 및 의사 결정에 더 많
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Ovid는 새로운 발견과 지속적인 연구 향상 및 환자 치료 개선을 위한 정보를 찾는 전세계 수많은 
연구자, 실무자, 정보 관리자, 사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대규모의 문서 관리, 프로젝트 진행 또는 시간에 민감하고 근거중심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에 
있어 Ovid는 기대할 만한 유연성과 속도 및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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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원하는대로� 검색� 
사용자가 빠르게 원하는 검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검색, 서지 검색, 검색 도구, 필드 

검색, 멀티 필드 검색 및 전문 검색

원문� 검색과� 더불어� 추가적인� 정보� 검색
비디오, 오디오 팟캐스트 및 이미지 등 수 많은 멀티미디어 자료 동시 제공

OvidOpenAccess는 Open Access 컨텐츠의 국제적인 출판 공급자인 Medknow 및 PubMed Central에서 
제공하는 고품질의 피어 리뷰된 컨텐츠를 함께 제공합니다. 

생상성� 향상� 도구� 이용
검색 히스토리를 이용하여 원하는 검색 방법에 대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으며 검색 제한을 통해 검색

의 초점에 좀더 근접하고 주석 달기 기능으로 검색 결과 및 서지 정보에 주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도구와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결과를 복수의 기준으로 빠르게 정렬하여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서지 관리 옵션을 이용하여 원하는 스타일로 보거나 프린트할 수 있으며 서지 관리 도구로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자동� 알림� 기능 
사용자가 지정한 검색 기준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가 있을 때마다 저장된 검색을 자동으로 실행하여 
이메일나 RSS로 보내주는 자동 알림 기능과 새로운 저널 이슈가 추가되면 알려주는 Ovid eTOCs 기능

을 지원합니다. 

Ovid내에서� 자신만의� 연구를� 진행
내 업무 공간은 검색, 발견, 문서 및 연구 관리를 하나의 독립된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Search Modes

Search Results with Multimedia and Open Acces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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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사용자� 참여를� 통한� 프리미엄� 
컨텐츠� 제공

Lippincott은 20여 개의 전문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전세계 선두의 의료, 간호 및 보건 전문 기관 및 
협회의 국제 출판사이자 파트너입니다:

• 마취과

• 심장학과

• 정형외과

• 신경과

• 간호학과

• 산부인과

• 방사선과

• 내과

• 병리학과

• 전염병학과

Lippincott의 출판 솔루션은 환자 관리를 향상시키고 치료의 변
경을 지원하거나 임상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가 
필요할 때 주요 연구 결과를 해당 의료 전문가에게 제공함으
로써 학회의 구성원과 구독자들에게 그 가치를 제공합니다.

Lippincott은 인쇄물이 온라인 및 디지털 채널로 변화되고 컨텐츠
를 배포, 접근 및 소비되는 방법이 발전할 때 마다 모든 출판 혁
신에 앞장서 왔습니다.

Lippincott은 학회, 저자 및 광고주가 멀티미디어 및 링크된 켄
텐츠를 통한 강력한 독자 그룹의 참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
록 의학 저널의 디지털 진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Lippincott의� 
프리미엄� 저널� 

Lippincott의� 신뢰성 

• 60여 개의 선도적인 의학
학회와 20여 개의 간호 및
보건 전문 기관, 학회 및
협회와의 글로벌 파트너쉽

• 의학, 간호 및 보건 분야

의 핵심 주제에 대한 300
여 종의 저널

• 상위 등급의 영향력 있
는 컨텐츠

• 아이패드 저널앱을 통해
서도 제공되는 시장 선도
적인 디지털 컨텐츠

• 전문적인 출판 정책과
편집 관리, 디지털 마케
팅 및 광고 솔루션

• Ovid의 검색 플랫폼을
통해 독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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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Cancer Drugs
• Adverse Drug Reaction Bulletin
• American Journal of Therapeutics
• Behavioural Pharmacology
• Clinical Neuropharmacology
• International Clinical

Psychopharmacology
• Journal of Cardiovascular Pharmacology
• Pharmacogenetics and Genomics
• Phychophama Review
• Therapeutic Drug Monitoring

LWW의� 약학� 타이틀�   

LWW Current Opinion 시리즈 

OvidToday™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Ovid에서 저널을 구독하시면 모바일 기능을 무료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업무가 필요 없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이 앱에 대해 알 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 계정을 등록하기 만 하면 기관의 Ovid 
구독 저널 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OvidToday는 사용자가 기관에서 구독하는 저널을 어디에서나 
쉽게 접속하고 다운로드 받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무료

모바일 앱입니다. 바쁜 의료 전문가들이 필요한 가장 최신의 
관련 컨텐츠를 간단하고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iPad® 및 Android™ 기기*에서 모두 이용 가능한 OvidToday™
는 기관에서 구독하는 Ovid 저널의 최근 6개월간의 모든 
컨텐츠와 PAP(Published Ahead-of-Print) 컨텐츠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해당 논문을 읽거나 
PDF로 저장하여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어디에서나 다시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Ovid 저널 모바일 앱

Ovid®를 통해 Lippincott Williams and Wilkins에서 제공하는 Current Opinion 시리즈 저널은 임상 분야의 
주요 주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편집위원회는 해마다 전세계적으로 출간된 방대한 저널 원문을 검색하여 가장 중요한 연구
및 일반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논문을 간결하고 신뢰성 있게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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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의� 
최고� 학술� 정보� 자원

추천� 타이틀� 

• Perry’s The Chemotherapy Source Book, 5th ed.
• Handbook of Psychiatric Drug Therapy, 6th ed.
• Drugs in Pregnancy and Lactation: A Reference Guide to Fetal

and Neonatal Risk, 10th ed.

American Society of Health-System Pharmacists (ASHP)
• Drug Information Full Text: including AHFS Drug Information 2013
• Handbook on Injectable Drugs

Pharmaceutical Press
• Martindale’s Complete Drug Reference, 37th ed.
• Stockley’s Drug Interactions, 9th e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Books@Ovid는 최고의 핵심 임상 단행본을 포함하여 세계적인 출판사들이 제공하는 4,000여 종 
이상의 최신판 이북을 제공합니다.

왜� Ovid를� 통해� 단행본� 및� 단행본� 컬렉션을� 이용하는가?
• @ @ @ @ @ @ @ @ @ @

@ @

• @ @ @ @ @ @ @ @

•  플랫폼 뿐만 아니라 타 플랫폼의 원문이나 데이터베이스에도 끊김없는 링킹을
제공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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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id는 MEDLINE에서 PsycINFO, 그리고 Embase에서 AMED, HaPI, 및 Maternity and Infant Care 등 임상 
의학 및 약리학에서 공학 및 종교 연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학습, 연구 및 현장 요구
를 지원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핵심 및 특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vid의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Ovid의 고급 검색 기능, 자연어 처리, 정교한 링킹 및 사용자 맞춤
형 디스플레이 옵션 기술의 강력한 조합은 기관의 모든 사용자에게 이상적이고 독창적인 통합 데
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세계� 선두의� 
정보� 제공사들이� 제공하는� 
프리미엄� 데이터베이스� 

왜� �O�v�i�d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가�?
• 독자적인 정밀 매핑 기술을 통해 검색어를 각 데이터베이스의 통제 어휘에 쉽게

'매핑'합니다.

• 데이터베이스, 단행본, 저널을 동시에 통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에 대해 자동으로 중복을 제거합니다.

• 사용 가능한 원문 정보에 쉽게 링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무료 원문나 인터넷 정보로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초록이� 제공하는� 내용:
• 체계적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 자원

• 매월 20,000건 이상의 초록 추가
• 100,000건 이상의 컨퍼런스 포스터에 도표,

그림, 이미지와 함께 빠르고 쉽게 접속  

• 컨퍼런스 초록에 실시긴 접속 - 컨퍼런스
싸이트에 게시된 후 최소 3주이내에 검색
가능

• 질병,치료, 약품, 임상 시험 단계, 의료
기기 등 주제 분야 커버

• 100% 저작권 준수 - 모든 컨텐츠를 확실히 검색

Northern Light
이 회색 문헌 데이터베이스는 전세계 의료 및 생명 과학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2백만 개가 넘
는 초록 및 포스터를 제공합니다. 연구 병원, 제약 및 의료 기기 회사, 학술 기관에 이상적인 
Northern Light는 업계 출판물 또는 학술지에 게재되기 수년전에 해당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함으로써 수행중인 연구와 실험 및 체계적인 분석과 관련된 완벽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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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se의� 특징:
• 제공되는 주제 분야: 약리학 및 제약 과학; 약물 경제학; 독성학; 증거 기반 의학; 생명 공학

및 생물 공학; 의료 기기; 약품 연구 및 개발; 임상 조사; 공공, 직업 및 환경 의료 연구 및
정책 관리 등

• 1972년에 이르는 2천 8백만 건 이상의 서지 데이터

• MEDLINE®의 모든 서지

• 8,500종 이상의 저널에서 인덱스 - 3,000종 이상이 Embase에서만 제공

• 국제적인 커버리지 - 90개 이상의 나라에서 출판된 정보 자료에서 추출

• 지속적인 업데이트 - 매년 백만건 이상의 서지와 초록이 추가

Embase®

Embase는 해당 분야의 최신 관련 정보를 찾고 있는 임상, 업체 및 교육 기관 - 의사, 약품 개발자
에서 의료 기기 업체 및 의학 관련 학생들 – 에게 이상적인 정보 자료입니다.

의학 및 과학 분야의 원문과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Ovid는 4개의 Embase 제품들을 쉽고 완벽하게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되
는 최신 Embase; Embase Classic 아카이브; Embase Daily Alerts 및 Embase Weekly Alert.
광범위한 Emtree 용어집과 결합된 Ovid의 강력한 검색 기술 및 시간 절약형 업무 도구는 빠르고 
정확한 연구 검색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추천� 데이터베이스

Derwent Drug File
Derwent Drug File은 약품 개발, 합성, 평가, 제조 및 사용의 모든 측면에 관한 완벽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1964년에 이르는 전세계의 의약품 문헌으로 부터 추출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Drug Information Full Text
이 자료는 11 만개 이상의 미국 상용 의약품 및 실험용 약품에 대한 2,000건 이상의 평가 논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Abstracts
전세계에서 출간된 제약 및 의학 저널에 대한 색인 및 초록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의학 및 건강 관련 약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제품입니다.

CAB Abstracts
CAB Abstracts는 농업, 축산, 환경, 영양, 건강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로, 1973년 이
후 8백 4십만 건이 넘는 기록에 즉시 접속할 수 있으며 매년 360,000 개가 넘는 초록이 추가됩니다.

FSTA®
신중하게 선정된 식품 및 건강 연구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정리, 요약하여 인덱스
한 광범위한 전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IMS R&D Focus
전세계 R&D 파이프라인 정보를 통해 약품의 개발 상황을 모니터링하십시오. 이 특별한 데이터베
이스에는 3,000개 이상의 회사에서 현재 개발중인 9,700개 이상의 약물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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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er’s Digest International
Annual Meetings on Demand
전세계 주요 핵심 학술 컨퍼런스의 프레젠테이션에 가상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다른 어떤 정보 자료에서도 볼 수 없는 독점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5 연례� 컨퍼런
스 - APA 2015 연례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최첨단 과학 및 
임상 모범 사례 350시간 이상에 대한 영구적 인 접속을 
제공합니다.  

• 150개 이상의 세션 

• 500개 이상의 프레젠테이션

• 350시간 이상의 컨텐츠

Digestive Disease Week (DDW) 2015 소화기병학, 간장학, 
내시경 검사, 위장 수술 및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학자, 
임상의, 연구원, 학생 및 연수생을 위한 세계 최고의 포
럼입니다. 

• 1,500개 이상의 프레젠테이션

• 500시간 이상의 컨텐츠! 

PAINWEEK® 2015 - 통증 관리에 관련있는 현장 임상의
를 위한 미국에서 가장 큰 통증 분야 컨퍼런스. 의사, 
조무사, 간호사, 간호사, 약사, 개원의, 치과 의사, 심
리학자 및 사회 복지사들이 환자의 통증을 관리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정평하고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여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110개 이상의 프레젠테이션

• 130시간 이상의 컨텐츠

모바일에� 최적화된� 사이트를� 방문하여� 원하는� 

프리젠� 테이션을�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

정� 용어를� 찾아보거나� 검색할� 수� 있습니다�.

풀 모션 비디오 : 임베드된 비디오나 진행 동작, 마우

스 동작 등과 같이 발표자가 화면에 보여주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슬라이드의 모든 단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Annual Meetings on Demand의� 특징:
• 연례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수많은 시

간의 최신 교육과 연구 발표에 영구
적으로 접속

• 수상 경력의 기술  - 모든 슬라이드의 
모든 단어를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어
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의 해당 위치로 
바로 이동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손쉽게 컨텐
츠를 찾아보고 검색하여 원하는 컨
텐츠에 쉽게 접근

• 멀티미디어 검색 - 슬라이드의 썸네일
을 통해 프레젠테이션의 특정 부분으
로 바로 이동 

•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접속을 통해 
어느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도 접
속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공

• 다운로드 가능한 프레젠테이션 PDF 
및 MP3 오디오 파일 제공



When you have to be right

Lippincott  
shop.lww.com

Ovid 
www.ovid.com

Medknow 
www.medknow.com

KOREA OFFICE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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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61-9738 , 9739
Email: ApacSalesSupport@wolterskluw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