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적의 문헌 검색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본 검색 결과물은 더 정확한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 세부 문헌 검색을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1. ‘Advanced Literature Search’는 문헌 정보 전체에 대한 검색을 실시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참고문헌이나 다양한 인덱스 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는 보통 ‘Advanced Search’에서 수행하는데 세부 검색창은 모든 화면의 오른쪽 상단, 빠른 검색 버튼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2. 세부 검색 기능을 열면 먼저 의약품 탭이 기본값으로 나타납니다. 문헌 탭을 클릭하세요.

세부 문헌 검색에서는 키워드 혹은 인덱스 용어 입력을 통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 영역으로는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 년도, 

수정 일자, 기관, 위치 및 초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 ‘Advanced Literature Search’기능은 인덱스 정보 검색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상단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버튼을 눌러 “인덱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색 영역으로는 keyword, profile section, drug name thematic group, 및 method of action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조검색 기능을 사용하면 화학 구조물에 대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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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는 “인덱싱” 검색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Profile section’ 필드에서 검색어 입력란을 직접 클릭하거나 옆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용어들에 대한 인덱스 리스트가 나타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Profile section에는 의약품 관련 주제와 대응되는 

일부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록에 기술되어 있는 해당 보고서의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5. 예를 들면, “당뇨병약”을 선택하고 ‘Apply’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용어를 기준으로 검색을 실시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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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으로 ‘Thematic Group’에서 선택한 내용을 첨부합니다. 본 필드에는 일반적인 연구 분야별로 관리 대상 용어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adverse event” 혹은 “pharmacology”를 선택하고 이들 용어를 검색 과정에 추가합니다. 특정 일자 별로 

선별 검색을 원할 ‘Added Date’ 필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검색을 위한 모든 조건 입력이 끝나면 검색 (SEARCH)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여러분이 설정한 검색 범위에 맞추어 문헌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의약품 관련 검색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몇가지 추가적인 옵션이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페이지마다 확대할 수도 있고 정렬 기준을 

변경 할 수 있으며 결과를 저장하여 ‘alert’기능을 설정하거나 ‘export’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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