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매뉴얼>

Ovid Medline



Ovid 를 통해 이용 가능한 DB 리스트

Ovid Medline Click



검색 - Basic Search

Basic Search : 자연어 검색 (natural language)을 위해
고안된 OvidSP의 새로운 특징
(완벽한 검색 질의로부터 가장 관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함)

현재 이용중인 DB 표기

원하는 Contents로 이동 가능



검색 - Basic Search

문장 이나 구, 단어로 검색



검색 - Basic Search

검색은 문장 내 유효한 단어를 대상으로 검색. 

검색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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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Project : 개인 서가 기능



검색 - Basic Search

결과의 score를 *로 표시



검색 – Find Citation

Find Citation : 찾으려는 문헌(논문)의 이름, 저널 명, 저자 이름, 
volume, 출판 년도 등 특정 문헌에 대한 위의 field 값을 알고
있을 경우 이용



검색 – Find Citation

Find Citation 으로 찾은 article 



검색 – Search Tools

Mesh Term을 통해 검색 가능
- search tool 선택
- 검색어 입력



Search Tools : Map term 



Search Tools : Tree 

총 16개의 개념간의 상/하위 관계를 갖는
계층 구조로 이루어짐
(최대 11단계까지 개념이 세분화됨)



Search Tools : Permuted Index 하나의 검색어 (single term)검색을
통해….

Tree 내 상/하위 계층 구조에 나열된
mesh term 가운데 검색어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통제용어를 검색함



Search Tools : Scope Note

검색어에 대한 간략한 용어 설명. 
유사어 및 동의어 등에 대한 정보
등 제공



Search Tools : explode 

Explode 기능은..

검색어를 좀 더 포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
으로 검색어보다 하위에 해당하는 토픽이나 유
사어를 모두 검색하여 검색 결과를 보여줌



Search Tools : Subheading Display

검색어 (mapping term) 에 대한
하위 소 주제별로 검색 결과를 분류



검색 – Search Fields

“+” Click 시 “My Filed”로 이동

@ My Fileds : 지정한 필드에서
검색 가능

문헌을 검색 시…

검색 필드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원하는 문헌 검색

Hyperlink 된 필드 명을 클릭하면 해당
필드 검색이 어떤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지 설명



검색 – Search Fields

21 Search 클릭 시 화면



검색 – Search FieldsDisplay Indexes 클릭시 화면

field 검색하려는 검색어에 대한
display index 를 클릭……

검색어를 포함한 인덱스 용어 리스트
가 관련 문헌 수와 함께 보여줌.

인덱스 용어를 하나 이상 선택 가능



검색 - Advanced Ovid Search

Keyword 검색: 검색어로 검색
**Map term to subject heading (체크)
keyword 검색 시 검색어를 mesh term 으로
변환하여 제안해 주는 기능
Author 검색: 저자 명으로 검색
Title 검색: 검색 문헌 (논문)의 제목으로 검색
Journal 검색: 문헌이 실린 저널 명으로 검색



Advanced Ovid Search – mapping 이용



Advanced Ovid Search – mapping 이용안함

Keyword 검색 – “obesity” 으로 검색
keyword 검색 시 title, abstract, name of 
substance word 등에서 해당 검색어 검색

mapping 이용하지 않으려면 검색 창에서
“map term to subject heading” 체크를 해제



검색 - Multi-Field Search

Multi-Filed Search : 여러 항목에 대한 검색어를 한 번의 검색
을 통해 공통된 검색 결과를 얻음

Ex) Abstract/Author/ISSN/Title/Volumn 등

“Add New Row”

Click 시 새로운
Filed 추가



Limit a Search

선행된 검색 결과를 limit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을 제한
각 limit 기능은 “ “ 을 통해 이용방법 확인



Limit a Search

검색 결과 중 #11 에 대
해 Subject를
“Nursing Journals”
로 제한하여 검색



Limit a Search

검색 결과 중 #11 에 대해
Subject를 “Nursing 
Journal” 로 제한하여 검
색한 결과



Find Similar

해당 Article과 유사한 Article 제공유
사단어 Highlighting 기능 제공



Find Citing Articles

해당 article 을 인용한 article 을 검
색하여 보여줌 – 단, Ovid 를 통해 제
공되는 저널만을 대상으로 검색



검색 결과 manager

@ 검색한 결과 관리
* Print : 선택한 문헌만을, 혹은 검색된 모든 결과 문헌을 프린
트 할 수 있음

* Email : 검색된 결과 문헌을 email을 통해 동료에게 전달 가
능

* Export : 해당 문헌을 Word/PDF/EndNote/RefWorks 등
의 Format 형식으로 반출 가능

* Add to My Projects : 개인 서가 기능 폴더에 저장 가능



Annotation

@ Annotation 기능

검색 결과 문헌의 노란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
당 문헌에 대해 주석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 추
가/삭제가 자유로우며 삭제하지 않는 한 추가된
주석 부분은 구독기간 내내 보여짐

*Personal Account 생성 후 이용 가능



Annotation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