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chrane Library 이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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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SR 소개 
- CDSR  browsing (by Topic, CRGs) 
- TOC (by Year) 
- Supplements (Colloquium 

Proceeding) 

- CENTRAL 제한 검색 
- CENTRAL 소개 

- DARE, CMR, HTA, EED  제한 검색 
- COCHRANE COLLABORATION  
- JOURNAL CLUB, CCA 등  링크 

- COCHRANE LIBRARY 
        편집위원,  
        COCHRANE DB,  
        COCHRANE REVIEW,  
        CRGs 소개 

- COCHRANE LIBRARY 이용방법 
- COCHRANE REVIEW 작성 
- 웹사이트 업데이트 



New Design 

1. Search 
기존의 basic search에 
해당되는 single line의 
간단한 검색 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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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arch Manager 
기존의 advanced 
search와 유사한 보다 
심화된 검색전략 수립 
시 이용 

3. Medical Terms 
MeSH Term을 이용한 
검색전략 수립 시 이용 



1. Search: Search help 

일반적인 간단한 검색 시 Search Tab 이용 



1. Search: Field limits 

필드 제한을 통해 검색결과를 제한할 수 있음.  



1. Search: Autocomplete feature 

일반적인 검색어 입력 시 
자동제안기능 제공.  



1. Search: Limits 



1. Search: Limits 

Search limit 버튼을 
이용하여  
• 데이터베이스종류 
• 아티클 상태 
• 리뷰그룹 
• 출판일자  
• 단어변형 등을 제한 



1. Search: Add Lines 

플러스 버튼을 이용하여 검색어를 추가.  
검색어 라인은 최대 5개까지 확장 가능.  



1. Search: Limits 

“Add to Search Manager” 
버튼을 통해 Search Manager Tab으로 이동.  

좀 더 복잡한 검색식을 조합할 수 있음.  



1. Search: Result View 

검색어 입력 후 “Go” 버튼을 클릭하거나  
혹은 “Enter” 키를 누르면 검색결과를 확인.  



1. Search: Limit by Database 

검색결과 페이지 
상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 
베이스 종류를 
선택하여 검색 
결과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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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를 
유사도, 알파벳 
순서별 혹은 
출판일자별로 

정렬가능.  



1. Search: Status Labeling 

아티클마다 현재상태를 
나타내는 레이블 제공. 
  
각각의 레이블 주위에 
커서를 가져가면 
아티클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음. 



1. Search: Status Labeling 

 

Methodological study에 대한 Systematic Review (Full-Text) 
 
Diagnostic test의 정확성 평가에 대한 Systematic Review (Full-Text) 
 
다양한 Cochrane Intervention Review의 개요.  
 
발표된 리뷰의 conclusion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발표된 리뷰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을 경우. 
 
최근에 수록된 프로토콜이 수정된 경우. 
 
“About Cochrane Collaboration”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을 경우 
 
리뷰 혹은 프로토콜이 연구 철회된 경우 (연구 철회의 이유에 대해 명시) 
 
Comment (Reader의 feedback과 저자의 답변 등)가 달린 리뷰자료  



1. Search: Improved Results 

특정 아티클을 
Click시 새로운 
창이 열림 
 
검색결과 전체 
export 기능이 
새롭게 추가.  
: txt로 citation 
가능 (Abstract 
까지 반출가능) 
  



1. Search: There are no result… 

오타 등의 이유로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적색으로 유사 키워드 제공.  



2. Medical Terms (MeSH Search) 

NLM(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통제 어휘 시소러스를 기준으로 하는 

의학 주제표목 Mesh (Medical Subject Heading)으로 Cochrane의  

데이터베이스는 아래와 같이 MeSH index 지원. 

Database MeSH indexing 

Cochrane Reviews Fully indexed except for Reviews first published in recent issues 

Cochrane Protocols No MeSH indexing 

Clinical Trials Only reviews taken from Medline 

Other Reviews Fully indexed 

Technology Assessments Fully indexed 

Economic Evaluations Fully indexed 



Previous MeSH Search 

기존의 복잡한 
MeSH 검색화면 



2. Medical Terms (MeSH) 

검색어 입력 Subheading / 
Qualifier 선택 

    :  기형  

        약물/투여량  
        부작용 
        해부학/조직학  등  

       : 

Lookup 버튼 혹은 
enter 키를 통해 

결과 검색 



2. Medical Terms: MeSH Autocomplete 

New: Auto-Suggest Feature 
입력검색어에 대한 자동제안 및 
MeSH term 상의 동의어로 변환 
Cancer, Tumor > Neoplasms 



2. Medical Terms: MeSH View 
MeSH 검색의 모든정보가  

한 페이지 상에서 디스플레이. 
 

1. Definition:  
MeSH term에 대한 정의 
 

2. Thesaurus Matches  
: 매칭되는 단어 나열  
: 복수의 term으로 검색 시 
Phrase (MeSH Heading이나 
동의어) 나열 
 
3. MeSH Tree 디스플레이 
 

4. Result Box: MeSH term 
검색결과 현황. view results 
클릭: 전체 검색결과 (아티클 
레벨)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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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dical Terms: MeSH View 

MeSH Tree 상에서 관련 
있는 다른 MeSH term 
을 브라우징하여 선택 
하거나 혹은 전체를  
선택하여, MeSH  
검색 결과를 확장하거나  
제한.  
 
원하는 MeSH term을 
선택 후 반드시 ‘select’ 

버튼 클릭. 



2. Medical Terms: MeSH View 

검색결과 Box에서 
 
1. MeSH 검색만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2. Search Manager 
에 추가하거나, 

  
3. 바로 검색 결과로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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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and MeSH: Saved Searches  

싱글 라인 검색은 

Search 혹은 MeSH 

검색 양쪽 탭에서  

모두 저장 가능.  

 

 

저장된 search 

strategy는 박스에 

체크를 함으로써 alert 

설정 할 수 있음.  



3. Search Manager 

동일한 페이지내에서 
검색전략을 추가, 편집 
및 검색식 이름 저장 
기능 등 제공. 



3. Search Manager: Creating a Search  

      검색라인삭제 
      검색라인추가 
      MeSH Term 이동 
      검색제한 
      검색값 추출 

Search Manager를 이용하여 좀 더 복잡한 검색전략 
(search strategies)을 세울 수 있습니다. 

M 버튼을 이용하여 MeSH 검색 탭으로 이동.  
MeSH term을 선택하여 검색 후  

“Update search manager” 버튼을 클릭하여  
search manager로 이동 가능.  



3. Search Manager: Syntax 

• 불리안 연산자 
• 근접연산자  
• NESTING 제공 
 
: 구 검색 시 “ “ 사용 
: Nesting –부울연산자 
혹은 근접연산자를 
통한 그룹 검색 시 
기본우선순위를  
변경하기 위해  
괄호(  )를 사용 

• 필드레벨조합기
능 제공 

각각의 검색식에 대한 검색결과 확인.  



3. Search Manager: Insert a Search Line 

검색식 어느 라인에서나 검색라인을 추가 가능. 
: 마지막 라인의 필드조합 번호 자동 변경  



3. Search Manager: Find Orphan lines 

Use Highlight Orphan line 하이라이트 기능: 
검색 필드 1, 2, 4를 조합하여 최종 검색식을 완료하였을 경우  

“Highlight Orphan Line“을 체크하면 최종 검색 결과에 사용되지 않은 검색 라인 (#3) 확인 



3. Search Manager: Limits 

버튼을 이용하여 프로덕 타입, 아티클 상태, 
그리고 출판년도 등으로 검색을 제한 가능.  



3. Search Manager: Saving Strategies 

Search Strategy의 이름을 지정하여 저장 가능.  
단 Search Strategy 저장을 위해서는  

TCL상의 본인 개정을 만들고 로그인해야만 함.  



3. Search Manager: Strategy Library  

        저장된 검색전략을 실행 

         저장된 검색전략을 현재 검색전략에 추가 

        저장된 검색전략을 공유 

        저장된 검색전략을 반출 

Sort by: 
• Last saved date 
• Name of search  

저장된 검색전략은 Search Manager 탭 상의  
Strategy Library를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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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