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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편리한 단일 솔루션에서 

사용자가 구독 중인 자료와 

함께 Open Access 컨텐트의 

통합 검색 

 전문가 상호 검토를 거친 
Medknow Publications 및 
PubMed Central의 최고급 

컨텐트

 이전에는 찾기 힘들었던 

로컬 지역 컨텐츠를 전세계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

 160개가 넘는 국제 의학 

학회와 협회에 연계된 

컨텐트 

 18개가 넘는 주제 분야 

범주로 취급 분야 확대

 생명 의학 및 생명 과학 

분야에서 원문 전체와 

초록에 신속하게 접근 

오늘날의 지식 중심 디지털 시대에서는 Open Access 출판 모델을 통해 전문가 

상호 검토를 마친 정보를 전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Open Access 컨텐트는 연구자와 임상의들에게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 전세계 전문가들이 저술한 연구 정보를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

• 저자가 학술 연구 결과를 발표해 공공 포럼을 통해 공유 가능

• 추가 관련 연구 자료에 즉시 접근이 가능하여 연구 주기 가속화 

• 교육적 목적을 위한 연구 문서들의 보급 제한 해제

OvidOpenAccess를 통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연구, 실습 및 교육을 한 차원 

변모시키는 데 일조하게 될 수많은 정보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 OvidOpenAccess와 이용 가능한 컨텐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함께 표시되는 OvidOpenAccess 검색 결과 - 한 번의 검색으로 구독 중인 컨텐트와 Open Access 컨텐츠를 모두 검색.



• 160개 이상의 국제 의학 학회와 협회를 대신해 자료를 출판하는 Open Access 
최대의 출판사

• 120개가 넘는 Medknow 저널이 DOAJ(Directory of Open Access)에 포함되어 
있으며 Embase®, MEDLINE®, BIOSIS®, CAB Abstracts®, CAB Global Health®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색인되어 있음 

•	 상위 인용되는190종 이상의 저널과 67,000개가 넘는 논문 원문(계속 추가 중) 

•	 NIH(미국 국립 보건원)의 생명 의학 및 생명 과학 저널 논문 디지털 아카이브

•	 Ovid의 PubMed Central을 통해 엠바고 없는 1,000종 이상의 저널 이용 가능

•	 일부 저널의 경우 1800년대 중후반이나 1900년대 초반 자료까지 포함  

Medknow에 에에 에 에 에 에에에에에 에에에에

Ovid Worldwide Headquarters 
333 7th Avenue 
New York, NY 10001 
(646) 674-6300 
(800) 343-0064 
이메일: sales@ovid.com
추가 지역 영업소 위치 도시 및 국가:

Alphen aan den Rijn, 네덜란드

베이징, 중국

베를린, 독일

볼로냐, 이탈리아

홍콩

일산, 대한민국

콸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런던, 영국 

마드리드, 스페인

뉴델리, 인도

매사추세츠주 노우드, 미국

파리, 프랑스

유타주 샌디, 미국

스톡홀름, 스웨덴

시드니, 호주

도쿄, 일본

빌라 알레마나, 칠레 

바르샤바, 폴란드

모든 연락처 및 사무소 위치 정보를 보려면  

www.ovid.com/contact를 방문하십시오.

printed on recycled paper

• 다양한 검색 방식, 그리고 맞춤형 

업무 생산성 도구와 컨텐츠 알림 

도구를 이용하여 원하시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연구 결과와 문서를 전용 

작업 공간인 My Projects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 Ovid Toolbar를 사용하여 Ovid를 

이용한 연구 환경을 OvidSP 이상으로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 단행본, 저널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모든 Ovid 자료를 한 번의 

쿼리로 동시에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OvidSP
Transforming Research into Results.

OvidSP는 완벽한 온라인 연구 

솔루션으로,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찾아내고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온라인 

공간입니다.

OvidOpenAccess 결과 보기:

이용 가능한 Open Access 컨텐츠:

•     빠른 검색 결과를 확장하여 관련된 Open Access 검색 결과를 모두 이용 가능

•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초록과 원문 컨텐트 열람

•     Export, Print 및 My Projects 등 탁월한 OvidSP 워크플로 도구 활용

MedKnow Publications

PubMed Central

Ovid 기술 지원 팀의 서비스를 연중 무휴(24/7/36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A-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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