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일드 카드 및 연산자를 사용하여 검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나?

본 검색 결과물은 검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와일드카드 및 연산자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예시입니다. Quick 

search에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원하는 의약품을 선택한 후, 결과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분석 (‘Analyze’) 을 클릭하세요.

2. Quick search를 사용하여 몇 가지 용어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용어를 선택하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기본값으로 “

AND”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검색란에 직접 다른 연산자 (OR혹은 NOT)을 입력하면 해당 용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는 대문자 혹은 소문자 모두 입력 가능합니다.

3. 연산자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기본적인 우선 순위는 먼저 해당 용어에 대해 ‘NOT’ 가장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AND’ 마지막으로 ‘

OR’ 순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sthma NOT Pfizer AND Novartis OR Abbott라고 입력할 경우, ((Asthma NOT Pfizer) 

and Novartis) OR Abbott형태로 검색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4. 와일드카드(Wildcard truncation)는 검색어 시작이나 중간 그리고 말단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검색어 내에, 와일드카드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여러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별표는 문자의 개수에 맞추어 (0에서 다수) 사용하며 검색어의 시작이나 끝, 또는 시작과 끝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 물음표는 한 개의 문자를 대체하며 동일 검색어 내에 어떤 위치에서나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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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끝이 “statin”로 끝나지만 Lipitor이 아닌 약물을 검색하고자 할 경우 quick search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검색 가능합니다.

7. 괄호 () 혹은 [] 역시 검색 내에서 검색어를 논리적인 그룹으로 묶거나 네스팅 하는데 사용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색처리방법은 

괄호에서 포함된 가장 광범위한 범위에서 가장 최소한의 범위 쪽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8. 검색 문자열에서 처리 순서(우선 순위)는 괄호 안에 포함된 용어(문자열 혹은 인용열)가 가장 먼저 처리되며 그 후 연산자 NOT, AND 

마지막으로 OR 순으로 처리됩니다.

9. ‘chronic obstructive’, ‘neurologic disease’ 등과 같이 단일 검색 어구로 인식되는 용어의 경우, 관계어까지 함께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여 선택된 용어의 경우, 검색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포함됨을 뜻합니다. (스페이스를 두고 

개별적으로 용어를 따로 입력하는 경우 연산자 AND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Pfizer Novartis는 

Pfizer AND Novartis.과 동일하게 인식됩니다.)

6.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은 () 이나 “ ”를 사용하여 질문을 네스팅(nesting) 하거나 검색 문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치 

박스에 (aml) 이라고 입력하면 aml 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제시해 줍니다.

10. 검색 결과 테이블 뷰 ( Tabl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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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큰 따옴표(””)를 사용하면 문구 검색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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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리스트 뷰 ( List View)를 통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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