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med 검색과 활용법
pubmed란?
미국국립의학도서관(NLM)에서 구축한 의학논문 서지데이터베이스로서 메드라인(Medline=Medical Literature,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Online)의 무료검색 도구이다.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5,200여종의 생의학저널
에 수록되는 논문의 서지 및 초록정보를 제공한다. 약 1966년부터 현재까지 생의학저널 및 도서 30만 건의
자료가 수록되어있다. 서지검색과 더불어 원문정보를 함께 확인 할 수 있다. 상업 DB일 경우 접근 권한이 있
어야 기사의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Pubmed Search overview>

결과 내 제한 검색

고급검색 도구

검색결과 내보내기 및 저장

1. Pubmed 검색 Tip
불리언 연산자인 AND, OR, NOT을 이용하면 다양한 검색조합을 할 수 있다.
AND: 두 개의 단어를 모두 포함한 자료를 검색
OR: 두 개의 단어 중 하나만 포함한 자료면 검색
NOT: Not을 쓴 단어를 제외하여 검색
구 검색은 어구 검색을 할 때 사용한다.

검색결과 보기방식 설정

“

”: 쌍 따옴표를 이용하여 단어를 묶어줌 ex) "health planning"

어두로 단어 끝에 *를 넣으면 그 단어로 시작하는 모든 용어가 검색된다.
ex) implant*=implants, implantation, implantable

2. 검색필드 약어명을 이용한 검색
약어명
약어명

Full
Full Name
Name

내용
내용

AB

Abstract

초록의 본문에 있는 단어로 검색

AD

Affiliation

저널에 표현되어있는 1저자나 교신저자의 기관 주소나
email adress
저자명으로 검색

AU

ex) Han HY
2002년도 이후 논문의 서지는 full name으로 검색 가능

Author
FAU

ex) Han Hye Young

LA

Language

PT

Publication Type

JT

Journal Title

잡지명으로 검색

TI

Title Words

논문제목에 있는 단어로 검색

Medical Subjecting

주제어로 논문 검색

Heading Terms

ex) Neoplasm[mh] 암을 주제어로 삼는 논문이 검색됨

MH

본문의 언어를 제한하여 검색
기사의 출판형태
ex) Clinical Trials[pt]

3. MESH Database
MESH는 NLM에서 만든 생의학분야 주제색인어로서 검색과 논문의 키워드 선정에 활용 할 수 있다.
robotic surgery에 관한 논문
ex) robotic[mesh] AND surgery[subheading]

mesh 용어간 조합검색

main heading: 주제어

sub heading으로 제한 검색

주제어중 논문을 표현하는 주된 topic으로 제한검색

하위 주제어로 넓히지 않고 검색

4. Journal in NCBI Databases
저널의 상세정보를 제공하며 저널의 약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널단위의 논문 검색이 가능하다.
ex) New England Journa of Medicine = N Engl J Med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저널명 → 입력 Add to search builder 클릭 → search pubmed
NEJM에 실린 논문만 검색 됨

5. Clinical Queries
임상의들을 위해 고안된 도구로서 임상연구분야를 주제로 하는 논문만을 검색할 수 있다.
Clinical study, Systematic Reivews, Medical Genetics 세분야로 나누어 검색결과가 제시된다.
*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 5가지 필터 제공
- 치료 요법 (Therapy)
- 증상, 진단법(Diagnosis)
- 병인학 (Etiology)
- 예후 (Prognosis)
- 임상진료지침 (Clinical prediction guides)
* 검색결과 강조 필터
narrow: 검색결과는 적어지만 유사도가 높다.
broad: 관련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보다 많은 문헌을 검색한다.

6. Single Citation Mathcher
특정한 1개의 기사의 서지정보를 검색하거나 특정호수의 잡지 목차를 볼 수 있다.
ex) Cancer 2012년도 118권의 전체 호 검색
논문명에 아래의 제목 넣고 검색하면 해당 문헌 1건만 검색되며 서지를 확인할 수 있음
Enhancer dysfunction: how the main regulators of gene expression contribute to cancer.

7. Pubmed Central
NIH/NLM에서 제공하는 생의학 및 생명과학 학술지의 무료 디지털 아카이브, 2002년 2월 Pubmed Centeral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020년 현재 5만건의 무료원문이 구축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