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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이용안내

선행연구조사, 임상시험검색의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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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chrane Library 소개

전 세계에서 진행된 의학 /간호학 /약학분야 연구 및 임상시험

엄격한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간호법 ,  
약물의 효과 ,  의료정책에 대한 종합 결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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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chrane Library 소개

미국립의학도서관(NLM)의 COSI (Core, Standard, Ideal) 모델에 기초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COre 문헌검색 핵심 데이터베이스 모델

출처 : 김수영 외, NECA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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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명 내 용 업데이트

CDSR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Cochrane Reviews)

Cochrane Collaboration의 전문분과들을 통해

생산된 모든 리뷰 아티클 및 연구방법 제공
월간

CENTRAL
The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linical trials) 

서지 데이터베이스(MEDLINE, EMBASE 등)와
기타 출판물에서 수집된 임상시험 레코드의
색인/초록 제공.

월간

The Cochrane Library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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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 vs. Cochrane Library

PubMed Cochrane Library

검색대상
Medline 등재 저널 5,200여 종의 아티클 +

일부 PubMed Only 저널 아티클

Cochrane Systematic Review (CDSR) + 

Selected Clinical Trials (CENTRAL) + etc.

원문
액세스

PubMed Central 등 OA자원 + 

기관이 구독하는 자원

Cochrane Systematic Review, Protocol, 

Clinical Answers

(CENTRAL의 Trials는 서지사항만 제공)

기본검색
자동 MeSH 키워드 매핑

- 키워드만 검색 시 “” (구 검색) 필요

Title, Abstract, Keywords 필드검색

(자동 MeSH 매핑 없음)

고급검색
- 검색식

기본 불리언 연산자, 구 검색, 

Mesh / 필드검색 및 간단한 History 제공

MeSH / 필드 검색, 검색식 추가 / 삭제, 

불리언 / 근접 연산자 등

패싯
Article Type, Species, Sex, Ages 등

다양한 패싯 제공
Type, Topics 등 Cochrane 자체 분류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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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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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arch

하나의 키워드 또는 임상질의에 대하여 간단한 검색을 원할 시 기본검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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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arch - 검색결과

Cochrane Database

- Cochrane Reviews 

- Cochrane Protocols

- Trials

- Special Collections

- Clinical Answers

- More : Federate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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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arch - 검색결과

필터(패싯)

- 등재일

- 문헌상태

- 초록언어

- 문헌종류

- 주제별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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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arch - 검색결과

Show PICOs (BETA)

- 아티클별로 PICO 키워드를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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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arch - 검색결과

전체 아티클 선택 및 선택한 아티클을
Citation Manager로 보내는 기능

검색결과를 타이틀 A-Z, 등재일, 
연관성으로 정렬 가능

한 페이지에 보여줄 검색결과 수 조절
10/25/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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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arch – Review Article 원문을 통한 선행연구 확인

Methods

- PICO 설정

- 검색전략

- 분석방법

- 기타



|  www.ebsco.com13

Basic Search – Review Article 원문을 통한 선행연구 확인

Appendices

- 용어정의

- DB별 검색식

- 분석자료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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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for 
PICO-base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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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 PICO를 활용한 검색 소개

P
Patient / Participant / Population / 
Problem

환자집단, 관심대상, 인구집단, 문제

I
Intervention / Index Test / Prognostic 
Factor / Exposure

중재 (치료법, 진단법, 예후요인, 노출 등)

C Comparator / Comparison / Control 비교 타당한 현존하는 대안 중재 (+ Placebo)

O Outcomes 중재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변수

T Time 주요 결과변수의 추적관찰 기간

S Setting 임상연구가 이루어진 세팅

SD Study Design
체계적 문헌고찰, 무작위배정비교임상시험,
비무작위임상시험, 관찰연구 등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목적에 맞는 핵심질문]을 구성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핵심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형식이
PICO / PICOTS-SD 출처 : 김수영 외, NECA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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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다수의 검색식을 조합하거나, MeSH Term을 활용하거나, 검색식을 저장할 때는
Advanced Search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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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 MeSH 검색 메뉴

다른 검색어와
조합을 원할 경우

Search Manager로
바로 추가 가능

검색어 입력 Subheading / 
Qualifier 입력

항목 선택시 우측
Result값이 바로

출력

Search Manager에서 바로
MeSH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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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 MeSH

Cochrane의 데이터베이스는 아래와 같이 MeSH 검색을 지원.

Database MeSH indexing

Cochrane Reviews 최신호수록리뷰를제외하고 Keywords에서지원

Cochrane Protocols 지원하지않음

Clinical Trials Medline에등록된 Trial만지원

Other Reviews 전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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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 불리언 연산자

연산자 용법

AND
서로다른범주의키워드를조합하여검색범위를좁히는연산자

(Patient AND Intervention) = 
Patient 관련키워드와 Intervention 관련키워드가모두들어간아티클만검색

OR
유의어또는동등개념의키워드를조합하여검색범위를넓히는연산자

(Intervention 1 OR Intervention 2) = 
중재법1 또는2와관련된키워드가하나라도들어가있다면해당아티클을모두검색

NOT

특정키워드가들어간검색결과들을제거하는연산자
(Patient NOT (MeSH descriptor : [Animal] explode all trees)) = 

Patient 키워드가들어간아티클검색결과중에서
MeSH descriptor [Animal] 이들어간아티클을전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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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 불리언 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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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 근접 연산자

연산자 용법

NEAR
검색어들이 6단어이내존재하는조건검색

(Cancer AND Lung) = Lung Cancer, Cancer of the Lung

NEAR/x
검색어순서상관없이최대X 단어수이내검색어가근접해존재하는조건검색

(Cancer NEAR/2 Lung) = Lung Cancer

NOT Cancer of the lymph nodes and lung

NEXT

검색어가입력된순서로나타나는 (연결되어있는) 아티클또는필드검색

(Cancer NEXT Lung) = Lung Cancer, NOT Cancer of the Lung

(Hearing NEXT Aid*) = hearing aid, hearing aids

※NEXT/x는지원하지않습니다. 

※ 학과 규정 또는 학회 투고규정마다근접연산자의허용범위가다를수있으므로 반드시 검색식 작성 전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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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 근접 연산자

※ 학과 규정 또는 학회 투고규정마다근접연산자의허용범위가다를수있으므로 반드시 검색식 작성 전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례 검색되는 범위

Transplant*
Transplant, transplants, transplanting, transplantation, 

transplantable…

*glycemia Hyperglycemia, hypoglycemia

Leuk*mia
Leukemia, leukaemia

: 사이에 여러 문자가 있어도 전부 검색

Wom?n
Women, woman

: 사이에 문자 하나만 바뀌는 것을 검색

System?
Systems (NOT systematic, systemic)

: 말미의 문자 하나가 바뀌는 것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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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 Search Manager

체계적문헌고찰 또는 메타분석을 위한 검색과 같이
검색식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Search Manager] 탭 활용.

검색식 확인 : Search Line or MeSH

검색식 별 검색결과

검색식 번호

※ 다른 검색방법과 달리 최종단 [Search]버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단계의
검색식 별 검색결과 버튼을 눌러 검색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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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 Search Manager

Search Manager의 어느 위치에서든 검색식 추가, 삭제 가능

검색식 추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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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 검색식 저장

Print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 파일(.txt)로 검색식 번호, 검색식 내용 및 검색결과 출력

검색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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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base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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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Manager를 통해 PICO 검색하기 – 예시 1

출처 : 양은주 외, 진행성 암 환자에서 재활치료의 현황과 효과 분석,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8.

질문 1
치료적 신체재활이 필요한 진행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전문가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신체재활이 환자의 기능개선에 임상적 효과가 있는가?

질문 2
치료적 신체재활이 필요한 진행성 암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전문가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신체재활이 환자의 삶의 질 및 피로 개선 등에 임상적 효과가 있는가?

핵심질문 및 PICO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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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Manager를 통해 PICO 검색하기 – 예시 1

출처 : 양은주 외, 진행성 암 환자에서 재활치료의 현황과 효과 분석,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8.

Patients

• 치료적 신체 재활이 필요한 진행성 암 환자

• 진행성 암의 정의 : 진행, 국소진행, 원격전이, 전신선이, 재발성(progressive, regional, 

advanced, distant, incurable, locally recurrent, metastatic, 3-4기) 악성종양 (malignancy)

Intervention

• 암환자의 재활 치료(Rehabilitation) 중 신체적 재활

- 암환자 기능회복 및 재활을 위한 치료를 “주”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

• 포함 : 매트운동, 근력운동, 보행훈련, 필라테스

• 제외 : 요가, 춤, 기치료, 침치료, 심리치료, 음악, 상담, 인지 및 행동치료, 척수자극치료, 

집단 의미치료(group logotherapy), 마사지, 붕대, 림프부종치료, 상지기능 개선 관련 치료

Comparator • 비중재군 또는 일상치료군(usual care)

PICOTS-SD

※ 실제 검색 시 Comparator, Outcome, Time, Setting, Study design은 검색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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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Manager를 통해 PICO 검색하기 – 예시 1

출처 : 양은주 외, 진행성 암 환자에서 재활치료의 현황과 효과 분석,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8.

국내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

• KoreaMed • http://www.koreamed.org

• 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검색(KMbase) • http://kmbase.medric.or.kr

• 학술데이터베이스검색(KISS) • http://kiss.kstudy.com

국외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

• Ovid-Medline • http://ovidsp.tx.ovid.com

• Ovid-EMBASE • http://ovidsp.tx.ovid.com

•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ENTRAL) • http://www.thecochranelibrary.com

문헌 검색

http://www.koreamed.org/
http://kmbase.medric.or.kr/
http://kiss.kstudy.com/
http://ovidsp.tx.ovid.com/
http://ovidsp.tx.ovid.com/
http://www.thecochranelibr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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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Manager를 통해 PICO 검색하기 – 예시 1

출처 : 양은주 외, 진행성 암 환자에서 재활치료의 현황과 효과 분석,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8.

Keywords – Population

#3, #6 : [OR] 검색자로 유사한 개념끼리 묶어 줌.
#7 : #3과 #6의 검색결과들을 [AND]로 묶어 #6을 #3의 제한자처럼 활용.



|  www.ebsco.com31

Search Manager를 통해 PICO 검색하기 – 예시 1

MeSH Descriptor 입력 Tip

①

②

③

④

① Search Manager에서 MeSH 검색을 누릅니다.

② MeSH 용어, 제한자를 입력한 뒤 Lookup으로
검색합니다. 

③ 검색 결과의 MeSH Tree를 참고해 하위 개념을
포함할 것인지 (Explode), 해당 용어만 검색할
것인지 (Single MeSH Term) 선택합니다. 

④ 검색결과값 미리보기를 참고하시어 검색식에
반영합니다. (Add/Edit Search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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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Manager를 통해 PICO 검색하기 – 예시 1

MeSH Descriptor 입력 Tip

Cochrane Library의 모든 컨텐츠에 MeSH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 MEDLINE을 제외한 Trials (EMBASE, Handsearch 등) 
- Cochrane Reviews의 최신 아티클 등

가장 정확한 검색을 위하여 MeSH와 자연어 검색을 함께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www.ebsco.com33

Search Manager를 통해 PICO 검색하기 – 예시 1

출처 : 양은주 외, 진행성 암 환자에서 재활치료의 현황과 효과 분석,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8.

Keywords – Interven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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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Manager를 통해 PICO 검색하기 – 예시 1

출처 : 양은주 외, 진행성 암 환자에서 재활치료의 현황과 효과 분석,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8.

Keywords – Interven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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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Manager를 통해 PICO 검색하기 – 예시 1

출처 : 양은주 외, 진행성 암 환자에서 재활치료의 현황과 효과 분석, 서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8.

Population + Intervention

#7 : 본 연구의 Population을 정의하는 키워드 모음

#17 : 본 연구의 Intervention을 정의하는 키워드 모음

#18 : 본 연구의 Population을 본 연구의 Intervention과 연관짓는 아티클 검색

> 두 분류의 키워드가 모두 들어가 있는 아티클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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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