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터를 사용하여 상세한 검색결과 얻어내기

본 검색 예시는 ‘Refine Search’ 옵션을 사용하여 결과 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를 상세화 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결과 화면

1. 검색을 실시하면 그 결과가 테이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화면 좌측에 위치한 ‘report type’ 아래에 전체 검색결과 건수가 표시 

됩니다.

전체 검색 결과는 보고서 형식에 따라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해당 보고서 링크를 클릭하면 각각의 개별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상위 결과에서 의약품 이름에 “beta amyloid modulator”가 들어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1)

2. 검색된 결과는 상관도(relevance) 순으로 보여집니다. 상관도란 해당 자료에서 검색어가 사용되었는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약품 이름이 가장 상위로 책정되기 때문에 검색 리스트 상단에 보여지게 됩니다.

필터를 적용하여 상세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고, 보다 관련성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의 좌측 패널에서 여러 가지 

상세 검색 옵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림2).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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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터 카테고리는 의약품 스냅샷에서 검색 된 필드에  대응됩니다.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최상위 3개의 필터링 옵션이 검색화면 좌측에 기본값으로 나타납니다. 

최상위라 하면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필터마다 적용 했을 경우 결과 값이 괄호 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검색 결과 상세히 보기 위해서는, 특정 필드를 클릭하세요. 예를 들면Active Companies 

카테고리에서 Pfizer Inc.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터 표지가 녹색으로 변경되고, 

선택하신 Pfizer 값에 따라 검색 결과가 수정됩니다.

추가적인 상세 검색을 원하시면 ‘Choose More’ 링크를 클릭하세요.

4. ‘Choose More’를 클릭하면 새로운 윈도우 창이 나타나면서 선택된 카테고리에 대한 더 많은 필터 옵션을 보여줍니다.

결과 값이 많을 경우 필터는 사용 빈도나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체크 박스에서 관심 분야의 필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왼 편에 정렬된 카테고리에서 계속해서 다른 필터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의 내용은 보고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관심 분야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원하는 필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 선택이 끝나면 하단에 있는 ‘Apply’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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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5. 새로운 필터 값을 적용하게 되면, 화면이 새로 고침 되면서 적용한 필터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보고서 타이틀 하이퍼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직접 개별 리포트로 이동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몇 가지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정렬 방식을 변경하거나 검색 결과를 저장하고 alert및 export기능도 가능합니다. 

검색 결과의 보기방식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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