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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search’ 기능 소개 

                        

Figure 1: 새로운 PICO 검색어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여 Emtree 용어에서 검색어를 
검색 입력하고, 바로 동의어를 추가하여 검색어 (query) 입력이 용이합니다.  
 

Figure 2. Emtree용어의 동의어가 바로 원 
클릭으로 추가가 가능하여, 검색어를 입력하는 
시간을 현저히 단축하고 간편화 하였습니다 

새로운 PICO 검색 기능은 PICO 검색 (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Control and Outcome)의 4 요소로 
임상 질문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증거 기반 접근 (evidence-based approach) 방식으로 문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툴입니다.  
 
새로운 PICO 검색 폼은 아래와 같이 편리한 one-step 검색기능을 통한  간편하고 빠른 통합검색 프로세스 
입니다.  
  
• 연산자 (Boolean Operators) 각각 OR 및 AND를 사용하여 각 PICO 요소 내 (within)와 각 요소들 사이 (between)에서 

검색어를 자동 조합하여 통합 검색결과 표시 
• 검색 양식 내에서 Emtree 시소러스를 검색을 통해 정확하고 간편하게 검색어 입력 가능 
• 선택적으로 검색 폼에서 바로 동의어를 선택하여 추가 가능 
• 필드 코드를 설명하는 용어와 드롭 다운 메뉴를 통해 쉽게 자동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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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search form 

❶ Search 메뉴에서 PICO를 선택합니다.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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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search form:  검색어 입력 창 활용하기 
❷페이지의 왼쪽에, ‘Find best term'에서 키워드를 입력하고 제안 된 목록에서 조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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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search form: Emtree에서 검색어 입력하기 
선택된 용어가 Emtree에 표시됩니다. 
 
❸ 용어 옆에 마우스를 가져 가면 오렌지 색으로 표시되는 ‘ Add to Query’를 클릭하면  
검색어 입력 창에 추가됩니다.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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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search form: 검색 옵션 설정 

❹ 입력된 검색용어는 기본값으로 
‘ broadly as possible’로 검색이 
됩니다. 다른 검색옵션은 오렌지색 
창에서 화살표를 클릭하여 목록에서 
다른 검색 옵션을 클릭합니다. 
 
• ‘index term’,  
• ‘major focus  
• ‘explosion search’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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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search form: 동의어 설정 

❺ Emtree 용어가 추가되면, 회색 
창이 오렌지색 창 옆에 표시됩니다. 
회색 창을 클릭하면, 쿼리 해당 용어의 
모든 동의어가 표시되며, 개별 
동의어를 패널에서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 추가 혹은 제외 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all fields’로 모두 
포함하기로 설정 됩니다.  

❺  
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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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search form: 검색 필드 설정 

❻ 추가된 동의어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검색됩니다. 
Free-text term이 검색되는 필드를 
변경하려면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하여 변경합니다. 
  
※ 모든 필드 검색하기는 
제목(titles), 초록 (abstracts), 저자 
키워드 (Keywords), brand name, 
manufacturer name 등에서 모두 
검색  
 

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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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search form: 검색어 입력 

• 검색어 드롭 다운 목록에서 용어을 
선택하고 입력라인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에 단어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오렌지 글 머리 기호는 Emtree 
용어입니다. 

 

• 블루창을 클릭 +‘free’ term으로 
추가 

 
※ indexed term이 선택이 되면, 오렌지색 
토큰으로 입력됩니다. 
 
※ 자유어( free term)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검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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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search form: 검색 결과 #의 표시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in the Help file:  
http://help.elsevier.com/app/answers/detail/a_id/4635/p/7794 

 
❶ PICO 검색어들의 입력을 통해 
검색이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EMBASE 결과의 개수를 계산하고, 
페이지의 아래쪽 오른쪽 코너에 
결과개수를 표시합니다. 
 
❷‘Show # results’ 선택해서 검색 
수행 및 결과를 봅니다.  

• EMBASE는 자동으로 개별 PICO 요소 내에 용어들 사이를 OR (부울 연산자)로 추가합니다. 
• 다른 PICO들 요소 사이 'AND'연산자로  검색어/ 전략들을 결합합니다.  

❶❷ 

http://help.elsevier.com/app/answers/detail/a_id/4635/p/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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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cancer* NEXT/4 cell* NEXT/6 therapy retrieves: 
“Interplay between ROS and autophagy in cancer cells, from tumor initiation to cancer therapy” 
 
blood NEXT/2 cardio* NEAR/5 system* retrieves: 
”…and vegetative nervous system, disorders of blood coagulation, cardio haemodynamics…” 
 
pneumonia NEXT/2 outcome* NEXT/2 research NEXT/2 team* retrieves:  
“pneumonia severity index ≥91, Pneumonia Patient Outcomes Research Team score IV-V or 
bacteraemic pneumonia…” 
 
(clinical NEXT/2 (application* OR trial) NEXT/10 biomarker* NEXT/10 (treatment OR disease)):ab,ti 
retrieves: 
“studies suggest that MPs may have clinical applications including utility as biomarkers, use in 
improving cardiovascular disease risk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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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search form:  검색어 추가입력하기 

❶ 용어는 검색입력 라인 
어디에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어느 용어의 앞이나 뒤에 
커서를 놓고, 새로운 용어나 
괄호를 추가 입력합니다. 
 
❷ 다르게는, 검색 질문의 
적절한 위치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그 위치에 용어를 
추가하는 페이지 좌측 Emtree 
에서 용어를 선택해서 
추가합니다.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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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search form: 검색어 편집 수정하기 

❶ 토큰을 더블 
클릭하거나 검색어를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플라이 아웃 메뉴에서 
‘‘ Edit Token'버튼을 
선택합니다.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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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O search form: 검색어 제거하기 

❶ 토큰의 앞이나 뒤에서 
키보드의 Delete 키를 누르거나, 
‘Remove Token’.을 선택하거나 
확대를 통해 토큰을 제거 합니다.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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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do I build searches using the PICO framework? 

 How do I use the PICO search form? 

 Is there a guide for using the PICO search form? 

 How are search terms mapped in the PICO Search form? 

 How do I add or remove synonyms when using the PICO search form? 

 How are different search terms combined when using the PICO search form? 

 Video Tutorial 바로 가기  
 

FAQs & Web Video Tutorial 

http://help.elsevier.com/app/answers/detail/a_id/7790/p/9754/
http://help.elsevier.com/app/answers/detail/a_id/7794/p/9754/
http://help.elsevier.com/app/answers/detail/a_id/7996/p/9754/
http://help.elsevier.com/app/answers/detail/a_id/7791/p/9754/
http://help.elsevier.com/app/answers/detail/a_id/7792/p/9754/
http://help.elsevier.com/app/answers/detail/a_id/7793/p/9754/
http://www.embase.com/?utm_campaign=Embase%20PICO%20Framework%20-%202016/02/29&utm_campaignPK=175446042&utm_term=OP20193&utm_content=175446044&utm_source=82&BID=544162998&utm_medium=email&SIS_ID=0#picoSearch/default
http://www.embase.com/?utm_campaign=Embase%20PICO%20Framework%20-%202016/02/29&utm_campaignPK=175446042&utm_term=OP20193&utm_content=175446044&utm_source=82&BID=544162998&utm_medium=email&SIS_ID=0#picoSearch/default
http://www.embase.com/?utm_campaign=Embase%20PICO%20Framework%20-%202016/02/29&utm_campaignPK=175446042&utm_term=OP20193&utm_content=175446044&utm_source=82&BID=544162998&utm_medium=email&SIS_ID=0#picoSearch/default
http://www.embase.com/?utm_campaign=Embase%20PICO%20Framework%20-%202016/02/29&utm_campaignPK=175446042&utm_term=OP20193&utm_content=175446044&utm_source=82&BID=544162998&utm_medium=email&SIS_ID=0#picoSearch/default
http://www.embase.com/?utm_campaign=Embase%20PICO%20Framework%20-%202016/02/29&utm_campaignPK=175446042&utm_term=OP20193&utm_content=175446044&utm_source=82&BID=544162998&utm_medium=email&SIS_ID=0#picoSearch/default


김혜령, Customer consultant  
Tel. 02-6714-3134 
he.kim@elsevier.com  

문의 및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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