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2. 학술논문 작성을 위한  
선행연구 조사와 참고문헌 검색 

 

기타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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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BASE 

• Pharmacology, Toxicology, Clinical Medicine을 포함한 

  Biomedical 분야 8,500 종 저널의 Record 수록 (1966년부터) 

• 임상 연구의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약물 안전성, 부작용,  

치료법 등의 정보 제공 

• Emtree (생명과학 분야 용어색인자료)를 통한 검색 가능  

• Evidence Based Medicine(EBM) 정보 제공  

• 미국 NLM이 제시한 COSI 모델에서 Core 검색 정보원 



(1) EMBASE contents 

 

Fully indexed: 8,500 journals  

Unique to EMBASE: 2,900 journals  

  Over 5,000 records added/day 1,300,000 

  record added/year  



(2) EMBASE Scope & Coverage 



(3) Emtree 

• Life Science Thesaurus  (A controlled vocabulary for Biomedicine and 

related Life Sciences) 

•  70,000 개 이상의 대표어와 290,000 개 이상의 동의어  

• MeSH의 2배 이상 용어 포함 (모든 MeSH 용어 포함)  

• Comprehensive Drug & Disease Searching  

• Chemical names, trade names, laboratory/research codes, 31,000 개 이상

의 generic drugs 과 chemicals (FDA, EMEA,WHO)  

• 78 개 subheadings (64 개 drug subheadings 과 14개 disease subheadings)  

• Study typ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ystematic Review, Diagnostic 

Test Accuracy Study 등 포함)에 대한 38개 check tags 



Embase mapping options 

① Map to preferred term in Emtree  

   Emtree 시소러스에서 자동으로 매칭되는 단어(동의어)를 찾아  

   검색  

 

② Search also as free text in all fields:  

    Index field와 하의어 뿐만 아니라, title, abstract에서도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헌 검색  

 

③ Explode using narrower Emtree terms:  

  해당 단어의 하의어, 파생어를 포함하여 검색  



Embase mapping options 

④ Limit to terms indexed in article as ‘ major focus’: 

   입력한 keyword가 article의 주요 주제인 문헌 검색  

 

 ⑤ Search as broadly as possible:  

   동의어, 하의어 검색 및 title, abstract 등 나머지 필드에서도 검색  



(4) Search Type 

• Search 

   - PICO 

   - Quick 

   - Advanced 

   - Drug 

   - Disease 

   - Device 

   - Article 

 

• Browse  

  - Emtree 

  - Journals 

  - Authors 

 



1. PICO 



1. PICO 검색 (1)  

• 연산자 (Boolean Operators) 를 사용하여 각 PICO 요소 
들 간의 검색어를 자동 조합하여 통합 검색결과 표시 

 

• 검색 양식 내에서 Emtree 시소러스를 검색을 통해 정확
하고 간편하게 검색어 입력 가능 

 

• 선택적으로 검색 폼에서 바로 동의어를 선택하여 추가 
가능 

 

• 필드 코드를 설명하는 용어와 드롭 다운 메뉴를 통해 쉽
게 자동 완성 



1. PICO 검색 (2)  

용어 옆에 마우스를 가져 가면 오렌지 색으로 표시되는  

‘ Add to Query’를 클릭하면 검색어 입력 창에 추가됩니다. 



1. PICO 검색 (3)  

검색 option 선택이 가능하고, 동의어 확인과 검색이 가능 



2. Quick Search 



2. Advanced Search 



① Mapping (검색 범위 지정) 

1. Map to preferred term in Emtree 

  시소러스에서 자동으로 매칭되는 단어(동의어)를 찾아 검색  

2. Search also as free text 

   Index field와 하의어 뿐만 아니라, 제목, 초록에서도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헌 검색  

3. Explode using narrower Emtree terms 
   해당 단어의 하의어, 파생어를 포함하여 검색  

4. Limit to terms indexed in article as “major focus” 
   입력한 keyword가 article의 주요 주제인 문헌 검색  

5. search as broadly as possible 
   동의어, 하의어 검색 및 (title, abstract, trade name 등과 같은)  
   나머지 필드에서도 검색  

 



② Quick Limits  

① Humans: 사람이 실험대상 또는,Tissue, cell 등이 사용된 문헌 검색  

② Animals: 동물이 실험 대상, 세포, tissue 등으로 사용된 문헌 검색  

③ With abstract: 초록이 있는 문헌 검색  

④ Priority journals: 동료 평가, 참고문헌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우선 순위의 journal 검색  

⑤ Only in English: 영어로 기입된 article 검색  

⑥ Article in Press: Article in Press 검색  

⑦ In Press: In Press검색  

⑧ With molecular sequence number:  

   Molecular sequence number 정보 포함 문헌 검색  

⑨ With clinical trial number: Clinical trial number 정보 포함 문헌 검색 

⑩ Records added from to: Embase에 문헌이 추가된 날짜 지정 검색  

  



③ 그 외 Option 

- Date: 문헌의 출판 년도 설정  

- Evidence Based Medicine(EBM):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ystemic Review 등  

- Publication Types: Article, Article in Press 등  

- Areas of Focus: 연구 분야  

- Languages:언어  

- Gender: Male/Female  

- Age Group: Embryo:first trimester 등  

- Animal Study Type : Animal Cell, Animal Experiment 등  



3. Drug Search  

1. 의약품명 입력 

2. 의약품 부제 지정 

3. 의약품 투여 경로 지정  

  
 



3. Drug Search  



4. Disease Search  

1. 병명 입력 

2. 질병 부제 지정 

3. 회사명 또는 제품명 입력 

4. Medical Device 부제 지정 

  
  
  



4. Disease Search  



5. Device Search  

1. 회사명 또는 제품명 입력 

2. Medical Device 부제 지정  

  



5. Device Search  



6. Article Search  

저자명, 저널명 등 문헌 관련 keyword를 입력하여 검색  



7. Emtree Search (1)  

Keyword 입력  “Find Term” 클릭   

입력한 Keyword의 동의어(Black text) 및 Emtree 내에서 matching된  

우선어(Blue text) 확인 및 해당되는 우선어 선택  



7. Emtree Search (2) 

선택한 단어를 포함한 Emtree 계층 구조 확인  



7. Emtree Search (3)  

Query에 입력된 단어 확인 후 검색  

Add to Query Builder 클릭하여 
선택한 단어를 Query 에 추가  



8. Refine Results  

 

1. 검색 결과를 의약품,질병, Study type, 저널명 등으로 

refine (“Apply 버튼 클릭) 및 filter option export 가능 

(“Export” 버튼 클릭)  

 

2. 2개 이상의 검색 결과 통합 (연산자 And,Or 선택)  



9. Save Results  

1. 저장하고자 하는 검색 결과 선택 후  

    “Add to Clipboard” 클릭  

 

2. 메인 메뉴의 My Tools→Clipboard 에서 다시 선택하고  

 “Save”   다음 로그인 시에도 저장 내역 확인 가능  

 

3. 저장한 내용은 My Tools → Saved Clipboard 에서 확인 

 



2. Cochrane Library 

• 영국의 역학자 Archie Cochrane의 이름에서 유래. 

 

•  환자 진단과 치료 옵션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systematic- 

•   reviews, clinical trials 등 높은 신뢰도를 가진 evidence를  

•   제공하는 데이터 베이스의 집합체. 

 

•  의료인들의 전문지식에 최상의 연구 증례를 결합한 근거중심 
의학(EBM) 기반. 
 

•  임상의, 정책입안자, 연구자, 교육자, 학생 및 환자 모두 사용 
가능한 데이터 베이스 



(1) Cochrane Library contents 

1.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Cochrane Reviews)    

    : 보건 의료 분야의 systematic reviews DB로,  
     Cochrane 리뷰 그룹의 모든 리뷰와 프로토콜이 수록  

     월 단위로 업데이트  

 

2. The Database of Abstracts of Reviews of Effects (Other reviews) 

   : Cochrane Collaboration에 의해 이행되지 않은 리뷰들의 요약과  
    수준 평가를 통해 Cochrane의 리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DB  

    정책개발 및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key resource로 영국 요크대학의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CRD)에 의해 생산  



3. The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linical trials)  

    : MEDLINE이나 EMBASE등의 서지 DB와 기타 출판물들로부터  
    수집된 논문들의 세부내용 제공하는 DB로 초록까지 제공 

 

4.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Database (Technology Assessments) 

  : 전세계적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의료 기술 평가의 세부 
   사항 즉 전세계 healthcare intervention의 의학적,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제공  

(1) Cochrane Library contents 



5. The Cochrane Methodology Register (Methods Studies) 

   : Controlled trials의 운영에 사용된 방법들이 기술된 저널 논문, 도서, 

    컨퍼런스 프로시딩 등 출판물로부터 서지정보 제공  
    systematic review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론적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  

 

6. NHS Economic Evaluation Database (Economic Evaluations)  

   의료중재의 경제적인 평가를 구성하는 구조화된 초록을 제공.  
   의료중재의 quality와 상대적인 장단점을 살펴 전세계 의료 중재의 
   경제적인 평가를 조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자를 
   지원  

(1) Cochrane Library contents 



• 현재 Lancet,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British Medical 
Journal 등 수많은 저널들은 The 
Cochrane Library를 SR의 “gold 
standard”로 인정. 

• 다양한 영역의 의학 저널에 
반복적으로 등장. 

• Bias의 개입을 최소화 시키고 
신뢰도를 확보하는 엄격한 리뷰 
과정으로 기타 다른 리뷰들과 
확연히 구분.  

• 최신성 확보와 신뢰도 높은 
evidence 제공을 위해 정기적인 
업데이트 실시. 

(2) Cochrane Library SR 



(3) Searching 



1. Quick Search 

keywords 검색 



2. Browse 



3. Advanced Search 



4. MeSH Search 

 
입력한 검색어의 MeSH Term이 자동으로 제공  



5. Search Manager (1) 



5. Search Manager (2) 

① MeSH Tab으로 이동 
이동 후 MeSH term을 이용한 검색전략 수립 후 
② Update search manager 버튼을 통해 다시 Search manager tab으로 이동 

① 

② 



6. Results 



7. SR Status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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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eb of Science 

•  미국 Thomson Reuter사에서 제공하며,  엄선 평가된 

12,800여 종 학술지 논문의 인용정보 검색 및 분석 

 

•  주간단위 update 



(1) Web of Science 구성 

•  SCIE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과학기술분야 인용색인, 1980-현재 
 

•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사회과학분야 인용색인, 2002-현재 
 

•  A&HCI (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 

     인문 예술분야 인용색인, 2002-현재 

 

•  ESCI (Emerging Science Citation Index) 

     SCI급 후보 학술지 인용색인, 2015-현재 

 

 



(2) Searching (1)  



(2) Searching (2)  

• Timespan :  
    ① Web of Science에 등재된 연도 기준 
    ② 발행연도 기준 
 
• WoS Core Collection :  
     ESCI는 SCI급 후보군 (SCI로 인정안됨) 
 
• Auto-suggest publication names :  
       저널명 검색시 자동 완성 기능 
 
• Default Number of Search Fields  
    to Display :  
       첫 화면에 나타나는 검색필드 갯수 
 
• 선택 후 save settings하면  
     첫 화면에 세팅된 값으로 나타남. 



1. Basic Searching 

 ① Topic : title, abstract, keyword에서 검색 
 ② Title : 논문제목에서 검색 
 ③ Author Identifiers : Researcer ID 혹은 ORCID로 검색 
 ④ Publication Name : 저널명 
 ⑤ Address, Organization-Enhanced : 소속기관 



2. Author Searching 

① Author Search  

② 성과 이름 이니셜 입력                          

③ 저자의 주제분야 체크                       

④ 저자의 소속기관을 체크  



3. Search History 



4. Refine 

• 검색결과에서 filtering  
 

 ① Web of Science Categories 
 ② Document Types  
 ③ Authors 
 ④ Group Authors 
 ⑤ Editors 
 ⑥ Source Title  
 ⑦ Book Series Titles 
 ⑧ Publication Years 
 ⑨ Organizations-Enhanced : 소속기관명 
 ⑩ Funding Agencies 
 ⑪ Languages 
 ⑫ Countries / Territories 
 ⑬ Open Acess 



5. Document (1) 

① 검색결과 논문수 확인 
② Sort 가능 : Publication Date, Times Cited, Source Title 
③ Times Cited : 해당논문이 인용된 수 
④ Usage Count: 해당 논문의 저장하거나                 에 접속한 수 

 



5. Document (2) 
① 피인용수와 피인용논문 확인 

② Create Citation Alert:  새로운 인용이 발생했을 때 email로 받을 수 있음. 

③ 해당 저널의 Impact Factor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 확인 

④ 논문원문 다운로드 



6. 용 어  

•  Cited References in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Web of Science 핵심 컬렉션의 인용 문헌) 

     : 해당 논문의 참고문헌 수 
 

•  Times Cited in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Web of Science 핵심 컬렉션에서 인용된 횟수) 

     : 해당 논문을 다른 연구자들이 인용한 수 
 

•  Related Records 

     : 해당 논문의 참고문헌 중 하나 이상을 같이  

      참고문헌으로 다룬 논문 



7. 검 색 팁 

 Boolean 연산자: AND, OR, NOT 

 Proximity 연산자: SAME, NEAR/x 

 Parentheses 묶음 검색   

  (Antibiotic OR Antiviral) AND (Alga* OR Seaweed) 

 Quotation marks   (예)  “lung cancer" 

  Wildcards: *  $  ? 

 

 

 

 

Cell* ▷ cell, cells, cellular 

Wom?n ▷ woman, women 

Colo$r ▷ color, colour 

Organi?ation$ ▷ Organisaion, Organisaions, Organizaion, Organizaions 



4. Google Scholar 

• 구글 검색 : 페이지랭크 알고리즘 
웹에 있는 특정 페이지로 들어오는 링크와 그 웹페이지
가 클릭되는 횟수를 반영해 검색 결과의 순위를 결정하
는 검색 알고리즘 

 

• 구글 알고리즘 :  

 ① 접속빈도가 잦고 연관성이 높은 링크를 상위에 노출하   
   고 신뢰성이 높으면 가산점을 부여  

 ② 특정 링크의 클릭률이나 특정 링크가 얼마나 많이 링크 
   되었는지를 기록해 '연관성' 점수(페이지랭크)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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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연산자 

• Phrase 검색 : “ “ 

• Truncation 검색: * 

• Not 검색 : - 

• 특정 사이트 내 검색 : site: 

(예 cancer site:ncbi.nlm.nih.gov) 

• File type 지정 검색 : filetype: 

(예 therapy filetyp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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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검색 



1. http://scholar.google.co.kr 에 접속한다. 
 

2. 화면 상단에 있는 설정을 선택한다. 

     서지정보 관리 프로그램과  
    도서관 설정하기 

http://scholar.google.co.kr/
http://scholar.google.co.kr/
http://scholar.google.co.kr/


Google Scholar : 설정 (1) 

1. 서지정보 관리 프로그램 설정 가능 

 

• 설정 후 검색 결과에 지정한 서지관리 프로그램 링크가  
   나타나고 해당 링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입됨 

 

• EndNote로 지정한 경우, 해당 검색 결과의 서지정보가   
   EndNote로 반입 가능  

 

 



1. 학술검색 설정에서 검색결과 선택 
2. 서지관리 프로그램에서 EndNote를 지정하면 ‘EndNote에 

인용정보 가져오기 링크를 표시합니다’로 보인다. 



3. Setting 후 Google Scholar에서 검색을 하면 EndNote로 가져
오기 링크가 보인다. 컴퓨터에 EndNote가 설치 되어 있고, 링크
를 클릭하면 해당 논문은 EndNote로 반입된다. 
  



Google Scholar : 설정 (2) 

2. 내 도서관 설정 

 

• 소속 도서관을 설정하면 검색 결과에서 도서관 이름의 
링크가 보이고, 클릭하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링크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의료원 외에서 이용해도 원문 이용이 가능 

 

• 이 링크를 통해서 유료 학술논문 원문 보기, 원문복사 서
비스 이용도 가능 

 



1. 학술검색 설정에서 라이브러리 링크 선택 
2. 검색창에 ‘연세’를 검색한 뒤,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과 연

세대학교 의학도서관을 체크 



  Yonsei Medical Library를 선택하면 Find It ! Yonsei Medical Library 

메뉴 창이 열리고, Fulltext 에 있는 서비스 명을 선택하면 원문 연결 

     의료원 외에서도 학술지의 원문을  이용할 경우에는 의학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필수 



Find it @ Yonsei Library는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링크 서비스로 
학술정보원에서 구독하고 있는 전자자료 이용이 가능 



감사합니다. 

82915 김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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