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전검색

연구와임상에서의



Evidence-Based Medicine 

(EBM)



The Background of EBM

• 임상역학 분과를 최초로 설립한 David Sackett이 주창

• 연구논문을 실제 환자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증거의 위계를 설정할 방법론 마련

근거중심의학 (EBM) 의시작



Quality of Evidence

근거의수준이높아질수록
정보는더많이여과
→더신뢰할수있는정보



What is a Systematic Review?

• 기존의 문헌을 철저히 검토해 명확한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

• 명백하고, 재현 가능하며, 최소한의 비뚤림을 가진 방법론을 사용해

연구 질문에 관련된 근거를 검색/식별/선정/평가하고 이를 종합

• 체계적 문헌고찰은 출판된 문헌은 물론

보통 회색문헌 (Grey Literature)이라 불리는 미출판 문헌도 포함

- 회색문헌은 체계적 문헌고찰의 중요한 부분으로, 리뷰에 가치를 더해 줌

-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회색문헌은 출판의 편향성이 적음

- 미출판 원고, 리포트,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문 및

초록, 정부 보고서, 진행중인 임상 시험도 포함. 



Types of Systematic Reviews

질적고찰
(Qualitative Reviews)

관련연구의결과를요약하되, 

통계적으로결합하지는않음

양적고찰
(Quantitative Reviews) 통계방법을통해 2개이상의연구결과를결합

메타분석
(Meta-Analysis)

통계방법을통해

독립적이지만유사한관련연구들의영향력추정치를

통합하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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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판사에서 출간된 137건의 Systematic Review에서

Predatory Journals 아티클이 최소 1번 씩 인용…
- Ross-White et al, Predatory publications in evidence syntheses, JML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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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공식 블로그 https://hineca.kr/1685?category=541702

체계적문헌고찰문헌검색 (2) 검색원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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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hineca.kr/1685?category=541702


The Cochrane Library?



The Cochrane Collaboration

The Cochrane Collaboration 구성: 

Collaborative Review Groups(CRGs): 
주요 토픽들에 대해 Cochrane review를 준비하고 update하는 리뷰 그룹과
이 과정에서 그들을 support하는 그룹으로 구성. 
53개의 리뷰 그룹은 Breast Cancer, Infectious Diseases 등 각각의 토픽 별로 구성. 

Cochrane Centres: 
전세계에분포된약 50여곳의센터는이용자교육, 번역사업등지역적, 언어적지원담당. 

Fields/ Method Group / Consumer Network 등의 하부구조로 구성. 

www.cochrane.org

• 2009.08 고려대 근거중심 의학연구소 설립 (코크란연합 한국지부)
- 한글화 및 국내자료영문화 www.cochrane.or.kr



What is The Cochrane Reviews?

• 특정 질병 또는 각 분야의 Health care intervention 효과를 논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Clinical trial 로부터 Result 를 찾아 통계학적으로 접근.

• 주어진 Topic에 관해 잘 알려진 Evidence 들을 열람 (대조) 함으로써

전세계 선행 연구를 쉽게 Review하여 중복 연구를 피할 수 있도록 함.

Cochrane Review Article 하나하나가

검증된전세계생의학분야연구의모음



DB명 내 용 업데이트

CDSR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Cochrane Reviews)

보건의료 분야의 systematic reviews를
선도하는 리소스.
Cochrane 리뷰 그룹을 통해 생산된 모든
Review article과 Review protocol 수록.

월간

CENTRAL
The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linical trials) 

서지 데이터베이스(MEDLINE, EMBASE 등)와
기타 출판물에서 수집된 Controlled Trial 
아티클의 제목, 출판정보, 초록 제공. 

월간

CCA
Cochrane Clinical Answers

Cochrane Systematic Review를기초로읽기쉽고, 
이해가간편하며임상에좀더초점을맞춘
접근점을제공.

비정기

What is The Cochrane Library?



의학분야

1차자료

Case Reports

Cohort Study

RCT…

2,400여 건의

Cochrane Protocols

신뢰할 수 있는 Systematic

Review를위한방법론

8,000여 건의

Cochrane Review

엄격한방법론을적용하여

편향성이 최소화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1,900여 건의

Clinical Answers

임상에 초점을 맞춰

Cochrane Review를

종합 / 요약

올바른

의학분야

의사결정

What is The Cochrane Library? – in Clinical field

Cochrane Library 플랫폼을통해제공하는 130만여건의 Trial, 
Federated Search를통한 26만여건의 Systematic Review를통해보완



연구주제

선정

Clinical Answers 

하나의 임상질문에 대한

관련 Cochrane Review들의 모음

Cochrane Review 

선행연구 조사 및

참고문헌 점검

CENTRAL 

PubMed, EMBASE, 

Clinicaltrials.gov 

등에서 수집한

인체 대상

Controlled Trials

효율적

참고문헌

획득

What is The Cochrane Library? – in Research

선행연구부터 최신 임상시험 현황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검색 가능



What is The Cochrane Library? with PubMed

2,400여 건의
Cochrane Protocols

신뢰할 수 있는 Systematic
Review를위한 방법론

1,900여 건의
Clinical Answers

임상에 초점을 맞춰
Cochrane Review를

종합 / 요약

130만여 건의
CENTRAL 

PubMed, EMBASE, 
Clinicaltrials.gov 
등에서 수집한
인체 대상

Controlled Trials

8,000여 건의
Cochrane Review

엄격한방법론을적용하여
편향성이 최소화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PubMed에서도 검색 가능

The Cochrane 
Library에서만

검색 가능



How to search 
in The Cochrane Library



Why Cochrane Library?



Cochrane Review in PubMed
Article Types 패싯
[Systematic Reviews]

단점
① Cochrane 이외의 저널에서 발행된

Systematic Review도 전부 검색

② Review Article의 Type 및 Update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티클의 서지사항 확인 필요

장점
① PubMed에서 제공하는 우수한 패싯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 추출 가능

② PubMedCentral 등으로 아카이빙된
과거 Systematic Review에
쉽게 접근 가능



Search Results

Cochrane Database
- Cochrane Reviews 

- Cochrane Protocols

- Trials

- Special Collections

- Clinical Answers

- More : Federated Search



Search Results

ⓐ Show Preview 아티클의초록을최초 3줄까지미리보기가능

ⓑ Review Type Review 아티클의종류 (Intervention, Diagnostic 등 6종)

ⓒ Review Full Review, 메타분석을포함한연구결과및토론을조합

ⓓ Date 아티클의등재일

ⓔ New search
기존 Review 아티클이등재된이후, 해당아티클의고찰분야에서새연구가수행되어그것을
아티클에반영한경우. 아티클의 Version이변경되거나, 새연구가진행되었으나결론은동일하
거나, 새연구로인하여결론이변경되는경우가모두포함. 

ⓕ Conclusions Changed 기존발표된 Review 아티클의결론에변화가발생한경우

ⓖ Access Type Open Access, Free Access 여부

Withdrawn 리뷰또는프로토콜이연구철회된경우 (연구철회이유에대해서도명시)

ⓑⓐ ⓒ ⓓ ⓔ ⓕ ⓖ



Search Results – Review Types

Intervention
의료및의료정책의사결정에서활용되는
의료중재의편익과손해를다루는아티클

Diagnostic
환자진단및특정질병의발견을위해수행하는진단테스트가얼마나
정확한지다루는아티클

Overview
하나의실험조건및문제에대한두건이상의잠재적 Intervention의효
과를다루는 Multiple Cochrane Intervention Review에대한개요

Methodology
체계적문헌고찰과임상시험이어떻게진행되고보고되어야하는지에
대한방법론을다루는아티클

Qualitative
질적근거를종합해중재가가진효과이외의다른측면에대한질의를
다루는아티클

Prognosis 건강문제가있는사람들의예후, 예상진행과정을다루는아티클



PubMed vs. Cochrane Library

PubMed Cochrane Library

검색대상
Medline 등재저널 5,200여종의아티클 +
일부 PubMed Only 저널아티클

Cochrane Systematic Review (CDSR) + 
Selected Clinical Trials (CENTRAL) + 
Cochrane Protocol, Clinical Answers, …

원문
액세스

PubMed Central 등 OA자원 + 
기관이구독하는자원

Cochrane Systematic Review, Protocol, 
Clinical Answers
(CENTRAL은서지사항만제공)

기본검색
자동 MeSH 키워드매핑
- 키워드만검색시 “” (구검색) 필요

Title, Abstract, Keywords 필드검색
(자동 MeSH 매핑없음)

고급검색
- 검색식

Advanced Search의 History를활용가능하나
실제조합시검색식번호로깔끔하게정리
할수없음 (전체검색식표출)

PubMed 대비유연하고효율적인고급검색
(Search Manager에 MeSH, Field 포함, 
검색식추가 / 삭제용이등)

패싯
Article Type, Species, Sex, Ages 등
다양한패싯제공

Type, Topics 등 Cochrane 자체분류에집중

검색자 불리언연산자, 구검색, 필드 불리언연산자, 근접연산자, 구검색, 필드



PICO search 
in The Cochrane Library



P
Patient / Participant / Population / 
Problem

환자집단, 관심대상, 인구집단, 문제

I
Intervention / Index Test / Prognostic 
Factor / Exposure

중재 (치료법, 진단법, 예후요인, 노출등)

C Comparator / Comparison / Control 비교타당한현존하는대안중재 (+ Placebo)

O Outcomes 중재를통해기대하는결과변수

T Time 주요결과변수의추적관찰기간

S Setting 임상연구가이루어진세팅

SD Study Design
체계적문헌고찰, 무작위배정비교임상시험,
비무작위임상시험, 관찰연구등

What is PICO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목적에 맞는 핵심질문]을 구성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 핵심질문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형식이

PICO / PICOTS-SD                 출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 블로그https://hineca.kr/1637



만성 B형 간염환자에 (Patient)

인터페론치료를 실시하였으나 (Intervention)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Outcome)

부작용이 적으며, 쉽게 복용 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 라미부딘으로 치료 이전에 그

효과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Comparison)

PICO란 Patient(환자), Intervention(치료방법), Comparator(비교대상), 
Outcome(결과)의 약자로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중심의학의
결정 방식

✓ PICO를 기반으로 Advanced Search의 검색식, MeSH Term과
불리언 연산자(AND, OR, NOT)을 사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검색을 수행할 수 있음

PICO-based Search



7 Steps to Perfect PICO Search

Formulate the 
PICO Question

Identify 
Keywords

Plan the 
Search 

Strategy

Execute the 
Search

Refine the 
Results

Review the 
Literature

Assess the 
Evidence

Formulate the 
PICO Question

PICO에기반한임상질문/연구주제구체화
Cochrane Systematic Review, 
Cochrane Clinical Answers

Identify Keywords
검색을수행하기위해
PICO에대응하는키워드수집

Cochrane Systematic Review

Plan 
the Search Strategy

어떤 DB에서어떠한검색식구조를통해
검색할것인지검색전략을수립

Cochrane Systematic Review,
Cochrane Protocols

Execute the Search 검색수행
The Cochrane Library 
(Advanced Search / MeSH Search)

Refine the Results
검색결과를확인하여충분한범위의아
티클이검색되었는지확인

The Cochrane Library
(Advanced Search / MeSH Search)

Review the 
Literature

검색을통해수집한문헌의분석/고찰

Assess the Evidence 연구/임상에필요한근거자료의확보



Advanced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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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Search – Search Manager

체계적문헌고찰 또는 메타분석을 위한 검색과 같이
검색식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Search Manager] 탭 활용.
※ 다른 검색방법과 달리 최종단 [Search]버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단계의 검색식 별 검색결과 버튼을 눌러 검색결과 확인.

검색식확인 : Search Line or MeSH

검색식별검색결과

검색식번호



Advanced Search -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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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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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 주제표목 Mesh (Medical Subject Heading)으로

Cochrane의 데이터베이스는 아래와 같이 MeSH 검색을 지원.

Database MeSH indexing

Cochrane Reviews 최신호수록리뷰를제외하고 Keywords에서지원

Cochrane Protocols 지원하지않음

Clinical Trials Medline에등록된 Trial만지원

Other Reviews 전체지원

Advanced Search - MeSH



Advanced Search – Search Manager

Search Manager의 어느 위치에서든 검색식 추가, 삭제 가능

검색식추가/삭제



Advanced Search – Search Manager

PICO 검색 대응 시, 각각의 검색식을 P, I, C, O에 해당하는 키워드로 치환 가능

※ 엑셀 파일 등에 PICO 키워드를 정리하시면 관리 및 수정이 용이합니다. 

Patient

Intervention (or Comparison)



Advanced Search – Search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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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식출력



Advanced Search - 연산자

불리언 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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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vs AND
유의어로서 두 어휘 중 하나만 포함되어도 검색되도록 하려면 OR
서로 다른 범주/의미의 어휘를 조합하려면 AND
반의어의 경우, 검색 의도 및 결과에 따라 OR 와 AND를 적절히 사용



연산자 용법

NEAR
검색어들이 6 단어이내존재하는조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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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R/x

검색어순서상관없이최대 X 단어수이내검색어가근접해
존재하는조건검색

(Cancer NEAR/2 Lung) = Lung Cancer 
NOT Cancer of the lymph nodes and lung

NEXT

해당검색어가입력된순서로나타나야하며, 
각단어가연결되어있는아티클또는필드검색

(Cancer NEXT Lung) = Lung Cancer, NOT Cancer of the Lung
(Hearing NEXT Aid*) = hearing aid, hearing aids

※ NEXT/x는지원하지않습니다. 

Advanced Search - 연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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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Search - 와일드카드



성인에게 삽입된 중심 정맥 카데터 (central venous catheters)에서

폐색(Occlusion) 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Heparin과 0.9%sodium chloride를 조치하는 것을 비교

From [Heparin versus 0.9% sodium chloride locking for prevention of occlusion in central venous catheters in adults], 
Lopez-Briz et al,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 30 Jul 2018. 



Types of studies 
(SD)

RCTs of heparin locking versus NS solution locking of central 
venous catheters (CVCs) in adults only. 
* excluded alt. methods (quasi-randomized, etc…)

P (Participants)
Adults 18 years of age or older with a CVC
* excluded infants and children

I (Intervention) =
C (Comparison)

Intermittent locking with heparin (any dose with or without 
systemic drugs) compared with NS solution.
All locking protocols were acceptable for inclusion. 

O (Outcome 
Measures)

- Primary outcomes : Occlusion of CVCs, Duration of catheter 
patency
- Secondary outcomes : CVC-related sepsis/colonization, mortality, 

allergic reactions to heparin, number of additional CVC insertions…

PICO settings



Types of studies 
(SD)

Clinical Trials / Random assignment / Placebo in Headings
Text : clinical trial, random, placebo, latin square,

single/double/triple blind…

P (Participants)
Headings : Catheterization (Indwelling / Central Venous), 

Catheters, Vascular Access Device…
Keywords : CVC, venous access, catheter, cannula…

I (Intervention) = Heparin, UH, UFH, LMWH

C (Comparison) NaCL, Sodium Chloride, Saline Solutions…

O (Outcome 
Measures)

검색식미포함

PICO Keywords



Heparin 관련 키워드 검색
1. MeSH에서 Heparin 검색
2. 키워드 hep*
3. UH/UFH/LMWH등 축약어 검색
4. *parin으로 끝나는 키워드 검색
5. *paran으로 끝나는 키워드 검색
6. OR로 I 관련 키워드 통합

> 검색식 5번은
Intervention 키워드의 모음

I (Intervention)

PICO in Advanced Search



C (Comparison)

PICO in Advanced Search

Sodium Chloride 관련 키워드 검색
1. MeSH에서 관련 Term 검색
2. 키워드 Saline, sodium*
3. 화학식 NaCl
6. OR로 C 관련 키워드 통합

> 검색식 11번은
Comparison 키워드의 모음



#12번 검색식은
#5 (Intervention : Heparin관련 키워드) 검색식과
#11 (Comparison : Sodium Chloride 관련 키워드) 검색식을
AND로 묶음으로서 두 키워드가 모두 들어간 아티클을 검색함.

-> I와 C를 비교하는 아티클이 검색될 가능성을 높임. 

I (Intervention) AND C (Comparison)

PICO in Advanced Search



- Cochrane CENTRAL은 사람 대상의 RCT만이 등록되기에, SD검색어는 생략

P (Participants)

Central Venous Catheters

관련 키워드 검색 –

1. MeSH Term (5종류)

2. Catheter*, cannular* 검색

3. CVC*, PICC 축약어 검새

4. NEAR 연산자 활용

5. OR로 동일 개념어 묶음

PICO in Advanced Search



PICO in Advanced Search

P AND (I AND C)

#23번 검색식은
I와 C의 키워드가 모두 들어간 #12번 검색식, 즉
I와 C를 비교할 가능성이 높은 아티클들을
P 관련 키워드들을 묶은 #22번 검색식과 AND로 묶어줌.

-> P를 대상으로 I와 C를 비교하는 아티클이 검색될 가능성을 높임. 



Self management programmes for quality of life in people 

with stroke

From [Self management programmes for quality of life in people with stroke], Fryer et al,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 22 Oct 2016.



P (Patient or Population) Adults with stroke

I (Intervention) Self Management Programmes

C (Comparison)

Either an inactive control invervention (usual 
care, wait list control), 
or an active control intervention (generic 
Chronic Condition Self-Management 
programme; a component of the intervention 
progamme; coping skills; or physical activity 
sessions only

O (Outcomes)
Quality of Life, Self efficacy, Activity limitations, 
Impairments

PICO settings



PICO in Advanced Search

P (Patient or Population)



PICO in Advanced Search

I (Intervention)



PICO in Advanced Search

SD (Study-Design)



PICO in Advanced Search

P AND I AND SD

NOT Animal trials

Animals MeSH가적용된아티클리뷰를위해추가검토가능



The Cochrane Library 검색 Tip

1. 괄호 (  ) 는불리언연산자(AND, OR, NOT)를활용하는검색에서높은정확도를보장해주지만, 

하나의검색식에서너무많은괄호를사용하는경우식확인이어렵고복잡해집니다. 

예) PubMed의 Systematic Review Subject Filter

2. Search Manager (혹은 Advanced Search)에있는하나하나의검색식을하나의괄호처럼활용하면

검색어의구분은물론, 각검색식의조합도괄호만을사용하는것보다효율적입니다. 

3. 하나의괄호또는검색식에는하나의검색주제를가지는것이정리를할때직관적이며, 

검색자가원하는값을찾을확률을높여줍니다. 

4. 반의어처리를비롯해 AND와 OR 중어떤것이더정확한지확실치않은경우에는

두검색식을만들어각각연산자를적용한뒤결과값을리뷰해보는것이좋습니다. 

5. 각각의데이터베이스/검색엔진은고유의구분자(또는태그)를가지고있어, 

하나의검색전략을여러데이터베이스/검색엔진에걸쳐사용할경우적절한변환이필요합니다. 

6. Save Search 기능을통해검색식을저장하거나엑셀파일등으로반출하면

추후쉽게불러올수있음은물론, 각각의검색식이표현하는검색주제에대한기록도용이합니다. 

7. The Cochrane Library 는결과값이검색식입력창아래로바로출력되기때문에

검색식마다의리뷰가매우편리합니다.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