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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광범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바이오, 질병 
및 약물, 관련 문헌 정보 수록, 임상진행상황 모니터링, 부작용, 독성 등 
약물 안정성, 치료법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MBASE소개  

 1947~ 현재까지 international biomedical 문헌정보 제공 

      (1947~1973년 Embase Classic 별도) 

 EMBASE(1947년-현재)와 MEDLINE(1966년-현재)의 자료가 통합된 Database 

 8,500가지 이상의 저널 타이틀과 EMBASE 만의 2,800여종 저널 추가 제공 (+5.9m 

레코드) http://help.elsevier.com/app/answers/detail/a_id/4658/p/9754/c/9869  

 출간물, peer-reviewed literature, 출간예정인 아티클, 회의초록 

 Life Science 분야의 Thesaurus  Emtree (질병, 약물, 메디컬 장비 등)를 통한 강력한 

통합 검색 

 Drugs, Disease, Medical device 부제목/ 검색 필터 기능   

 Evidence based medicine (EBM) 정보 및 Systematic review를 위한 신뢰도 높은 자료 

검색 제공  

http://help.elsevier.com/app/answers/detail/a_id/4658/p/9754/c/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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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검색 방법 

1. 간편 검색 (Quick Search) 

2. 고급검색 (Advanced Search) 

3. 약물검색 (Drug Search) 

4. 질병검색 (Disease Search) 

5. 문헌검색 (Article Search) 

6. Emtree 검색 

7. Journal 검색 

8. Authors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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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mbase.com 접속 첫 화면 

Quick Search 화면이 가장 처음으로 보임. 
 
❶ 검색어 입력 (검색 창을 추가하여 여러 검색어 입력 및 연산자 조합 가능) 
❷ 검색범위 설정  
❸ 출판 년도를 입력하여 검색  

❶ ❷ 

❸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거나, 자동완성 
검색어를 활용합니다. 

옵션 기능으로 문헌의 출판 년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http://www.emba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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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검색 (Advanced search) 

Search  Advanced search  

 1. Mapping ( 검색 범위 지정)  
 
• Map to preferred term in Emtree :시소러스에서 자동으로 매칭되는 단어(동의어)를 찾아 검색 
• Search also as free text: Index field와 하의어 뿐만 아니라, 제목, 초록에서도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헌 검색 

• Explode using narrower Emtree terms: 해당 단어의 하의어, 파생어를 포함하여 검색 
• Limit to terms indexed in article as “major focus”:입력한 keyword가 article의 주요 주제인 문헌 검색 
• search as broadly as possible: 동의어, 하의어 검색 및 (title, abstract, trade name 등과 같은) 나머지 
필드에서도 검색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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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검색 (Advanced search) 

Search  Advanced search  

2. Quick Limits 지정 
 
• Human:사람이 실험대상 또는,Tissue, cell 등이 사용된 문헌 검색 
• Animals:동물이 실험 대상, 세포, tissue 등으로 사용된 문헌 검색 
• With abstract:초록이 있는 문헌 검색 
• Priority journals:동료 평가, 참고문헌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우선 순위의 journal 검색 
• Only in English:영어로 기입된 article 검색 
• Article in Press:Article in Press 검색 
• In Press:In Press검색 
• With molecular sequence number: Molecular sequence number 정보 포함 문헌 검색 
• With clinical trial number: Clinical trial number 정보 포함 문헌 검색 
• Records added from to: Embase에 문헌이 추가된 날짜 지정 기본검색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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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검색 (Advanced search) 

Search  Advanced search  

• Evidence Based Medicine: Randomized Controlled Trial, Systemic Review 등 
• Publication Types: Article, Article in Press 등 
• Areas of Focus: 연구 분야 
• Article Language: 언어 
• Gender: Male/Female 
• Age Groups: Embryo:first trimester 등 
• Animal Study Types: Animal Cell, Animal Experiment 등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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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검색 (Drug Search) 

Search  Drug search  

Advanced search와 검색 범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옵션을 활용하여 
검색 범위를 지정합니다. 

 의약품 검색에 특화된  
부제목, 투여경로, 검색필드를 활용하여 주요 
검색을 진행합니다. 

❶ 약물명 입력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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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검색 (Disease Search) 

Search  Disease search  

Advanced search와 검색 범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옵션을 활용하여 
검색 범위를 지정합니다. 

 질병 검색에 특화된  
부제를 활용하여, 치료, 진단, 예방, 부작용, 
수술 등 주요 검색을 진행합니다. 

❶ 질병명 입력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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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검색 (Device Search) 

Search  Device search  

Advanced search와 검색 범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옵션을 활용하여 
검색 범위를 지정합니다. 

 의료장비검색에 특화된  
부제를 활용하여 부작용, 임상시험, 경쟁사 
비교 등 주요 검색을 진행합니다. 

❶ 의료장비 입력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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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클검색 (Article Search) 

Search  Article search  

 저자명, 저널명 등 문헌 관련 keyword를 
입력하여 검색 합니다. 



12 

브라우즈 EMTREE  

Browse  Emtree 

Neoplasm 클릭시, 선택한 단어를 
포함한 Emtree 계층 구조 확인 
 

❶ 검색어 입력 

❷ 

선택한 단어가 Emtree에 추가된 
시점, 동의어, CAS 번호, Dorland’s 
dictionary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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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검색 (Journal Search) 

Browse  Journals 

❷ 출판연도와 volume으로 확인 가능  

Embase에 수록된 Journal 목록 확인 후 
특정 Journal 명 선택 후 Volume, Issue 
각각 선택하여 해당되는 문헌 검색 결과 
확인 
 

❶ 

❷ 출판연도와 volume으로 확인 가능  

 저널 내에서 검색을 원할경우 클릭하여 
관련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고급검색 창이 자동으로 생성되며, 키워드를  
AND ‘’child’ 와 같이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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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검색 (Author Search) 

Browse  Author 

입력한 저자명과 유사한 저자명 중 선택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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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페이지 (Results) 

필터 기능 활용하여 
검색 범위 조정 

❶ 

❷ 문헌제목 클릭하여 상세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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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페이지 (Results) 

클립보드에 결과 저장하기 
저자정보 Scopus에서 확인 가능 

❶ 

❷ 원문보기 

❸ 색인용어, abstract등 기타 정보 확인 

❹추가 정보 확인 -저자 국적, 언어, 참고문헌 수, 
Molecular sequence Numb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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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note 등으로 
다운로드 

검색결과 다운로드/ 반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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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식 저장 및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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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검색식 관리 (saved search) 

저장된 검색, Rerun 재검색 – 최신 
업데이트 정보 관리 / email alert 
등록 최신 업데이트 자동 수신  



Thank you! 
 
 
 
Any questions? Contact: 
  
Name: 김혜령 과장 
email: he.kim@elsevier.com 
Tel: 02-6714-3134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Include a slide with next steps

mailto:he.kim@elsevi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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