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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의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제공하는 의학 분야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Biomedical Sciences(의학, 간호학, 치의학, 수의학, 보건과학 등) 문헌 검색

 Coverage : 1966년 ~ (1947-1965년 OLD MEDLINE 포함)

 3,400만 건 이상의 서지 정보 (not include full text)

 10,258종 학술지 원문 링크 (Continuous Journals: 6,073종)

 Daily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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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란?

PubMed 개요

Last Updated: May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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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PubMed 개요

Index Medicus (IM)
의학 분야 학술지 색인집
월 1회 책자 발행

MEDical Literature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
기계가독형 목록 구축
의학 외 주제 분야 저널 포함
MeSH를 이용한 색인 시작

MEDLARS OnLINE
온라인 검색 서비스 출시

Web 기반의 검색 시스템
무료 액세스 가능

https://www.nlm.nih.gov/medline/medline_history.html



PubMed 구성 (1)

 MEDLINE® 색인 논문
https://www.nlm.nih.gov/medline/index.html

 PMC에 저장된 원문 자료
https://www.ncbi.nlm.nih.gov/pmc/

 NIH 기금 지원을 받은 연구 논문
(PMC에 author manuscript 기탁)

 NCBI Bookshelf 도서, 보고서
https://www.ncbi.nlm.nih.gov/books/

PubMed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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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lm.nih.gov/oet/ed/pubmed/quicktours/whatsin/index.html



6

PubMed 구성 (2)

PubMed 개요

Other

MEDLINE
PMC

PubMed Total 34,098,174

MEDLINE 29,401,193 86.2%

PMC 7,271,248 21.3%

Other Ahead of Print
MEDLINE – in process
non-MEDLINE journals
NCBI Bookshelf …

Last Updated: May 16, 2022



 약 40개 언어로 발행되는 5,200종 이상 학술지의 논문 정보

 NLM 장서 개발 정책에 따른 학술지 선정

 NLM Literature Selection Technical Review Committee (LSTRC)

 연 3회 학술지 평가 및 선정

 평가 기준 : https://www.nlm.nih.gov/medline/medline_journal_selection.html

 Medical Subject Headings(MeSH)를 사용하여 색인

7

MEDLINE®

PubMed 개요



 NLM 산하 NCBI에서 운영하는 무료 full text 아카이브

 2000년 서비스 시작, 현재 약 797만 건 데이터 보유

 Collections

 출판사, 학회 등과 협약에 의해 기탁받은 full text

 NIH 등 연구기금 지원 단체의 정책에 따른 author manuscript

 NLM에서 디지털화한 단행본 및 저널 (저작권 동의를 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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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 Central® (PMC)

PubMed 개요



PubMed 데이터출처

PubMed 개요

 출판사에서 제공한 데이터 기반

 색인(indexing) 작업

• MeSH terms*

• publication type, funding, full text 
source 등

• figures, references**

*MEDLINE 등재 논문
2022년 1월 기준, 약 70% 자동 색인
(automated indexing)
**PMC 보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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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lm.nih.gov/oet/ed/pubmed/quicktours/whatsin/index.html



Original Data Indexed for ME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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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 Data 추가

11



 URL : https://pubmed.ncbi.nlm.nih.gov/?otool=ikrkuhlib

 의학도서실 홈페이지 – PubMed Search Box

PubMed 접속

PubMed 개요

https://kuh.futurenuri.co.kr/

병원 외부 접속 시 원문 이용을 위해 로그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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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 초기 화면

PubMed 개요

My NCBI 로그인

Single Search Box

Learn: PubMed 이용 안내

Find: 검색 도구
- 확장 검색
- 임상과 관련된 자료 검색
- 특정 논문 찾기

Explore: MeSH, 학술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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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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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ic Term Mapping (ATM)

: 키워드를 PubMed에 색인된 통제 어휘로 자동 변환

 ATM 변환 순서

PubMed 검색 원리

기본 검색

1. Subjects (MeSH terms)

2. Journals

3. Authors

4. All Fields (자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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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s → Journals → Authors 
순으로 변환 후 All Fields와 OR 
연산자로 검색

 1, 2, 3 모두 일치하는 키워드가
없으면 All Fields만 적용



연산자 기호 / 용도 예시

Boolean Operators
AND / OR / NOT
대문자로 입력

★NOT 연산자 사용에 주의!

Phrase
“    ”
2단어 이상 구문

“blood supply”  “fluid therapy”  
한 단어로 인식

Truncation
*
4글자 이상 단어

child* : child, children, childhood, childbirth …
blood suppl* : blood supply, blood supplies

Nesting
(    )
검색 순서 변경

a AND b OR c : 순서대로
a AND (b OR c) : (b OR c) 먼저 검색 진행
(a OR b) AND (c OR d)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

기본 검색

a bAND a bOR a bNO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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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field tags

기본 검색

 검색의 정확도 향상에 도움

lung neoplasms [mh]
lung neoplasms [majr]
lung cancer [tw]*
lung cancer [tiab]

키워드 검색 (예)

Lancet Neurol [ta] AND Hallett M [au]
10.1016/S1474-4422(21)00422-1 [lid]
35430029 [pmid]

특정 논문 찾기 (예)

*Text Words 검색 범위
title, abstract, other abstract, MeSH terms, MeSH Subheadings, 
Publication Types, Substance Names, Personal Name as Subject, 
Corporate Author, Secondary Source, Comment/Correction 
Notes, and Other Terms typically non-MeSH subject terms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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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words

기본 검색

 PubMed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단어

https://pubmed.ncbi.nlm.nih.gov/help/#help-stop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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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과정

기본 검색

연구 주제 선정

키워드 정리

검색 수행

결과 관리

자연어 테스트 검색: 동의어, 유의어 수집
MeSH DB 검색: 자연어의 통제어 변환 (thesaurus)

검색 목적에 따른 전략 수립
- 민감도↑: 주제 관련 문헌을 최대 수집 (SR, 메타분석 등)
- 정확도↑: 주제에 정확히 일치 (case, focused searching)

검색식(Query) 작성
- 자연어, 통제어(MeSH), 연산자, field tag 조합
- 유사 개념은 OR / 상이 개념은 AND

검색 결과 제한 및 저장: Filter, My NCBI
원문 수집, 참고문헌 관리: Full Text Finder, EndNote



 주제 : 장내 미생물과 알레르기의 관계 (gut microbiome and allergy)

기본 검색

기본 검색

20

gut microbiome allergy

키워드 입력 시 자동 완성 지원
단어 사이 space = AND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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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검색

Translations
키워드를 어떻게 변환 (ATM),
검색했는지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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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tag를 이용한 검색

기본 검색

2

1

3

45

6

검색 결과 건수를
미리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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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검색

1

23

4

5



Text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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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검색

Truncation+[tiab]

Truncation+[tw]



확장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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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M에서 개발한 의학용어 통제 어휘집 (thesaurus)

 Tree 구조 : 의학용어 간 상하 관계를 16개 범주로 정리
https://meshb.nlm.nih.gov/treeView

 연 1회 업데이트 : 최신 동향에 따라 용어 추가, 삭제

 MEDLINE은 저자들이 사용한 동일한 개념의 여러 가지 표현을 MeSH term
으로 색인 ⇒ 검색 정확도 향상

 논문 keyword를 MeSH term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학술지 있음

26

Medical Subject Headings (MeSH)

확장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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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term 상세 화면

확장 검색

PubMed search builder options

a. 용어의 부표목으로 제한
b. MeSH Major Topic 문헌만
c. MeSH 계층 구조 상 하위

개념을 포함하지 않음

a

b
c

용어의 정의

https://www.ncbi.nlm.nih.gov/mesh/680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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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검색

MeSH term이 포함하고
있는 용어 (유의어)

MeSH 상하 관계 표시



 논문의 초록이나 본문에서 MeSH term을 자동 추천해주는 도구
https://meshb.nlm.nih.gov/MeSHon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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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on Demand

확장 검색



 MeSH Browser에서 자연어를 MeSH term으로 변환하여 검색
https://www.ncbi.nlm.nih.gov/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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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를 활용한 검색

확장 검색



확장 검색

2

1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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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에 부여된 MeSH term 중 핵심 주제
예) Gastrointestinal Microbiome/immunology*

MeSH Major Topic

확장 검색

1

2

3
4

field tag: [majr]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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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검색

* Major Topic



 자연어와 통제어(MeSH)의 장단점

 자연어 : 많은 결과 / 용어에 따라 결과값 차이 (유의어, 미/영 철자 등)

 통제어 : 정확한 결과 / MEDLINE 색인 전의 최신 논문 누락

적절한 자연어와 MeSH의 조합 검색 필요

34

자연어와 MeSH의 조합 검색

확장 검색

민감도 정확도

All Fields     Text Word     Title/Abstract     Title
[all]             [tw]             [tiab]            [ti]

MeSH                         MeSH Major Topics
[mh]                                  [majr]

자연어

MeSH



 자연어 수집 방법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PubMed에서 키워드 입력할 때 보이는 자동완성 단어

 테스트 검색 결과에서 다른 저자들이 사용한 키워드

 MeSH 변환 후 Entry Terms에 포함된 유의어 등

 테스트 검색

 Search Details – Translations에서 자연어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확인

 검색 목적에 맞는 키워드와 연산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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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 선정

확장 검색



확장 검색

36

 Phrase는 All Fields를
기본으로 검색 (완전 일치)

 Boolean Operator는 각
키워드를 따로 ATM 변환

 연산자가 없으면 입력한
키워드를 분석 후 ATM 
변환하여 검색 진행
예) gut microbiome allergy =
gut microbiome AND allergy



구분 gut microbiome allergy

자연어

gut microbiota
gut microbiome
gut microbes
gut microbial
human gut microbiome

gut microb*

allergic
allergie
allergies
allergy

allerg*

gastrointestinal microb* hypersensitivity

MeSH Gastrointestinal Microbiome
Allergy and Immunology
Hyper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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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리

확장 검색



조합 검색식 결과

All Fields + MeSH
(“gut microb*” OR “gastrointestinal microb*” OR Gastrointestinal 
Microbiome[mh]) AND (allerg* OR “hypersensitivity” OR Allergy and 
Immunology[mh] OR Hypersensitivity[mh])

2,226

Textword + MeSH
(gut microb*[tw] OR gastrointestinal microb*[tw] OR Gastrointestinal 
Microbiome[mh]) AND (allerg*[tw] OR hypersensitivity[tw] OR Allergy and 
Immunology[mh] OR Hypersensitivity[mh])

1,592

Title/Abstract + MeSH
(gut microb*[tiab] OR gastrointestinal microb*[tiab] OR Gastrointestinal 
Microbiome[mh]) AND (allerg*[tiab] OR hypersensitivity[tiab] OR Allergy and 
Immunology[mh] OR Hypersensitivity[mh])

1,589

Title + MeSH
(gut microb*[ti] OR gastrointestinal microb*[ti] OR Gastrointestinal 
Microbiome[mh]) AND (allerg*[ti] OR hypersensitivity[ti] OR Allergy and 
Immunology[mh] OR Hypersensitivity[mh])

691

Title/Abstract + MeSH
Major Topic

(gut microb*[tiab] OR gastrointestinal microb*[tiab] OR Gastrointestinal 
Microbiome[majr]) AND (allerg*[tiab] OR hypersensitivity[tiab] OR Allergy and 
Immunology[majr] OR Hypersensitivity[majr])

1,512

Title + MeSH Major 
Topic

(gut microb*[ti] OR gastrointestinal microb*[ti] OR Gastrointestinal 
Microbiome[majr]) AND (allerg*[ti] OR hypersensitivity[ti] OR Allergy and 
Immunology[majr] OR Hypersensitivity[majr])

478

38

검색 결과 비교

확장 검색

Last Updated: May 16, 2022



 임상 질문을 구조화하여 검색하는 방법

39

PICO 검색

확장 검색

https://twitter.com/CochraneLibrary/status/
1504177643570221062/photo/1

Patients / Population 
/ Problem

환자의 병명, 성별, 연령 등

Intervention 치료 방법, 처방, 진단법

Comparison 비교할 치료 또는 진단법

Outcome 치료에 대한 결과

P AND I 또는 P AND I AND C 검색

Outcome은 검색 결과 분석, 통계 처리



임신성 당뇨병 치료에 메트포민과 인슐린 중 어느 쪽이 안전한가?

비소세포폐암의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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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검색 - 키워드 선정

확장 검색

자연어 MeSH

Population
gestational diabetes
diabetes in pregnancy

Diabetes, Gestational
Pregnancy AND Diabetes Mellitus

Intervention metformin Metformin

Comparison insulin Insulin

자연어 MeSH

Population non-small cell lung cancer Carcinoma, Non-Small-Cell Lung

Intervention
postoperative radiotherapy

“       radiation therapy
(Postoperative Period OR Postoperative
Care) AND Radiotherapy



임신성 당뇨병 치료에 메트포민과 인슐린 중 어느 쪽이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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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검색 - Case 1

확장 검색

#1  (pregnan*[tiab] OR gestat*[tiab]) AND diabetes[tiab]

#2  diabetes, gestational[mh] OR (pregnancy[mh] AND diabetes mellitus[mh])

#3  metformin*[tiab] OR metformin[mh]

#4  insulin*[tiab] OR insulin[mh]

#5  (#1 OR #2) AND #3 AND #4



비소세포폐암의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효과

42

PICO 검색 - Case 2

확장 검색

#1  non small cell*[tiab] AND lung*[tiab] AND (cancer*[tiab] OR carcinoma*[tiab])

#2  carcinoma, non small cell lung[mh]

#3 postop*[tiab] AND (radiotherap*[tiab] OR radiation therap*[tiab])

#4  (postoperative period[mh] OR postoperative care[mh]) AND radiotherapy[mh]

#5  (#1 OR #2) AND (#3 O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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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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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화면

검색 결과 관리

①

③

② ① Save / Email / Send to

- Save: 파일로 저장
- Email: 이메일 전송
- Send to: Clipboard (임시 저장), 
My NCBI로 저장, 서지관리
프로그램용 파일 생성

② Display options

- Format: 디스플레이 형식
- Sort by: 검색 결과 정렬
- Per page: 페이지 당 결과 건수
- Show snippets: 초록 미리보기

③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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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s

검색 결과 관리

MY NCBI FILTERS: 개인이 지정한 필터

RESULTS BY YEAR: 검색 결과의 연도별 분류

TEXT AVAILABILITY: 초록 / 무료 원문 / 원문 링크

ARTICLE ATTRIBUTE: associated data 보유

ARTICLE TYPE: 논문 유형

PUBLICATION DATE: 출판일 범위 제한

Additional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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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적용 (예)

검색 결과 관리

필터 적용 내역

연도별 논문 건수 그래프



 검색 결과를 임시 저장하는 기능

 필요한 논문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음 (저장, 인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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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board

검색 결과 관리

①

② ②

① 검색 결과 - 논문 선택 또는 논문 상세 화면에서

② Send to - Clipboard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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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관리

Clipboard 링크 생성

Clipboard 저장 자료 표시

8시간 임시 저장

저장한 결과 관리



논문 상세 화면

검색 결과 관리

49

검색 결과 화면으로 이동

출판사 원문 링크

Full Text Finder

페이지 이동
(이전 결과)

페이지 이동
(다음 결과)

My NCBI - Collections 
- Favorites 폴더에 저장

참고문헌 형식 미리보기

복사 / 파일 저장 /
참고문헌 형식 변경

저장 / 공유 / 화면 포맷 변경



Full Text Finder

검색 결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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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구독 중인 저널의 원문 링크
출판사 외 원문 제공 사이트 확인 가능

서지관리 프로그램용 파일 저장
학술지 SCIE, SCOPUS 등재 정보 확인
Impact Factor 조회

저자, 논문 제목으로 재검색

병원 미구독 자료 원문 신청



 개인 맞춤형 서비스 : PubMed 환경 설정, 검색식 및 결과 저장 등

 3rd party 계정을 이용하여 로그인 (Google, ORCiD, Facebook … )

My NCBI

검색 결과 관리

신규 가입 또는
기존 My NCBI 계정과 연동

51



검색 결과 관리

52

Search NCBI databases
NCBI 운영 DB 선택하여 검색

My Bibliography
검색 결과 저장, 공유 설정
기타 논문 수기 입력

Recent Activity
최근 검색 이력 (6개월 저장)

Saved Searches
저장한 검색식, alert 설정

Collections
폴더 생성하여 논문 저장,
공유 설정 (Private, Public)

Filters
My NCBI 필터 설정

SciENcv
연구자 프로필 생성 및 관리

디스플레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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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논문 alert 설정

검색 결과 관리

① ① 키워드나 학술지명 검색

② Create alert

③ 검색식 저장
검색식 이름 지정
검색 결과 email 수신 설정
(수신 주기, 요일, 형식, 최소
결과 건수 등)

④ My NCBI - Saved Searches
저장한 검색식 관리

②

③

④



My Bibliography를 이용한 연구실적 관리

검색 결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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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②

① 소속기관[Affiliation] AND 이름[Author] 검색
Konkuk University Medical Center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이름 표기: Last FM

② 검색 결과에서 논문 선택 ⇒ Send to - My Bibliography
*한국인 저자명 약어 표기 시 동명이인이 많아 확인 필요



검색 결과 관리

Manage citations: Collection으로 복사, 삭제, 데이터 반출

Add citations: 자료 추가 (PubMed 검색, 파일 반입, 수기 입력)

Filter citations: Public / Private 설정 (초기값 Private)

공유 및 배포용 URL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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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용한 기능



진단, 치료, 예후 등
검색 범위 설정

 임상 질문의 간편 검색 : 진단, 치료 등의 조건을 필터로 제공
https://pubmed.ncbi.nlm.nih.gov/help/#clinical-study-category-filters

Clinical Queries

기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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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키워드 자동 완성

58

Broad: 민감도↑
필요한 논문을 최대한 포함
Narrow: 정확도↑
적절하지 않은 논문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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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Citation Matcher

기타 기능

 학술지나 논문의 서지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범위의 논문을 찾는 기능

학술지명
발행일
Volume|Issue|Page
저자명
논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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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학술지+발행일+제목
학술지+저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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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s

기타 기능

 학술지의 세부 정보 확인 / 발행 논문 검색

학술지명 자동 완성

MEDLINE 등재지 목록
PMC 기탁 학술지 목록



기타 기능

학술지 상세 정보

학술지 공식 약어

MEDLINE 등재 정보

1
2

학술지명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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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Med 활용교육 설문조사 (2022.4.6. – 4.12.)

5. PubMed 교육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평소 이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Field Tag 만을 정리한 목록 배포 희망    https://pubmed.ncbi.nlm.nih.gov/help/#search-tags

출간된 논문이 아닌 학회발표 초록 검색 기능도 있을까요?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 – CPCI (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ndex)

https://www.webofscience.com/wos/woscc/basic-search

My NCBI 잘 사용하는법

내가 원하는 분야의 논문을 정기적으로 구독받고 data base화 하기    Create alert

체계적으로 사용법 한번 배웠으면 좋겠고, 책자로 좀 나눠주시면 더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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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문의 : 교육수련팀 김은미

원내 ☎ 7741

ml@kuh.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