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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id 를 통해 이용 가능한 DB 리스트

* Search : 기관에서 구독 중인 DB 1개 이상 선택 후 검색
* Journals : 기관에서 구독 중인 Journal 리스트로 이동(브라우징)
* Books : 기관에서 구독 중인 Book 리스트로 이동(브라우징)
* My Workspace : My Project/My Search/My eTocs 활용 가능
* External Links : 연계한 다른 Web Site 로 이동 가능



Journals Browsing

구독 중인 저널 리스트를 A to Z 형식으로 제공

주제별 Filtering 가능



Journals Browsing

해당 저널에 대한 이슈 리스트 및 TOC 정보 제공



Journals Browsing

구독 중인 저널 내에서 특정 저널 검색 가능하며 검색어가 들어간 저널리스트 보여줌



Books Browsing

- 구독 중인 Books 리스트를 A to Z 형식으로 제공
- 주제별 Filtering 가능



Books Browsing

해당 Book에 대한 정보 및 TOC 제공

- 구독 중인 전체 Book Titles 내 확인
- 해당 Book Titles 내에서 검색 가능



My Workspace

개인 계정 생성을 통해 개인 서가 기능 이용 가능



My Workspace

개인 정보 입력 후 “Create” Click하면 개인 계정 생성 완료



My Workspace

원문 선택 후 “Add to My Project”를 통해 My Workspace에 저장



My Workspace

“Project Name”과 “Project Description” 기입 후 “Add item” Click



My Workspace

- MY Project : 개인 서가 기능
- My Searches & Alerts : 검색 결과 저장



검색 - Basic Search
원하는 Contents로 이동 가능

현재 이용중인 DB 표기

Basic Search OvidSP 특징 : 자연어 검색 (natural language)을 통해
가장 관련 있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음



검색 - Basic Search

단어, 구 및 문장으로도 검색 가능



검색 - Basic Search

결과 score를 *로 표시

* 검색 결과 관리

- Filter By : 정렬 기능 (연관성, 년도, 저널, Type 별)

- My Project : 개인 서가 기능



검색 – Find Citation

Find Citation : 문헌(논문)명, 저널 명, 저자 이름, 
volume, 출판 년도 등을 입력 가능



검색 – Find Citation

검색 결과 확인



검색 – Search Fields

- My Fileds : 지정한 필드에서 검색

- 검색 필드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원하는 문헌 검색

- Hyperlink 된 필드 명을 클릭하면 해당 필드의 검색 결과를 보여줌. 



검색 – Search Fields

Search 클릭 시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