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파이프라인 시각적으로 분석할 것인가?

본 검색 예시는 경쟁 파이프라인에 대한 시각적인 분석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Rank by View’ 기능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에 

대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결과 리스트만 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결과 화면

1. 검색을 하고 필터링을 실시하고 난 후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View 아이콘을 사용하여 Table View 에서 Rank by View로 

디스플레이 방식을 변경합니다. 여기서는 본 검색 예시의 의약품 결과(Drug Results)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2. 여기서는 Rank by View 디스플레이를 살펴 보겠습니다. 오른쪽 맨 끝에 있는 파이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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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ank by View 디스플레이를 열면 검색 결과 리스트를 시각화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Y 축에는 ‘active company’를 기본 축으로 

하지만 드롭 다운 메뉴에서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을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값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터링을 하기 위해 왼편 컬럼의 아래 부분에 위치한 상세 검색 (Refine Search) 기능을 활용합니다.

여기 예시에서는 표적 작용기전이 “beta 2 adrenoreceptor agonist”가 기준인 “active compa-

ny”에 대한 필터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choose more’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적인 용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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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면을 새로고침 하고 필터링 된 결과를 불러옵니다. ‘active company’ 중 하나에 커서를 가져가면 해당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본 예시에서는 GlaxoSmithKline에 초점을 맞추니 3개의 결과 값이 나왔습니다.

6. GlaxoSmithKline에 표시 된 바를 클릭하면 다시 해당 3개의 결과값이 직접Table View 디스플레이 상에서 표시가 되며, 각각의 

개별 약품 보고서를 직접 클릭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몇가지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페이지 별로 확대할 수도 있고 정렬 방식을 변경하거나 검색 결과를 저장하고 alert및 export기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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