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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tellis 시작하기

본 검색 예시는 어떻게 빠른 검색 (Quick Search)를 사용하여, 검색된 결과를 이해하고, 필터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틀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일단 로그인을 하고 나면 클래리베이트의 CortellisTM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 페이지 상단의 ‘Quick Search’ 박스를 사용하여

Cortellis내의 모든 컨텐츠 타입에 포괄적인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uick Search’를 이용하면 단일 혹은 복수의 용어로 어떤 조합으로 든 검색이 가능합니다. AND, OR 와 NOT 등의 연산자는

불필요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치 박스에 입력을 시작하면 자동 완성 기능이 용어 선택을 도와 줍니다.

2. ‘ 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검색 결과 화면이 나타나는데 상관도 수준에 따라 테이블 형식으로 정렬됩니다. 상관도는 해당 기록 안에

검색어가 사용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페이지의 좌측에 ‘Report Type’ 컬럼에서는 해당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보고서의 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보고서 형식

별로 구분됩니다. 기본 값으로 의약품 보고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보고서를 원할 경우 원하는 각각의 보고서 형식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림 1
빠른 검색의 자동 완성기능

그림 2
상관도 별로 정렬된 검색 결과 리스트



3. 검색 결과에 대한 상세 검색을 원할 경우 페이지의 왼쪽 편에 있는 필터(Filter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아래 화살표를 사용하여

필요한 필터를 숨기거나 확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고 있는 보고서 형태에 따라 사용 가능한 필터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적응증, 회사, 개발 현황 및 매출

전망 등에 따라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별로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는 해당 화살표를 클릭하고 나타나는 상위 3개 회사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혹은 ‘Choose

more’를 클릭하여 추가적으로 기업 명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 페이지가 새로고침 되면서 기업 필터 부분이 현재

적용중임을 알리기 위해 녹색으로 변경됩니다.

그림 3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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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페이지 상단 가까이에 검색 결과의 세부 조작을 도와 줄 수 있는 또 다른 옵션 기능이 있습니다.

결과 리스트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보기 옵션 (View options)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과 디스플레이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값 디스플레이 건수나 정렬 방식 역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 최종 변경 일자, 최상위 단계, 약품명,

매출 등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분석 (Analyze)을 클릭하면 TIBCO Spotfire 에서 제공하는 Competitive Intelligence 분석 툴을 활용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검색 내용을 저장하거나, 이메일 알림을 보내거나 다양한 형태로 외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림 4
데이터 관리 및 분석 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