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VID® EMCARE  간호 및 보건 분야 연구의 새로운 기준

Ovid Emcare는 Elsevier와의 공조를 통해 간호 및 보건 분야 
연구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합니다. - 어떤 간호학 데이터베이스 
보다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의학 연구에 있어 전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플랫폼과 프리미엄 
컨텐츠와의 결합을 통해, Ovid Emcare는 사용자가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 프로세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3,700종 이상의 저널과 
5백만 건 이상의 레코드를 
제공하는 간호 및 
보건 분야의 프리미엄 
데이터베이스

•  간호학
•  간호 행정 및 관리
•  의료 및 간호 교육
•  중환자 및 집중 치료
•  응급 의료
•  가정 의학 , 커뮤니티 및 홈 
   케어
•  노인병 및 완화 치료

•  마취 및 통증 의학
•  행동 과학 및 심리학
•  대체 의학
•  피부과 및 상처 관리
•  의료 정보 및 관리
•  의료 및 실험실 기술
•  영양 및 영양학
•  산부인과

•  종양학 및 암 관리
•  소아과
•  물리 치료 및 재활
•  공중 및 직업 보건
•  사회 의학

Ovid Emcare
가 제공하는 것:
• Ovid의 뛰어난 모든
  기능 — 편리한 
  원문으로의 링크, 
  내보내기, 필터링, 중복 
  제거 등

• 다른 어떤 간호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많은 피어 리뷰 및 
  인덱스된 학술 저널
   
• 엠바고 없는 원문 저널 
  컨텐츠에 쉽게 연결

• Ovid 독점 제공!
  Lippincott®의 원문

• 정확하고 관련성 있는 
  결과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Emtree® 
  시소러스와 통합

•  빠르고 관련성 높은 
  결과를 보여 주는   
  자연어 검색

• 매주 새로운 컨텐츠
  추가

• 단일 쿼리로 Ovid의 
  모든 정보 자원을 검색 
  할 수 있는 기능

간호 및 보건 분야 최고의 연구 학술 경험 제공 
Ovid Emcare는 다음의 핵심 주제에서 가장 최신의 관련 컨텐츠에 엠바고 없는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Ovid Emcare 컨텐츠:
• 다른 어떤 간호 데이터베이스 보다 많은 3,700종 이상의 국제 저널 인덱스

• 타 유명 간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공되는 않는 2,800종 이상의 저널을 인덱스

• 1995년에 이르는 약 5백만 건의 레코드

• 250,000건의 레코드가 매년 추가 업데이트

• 가장 넓은 범위의 글로벌 컨텐츠 제공 — 다른 어떤 간호 데이터베이스 보다많은 정보: 
50%의 저널이 북미, 40%가 유럽, 10%가 기타 국가 저널

• 70%의 레코드가 온라인 초록을 포함

• EMTREE의 80,000개 우선 용어를 간호 및 보건 분야 용어로 확장 제공. 모든 용어는 
MEDLINE®의 MeSH®에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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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id Emcare의 장점…
의료 현장에서
Ovid Emcare는 실무 간호사 및 기타 의료 종사자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   환자 치료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 근거 기반 정보
•   빠른 검색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적기의 고품질 환자 간호를 제공
•   자연어 검색을 통해 검색어를 지정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관련성 순위로 빠르게 
    결과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근거 중심 의료를 배우는 간호학 학생들은 Ovid Emcare를 통해:

•  체계적 검토, 임상 트라이얼 등으로 쉽게 검색을 제한하여 간호 및 보건 분야의 학술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서지 정보의 검색을 넘어 Ovid의 원문 저널 컬렉션을 통합 검색하여 연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심화 연구를 위해 엠바고 없는 원문 저널 컨텐츠로 쉽게 링크할 수 있습니다.

연구 현장에서 
Ovid Emcare는 체계적 검토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다음을 제공합
니다:

•  다른 어떤 간호 및 보건 분야 데이터베이스보다 많은 글로벌 컨텐츠를 제공하는 빠르고 
   정확하며 광범위한 정보 자원

•  다른 간호 및 보건 분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수 많은 독점 저널들을 
   인덱스하여 제공함으로써 임상 연구자들이 보다 정확한 체계적 검토와 메타 분석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EMTREE 용어집을 사용하여  가장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며, 매주 신규 업데이트
   됩니다.

Ovid® Emcare 무료 트라이얼을 신청하세요!
Ovid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sales@ovid.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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