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xford Medicine Online

Oxford Medicine Online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자료에서는 Oxford Medicine Online의
주요 특징 및 기능을 안내하여 이용자들의 연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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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ord Medicine Online 이란?
• 1,000종 이상의 옥스포드대학출판부에서 출간한

의서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으로 높은 수준과 신뢰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권위있고 필수적인 자료에 보다
빠르게 접속할 수 있는 One-stop resource 이며,  

• 따라서 정확하고 권위있는 의학자료를 필요로
하는 의과대학의 학부생 및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전문의, 간호사 등 모든 분들께 반드시
갖춰야 하는(must-have) 정보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홈 페이지의 구성
홈 페이지의 구성은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검색과 브라우징을 할 수 있으며 보다
직접적인 검색을 위해 고급검색옵션에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공분야로 브라우징

경력 단계별로 브라우징

시리즈별로 브라우징

왼쪽 패널의 필터를 사용하여 선택 범위를
정교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검색
고급 검색은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Oxford Medicine Online에서 강력하고 정교한
전문검색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드롭 다운 메뉴를 사용하시어 검색값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 추가 및 행 제거를 클릭하여 검색 쿼리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검색결과 작업
빠른 검색이나 고급 검색을 실행하면 검색결과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결과를 더 세분화할 수 있고 또는 저장
및 인쇄, 그리고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필터 변경 또는 제거

검색결과 항목당 서지 상세의 조정

검색결과의 인쇄, 저장, 이메일 또는 북마크

페이지 당 결과 수 및 정렬 옵션 변경

왼쪽 패널의 옵션을 사용하여 검색결과의 추가
필터링합니다.

결과 내 재검색



전문(full text)페이지 구성

목차를 활용하여 도서의 구성을 빠르게 파악

오프라인 읽기를 위해 챕터를 PDF로 다운로드

챕터를 인쇄, 저장, 인용, 이메일 또는 공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도서 내에서 검색 실행

다른 경로로 해당 도서에 접속하는 방법 찾기
(해당 도서에 접속 권한이 없는 경우)



Course Packs나 읽기목록 링크설정
Online course packs이나 읽기 목록에 해당 챕터나
도서를 추가하고자 하시는 경우 DOI를 복사하여 표준
URL 접두어 끝에 붙여 넣으면 됩니다. 
예 :10.1093/med/9780199569083.003.002

본 URL을 클릭하면 바로 추가하셨던 챕터나
도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DOI는 고유하고 영구적입니다. 따라서 링크
연결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료 연구자들과의 자료공유
검색하신 결과물이나 챕터 또는 도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동료 연구자들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 
이메일, 소셜 북마크 (예를 들어: Twitter 또는
Facebook), DOI 게시, 연구 출처 인용 등. 

도서, 챕터, 그리고 검색/브라우징 결과
페이지에서 다양한 공유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 도구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자료를
공유 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됩니다.

DOI를 사용하여 온라인 코스팩에 연결하고
동료와 자료 공유



콘텐츠 다운로드
이미지 자료를 확대하거나 또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그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준비에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전체 크기 그림보기 또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그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jpg 형식으로 나타나거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이미지가 다운로드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개인화 옵션으로 링크 저장
Oxford Medicine Online에는 무료 사용자 계정을 통한
개인화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책, 챕터, 
그리고 검색결과에 대한 링크를 저장하실 수 있어 다시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단 도구모음에서 무료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My work
메뉴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The most recent“탭에서 가장 최근 활동보기

“My Contents”탭에서 저장된 챕터와 도서를
확인하기

“My Searches”탭에서 저장된 검색식 확인하기

“My Account” 탭에서 계정 비밀번호 변경

“My contents” 및 “My Searches” 드롭다운
메뉴에서 저장된 링크로 빠른 접속



Oxford Medicine Online에서 인용
Oxford Medicine Online은 인용은 EndNoteTM, 
ReferenceManagerTM, ProCiteTM, RefWorksTM, 
ZoteroTM, 그리고 BibTexTM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툴바에 있는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인용
출력창이 시작됩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필요한 출력형식(MLA, APA
또는 Chicago)을 선택하신 후 출력하기(Export)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택한 형식에서 미리보고 복사하여 붙여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원격 액세스로 로그인
영국 및 일부 다른 지역에서는 ATHENS, Shibboleth 
또는 원격접속용 ID/PW방식으로 Oxford Medicine 
Online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관의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Oxford Medicine Online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Oxford Medicine Online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클릭 하신후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면 ATHENS, 
Shibboleth 또는 원격접속용 ID/PW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객 서비스 및 지원
Oxford Medicine Online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튜토리얼 및 이용 가이드
• 주제 및 도서별 COUNTER 준수 이용통계
• 읽기 목록에서 사용할 수 있는 DOI
• 무료 MARC 레코드
• Open URL 표준 준수하여 도서관 카탈로그에 연결
• 이메일 알림 및 RSS 피드를 통해 Oxford Medicine   

Online의 최신 도서목록과 뉴스를 전달
• 2개월 무료 트라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