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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Based medicine (EBM)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로 얻은, 보다 중요한 

환자중심의 evidence를 수집, 해석, 통합한 health care로 다가서기 위한 하나의 

시도입니다. 환자의 상황과 선호도를 고려한 최고의 evidence가 임상평가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용됩니다. ” 

The Cochrane Library 는 healthcare treatment와 intervention의 효용성에 대한 각각의 

연구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또, Health care intervension의 효과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고  희귀한 review자료를 제공하여 인정받고 있습니다.                       

The Cochrane Library 는 The Lancet,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The British 

Medical Journal (BMJ), and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과 

같은 출판물의 The Gold Standard로서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The Cochrane Library 는 healthcare 관련 질문에 대한 수 천 개의  답변을 담고 있으며,     

매 3달마다 업데이트 되고, 추가되고 있습니다. The Cochrane Collaboration 을 위하여  

Wiley  InterScience 에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www.thecochranelibrary.com 
 

The Cochrane Collaboration 은 healthcare intervention의 효과에 대한 

Systematic review에 접근함으로써 사람들이 health care에 대하여 더욱 많은 

정보를 갖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국제적인 기관입니다.  

*
 Source: McKibbon, K.A. et al (1995).The medical literature as a resource for evidence based care. Working paper from 

the Health Information Research Unit, McMaster University, Ontario, Canada.  
 



 
 

 

                                  



 

The Cochrane Library 는 health care의 효과에 대한 신뢰할만한 evidence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database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 백 개의 medical condition들만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injury prevention, alternative remedies, 그리고 natural treatments to alleviate ill health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조합합니다. 

 
Cochrane Systematic Reviews 는 healthcare 환경에서 예방, 치료, 회복의 intervention 효과를 조사합니다. 

Systematic Reviews는 의사, 정책 결정자, 환자들이 보다 선택을 내리기 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Cochrane Reviews 는 randomized controlled trials에 기초하고 있지만, 다른 type의 evidence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여집니다.  

각 review는 명확하게 나타낸 question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생제가 목의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가? ‘와 같은 question입니다. 연구는 특정 치료에 관하여 결정적인 evidence가 있는지 

증명해 줄 수 있는 엄격한 guideline에 따라 review됩니다.  

만약 특정 topic에 대한 review가 없다면, The Cochrane Library 의 다른 database에서 훌륭한 

reviews와 randomized trials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DARE는 The Cochrane Collaboration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은 review들을 요약하고, 가치를 평가한 The 

Cochrane Reviews의 보완 database 입니다. 또, DARE는 중요하다고 평가된 systematic review 자료의 

abstract를 포함한 유일한 database 입니다.  

 
서지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출판자료에서 발췌한 아티클을 담고 있습니다. 자료는 아티클의 title, 출판된 

정보 혹은 대부분 abstract 정보를 포함합니다. 

 
The Cochrane Collaboration이 제공하는, 실험에 근거한 방법론적 연구의 systematic reviews의 본문을 

포함합니다. 

 
controlled trials를 수행할 때 이용된 방법에 관해 기술한 출판자료의 서지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들은 

주로 저널 아티클과 도서, conference proceedings이며, MEDLINE에서 발췌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완결된 혹은 진행중인 health technology assessments의 세부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health care의 비용 대비 효과와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health care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healthcare intervention들 중에 Evidence-Based decision을 내릴 때 

비용과 효과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 비용과 효과에 대한 정보는 판별, 평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NHS EED는 decision-maker가 경제적인 가치를 판별하고, 질을 평가하며, 상대적인 장점과 단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The Cochrane Library 방문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Abstract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구독자 혹은 등록한 이용자들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본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1 Your first visit  

Wiley InterScience에 등록해주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1회의 간단한 등록을 하시면, 수행했던 

검색식을 저장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몇 가지 편리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기입해주실 기본 

정보는 성명, e-mail 주소, 국가명, 관심 분야입니다.  

1.등록하실 사이트 URL : www.thecochranelibrary.com.  

1) Log In을 클릭해주십시오. (screen 오른쪽 위); Wiley InterScience Home page로   

이동됩니다.  

2)  Register Now Link를 클릭해주십시오. (screen 오른쪽 위).  
 

 



 
Registration Screen  

 e-

mail주소로 인증 e-mail이 

로 이동됩니다.  여기에서 개인의 navigation ba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2 Your personal navigation bar  
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Wiley InterScience에 로그인하면 

상단에 성명이 나타납니다. 

 

등록을 하시면, 기입하셨던

발송될 것입니다. 메시지 안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login이 

인증됩니다. (24시간 내에 

클릭해주십시오.)  

login이 인증되면, 바로 My Profile 페이지

My Profile에서는 개인 account 정보

screen 

 
 

2.3

 
2.4 Accessing The Cochrane Library  
Search box에서 Publication Titles를 선택하신 다음, type Cochrane을 

 Next time you visit 
 

 
 
 



고르시고 GO를 클릭해주세요. 

 

 
 

 

 

아래화면은 The Cochrane Library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Browse와  Search 가 가능하며, 

The Cochrane Collaboration 정보와 Product 상세정보를 위한 링크도 있습니다.  

 

3.1 Brow
이 링크들을

se:  
 선택하시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브라우즈 하실 수 있습니다. 

색 

, MeSH (Medical Subject Headings) indexing Search, 그리고 Advanced Search 

ved Searches, Search Tips 등의 정보도 얻으실 수 

 The Cochrane Collaboration: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3.4 The latest headlines:  

3.2 Search The Cochrane Library:  
이 search box를 이용하여 모든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Search box를 이용하시면 단순검

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하며, Search History, Sa

있습니다. 

3.3 More information about
이 곳에서 The Cochrane Collaboration과 The Cochrane Library에 대한



이 곳에는 최신 Review, Protocol 자료, 업데이트된 자료들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3.5 Information for users:  
이 부분에서는 각각 다른 user group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Cochrane Reviews를 Topic, New Reviews, Updated Reviews, Review Group의 알파벳 순으로 

 

 특정 질병이나 문제를 위한 intervention을 판별하고,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가능한 많은 관련 연구에서 

 대한 

람들이 쉽게 intervention의 primary study를 

review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1.1 Browse by topic  
각각의 Cochrane Review Group의 topic list를 브라우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By Topic을 클릭해주세요.  

보시려면, Browse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4.1 Browse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Cochrane Reviews):  

Systematic review란?  

ystematic review는 health care의S

이 intervention이 효과가 있는지

evidence를 통합하고, 평가합니다. 효과에 대한 결론을 요약하고, 주어진 topic에

evidence의 대조작업을 하여 다른 사



 
 

 
 
 

 

 
4.1.2 Browse The Cochrane Reviews by other criteria 
 



 
 

 

4.1.3 Understanding the review status 
 

 
 

 

 
 
4.2 Browse the other resources in The Cochrane Library  

 
공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브라우즈 하실 수 있습니다. 제



 
 

4.2.1 Database of Abstracts of Reviews of Effects (Other Reviews)  

 
 
 
이 데이터베이스는 유일하게 quality가 평가된 systematic reviews의 abstract를 포함하고 

답을 

 

 

4.2.2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linical Trials)  

있습니다. 각 abstract는 review의 요약과 전반적인 quality에 관한 비평을 포함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바쁜 decision maker들이 특정 intervention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특히 MEDLINE과 EMBASE) 로부터 발췌된 타이틀, 

출판 서지정보 등을 담은 출판자료 혹은 비 출판자료 아티클 정보를 담고 있으며, 특히 아티클의 

요약을 제공합니다. The Clinical Trials 브라우즈 링크는 Cochrane Library의 Advanced 

 

 Protocols 입니다. Methods Reviews  방법론적인 연구의 systematic 

review입니다. reviews는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으며, 각 review는 특정 방법론을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Search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한하거나 특정 용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2.3 Cochrane Database of Methodology Reviews (Methods Reviews)  
이 데이터베이스는 두 타입의 document를 담고 있습니다. : Cochrane Methods 

Reviews와 는



 
 
 

 
4.2.4 Cochrane Methodology Register (Methods Studies)  
The Cochrane Methodology Register는 controlled trials를 수행할 때 사용된 method를 기록한 

출판물의 서지사항을 담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에는 MEDLIN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공된 저널 아티클, 도서 그리고 conference proceeding 자료가 포함됩니다.  

 

4.2.5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Database (Technology Assessments)  

이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곳곳의 완결된 혹은 진행중인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자료들(healthcare interventions의 의학적, 사회적,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을 한 곳에 규합해 

놓은 것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health care의 비용대비 효과와 질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4.2.6 NHS Economic Evaluation Database (Economic Evaluations)  

healthcare 자료는 한정되어있고, 근거중심의 결정을 내리는데 비용과 효과에 대한 정보는 

필수적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비용과 효과를 평가한 5,000개 이상의 abstract를 담고 있습니다.   



 
 

 

 

The Cochrane Library는 다양한 search types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불러올 때 광범위한 

5.1 Quick Search  

 
 
 

 
 

Example Quick Search  



 
 

 

 

 

 

 

 

 

 

 

5.2 Advanced Search  

 

 

 

 



Advanced search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Search example:  

 



정신분열치료에 사용된 항 정신병약을 비롯한 이례적인 drug에 관한 정보를 찾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이 정보를 검색해보십시오.  

 
 



 

     Save your search 
 

 
 



 
MeSH 국립의학도서관의 제한용어 시소러스입니다. 이 시소러스는 다양한 레벨에서 특정용어를 찾을 수 

있도록 계급적인 구조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MeSH 시소러스의 키워드는 The Cochrane Library의 많은 

레코드에서 다루어집니다. 

MeSH 시소러스는 tree 계층구조로 되어 tree 아랫단계일수록 더 특정 용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MeSH 

검색은 MeSH 용어나 tree 구조를 이용한 The Cochrane Library 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능합니다. (더 

많은 MeSH search terms를 보시려면 Appendix를 참고하세요.).  

 

Step 1: Using the MeSH Thesaurus  
이  Index는 MeSH 시소러스에 나타난 모든 단어의 index입니다. 이것은 특정 MeSH 표목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용됩니다.   

 

 
 



Step 2: Finding your way around the MeSH Tree 
 

 
 

 

 

 

 

 



  

 

Wiley InterScience를 통해 제공되는 The Cochrane Library 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합니다.:  

MEDLINE Abstracts와 ISI Web of Science® 로 링크 지원 

문 분야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 PubMed의 레코드에 상응하는 CENTRAL 레코드로 링크 지원 

9.1 Search history - combining your search results  

또한 인용된 저널 아티클로 navigation이 용이합니다. 

• Wiley InterScience alerting service는 키워드, 저자 그리고 다른 Parameter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며, 전

Search history 기능은 이용자가 검색결과를 더 넓고 깊게 조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비만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면, Advanced Search 기능으로 다음 검색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Search History으로 가시면 예전 검색들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검색들은  #1, 

#2 등으로 번호 매겨질 수 있습니다. 검색식을 조합하려면, 예시처럼 기호 # 를 검색번호에 

붙여야 합니다. :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 (e.g. EndNote)로 citation을 반출하시려면, 반출하실 citation을 고르신 

‘Select All’을 클릭해주세요. 그런 다음, ‘Export Selected Citations’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다음 옆의 박스를 선택해주십시오. 만약 페이지의 모든 citation을 반출하시려면, 페이지 하단의 

 

drop-down 메뉴에서 Export Type과 File Type을 선택해주십시오. 

 

 

파일을 열기 혹은 저장해주십시오. 

 



 

 

The Cochrane Library의 review를 열면 아래와 같은 frame이 나타납니다. 다음 화면은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입니다. :   

 
PDF View  

9.1 How to link to primary material cited:  

 

 

 
 

 



9.2 Display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odds-ratio diagrams and tables  

iew마다 제공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각 review에 속한 trial과 meta-analysis를 위한 

결과  간결하고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odds-ratio figure로, 각 

rev

분석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Odds-Ratio diagram이 포함된 스크린이 나타납니다. ‘Tables’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table을 보실 수 있습니다. Odds- Ratio diagram은 매우 편리한 툴입니다. –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이것이 evidence의 신뢰성 있는 overview를 제공해주는 아주 
값진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설명해놓은 training guide는 
이곳에서 참조해주십시오. : www.york.ac.uk/inst/crd/clibsec3.pdf  

 
 



 

 Wiley InterScience에서 제공해드리는 The Cochrane Library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합니다. 
:  

  MEDLINE Abstracts와 ISI Web of Science® 링크제공. 

 인용된 저널 아티클로 navigation이 용이합니다 

 Wiley InterScience alerting service는 키워드, 저자 그리고 다른 Parameter를 기본으로 

 
 
 
 
 
 
 

이루어지며, 전문 분야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Online support 

Further learning  
The Cochrane Library 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거나 training session에 참여를 

원하시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http://interscience.wiley.com/training  

 

Field label searching  
리 페이지에서 검색 

 차트에 더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검색 히스토

창에 직접 field 문구를 써 넣으실 수 있습니다. 

field 문구는 옆의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아래



MeSH terms - MeSH terms in Cochrane:  
 

 

Find records using the MeSH thesaurus search through the following methods:  

Thesaurus search options  
검색을 위한 용어를 찾으시려면 시소러스를 이용하십시오. 텍스트 박스에 단어를 넣고, ‘ Thesaurus’ 를 

클릭하시면 그 단어가 포함된 MeSH descriptor가 나타납니다. MeSH Tree를 검색하시려면, index 용어를 

클릭해주십시오. 
 

MeSH tree search options  
관련어의 tree 구조를 보시려면 text box에 용어를 기입하시고, Go to MeSH Trees를 클릭해주십시오. MeSH 

trees의 모든 리스트와 check-box는 form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선택된 MeSH 검색용어는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어떤 용어들은 하나 이상의 tree 구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의 숫자는 그 용어의 하위 

이 나타날 것입니다. tree구조의 한 용어에 대해 

검색하시려면,   MeSH descriptor로 용어를 선택하시 ,  Search this term only box를 선택하신 다음, Go 

버튼을 클릭해주십시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tree에 속한 모든 용어를 검색하시려면, tree 옆의 check box를 

선택하시고, Go 버튼을 클릭해주십시오. MeSH Tree 검색은 Qualifier 리스트로 주제어를 선택하여 더욱 

정밀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용어도 리스트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MeSH qualifier options  

용어의 개수입니다. 용어를 클릭하시면 하위 용어들

어

MeSH 주제한정어는 tree검색의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직접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검색을 

위해서는, Search by qualifi er alone을 클릭해주시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용어를 선택하시려면, Go 

버튼을 클릭해주십시오.   
 

Definition options   
팝업 창으로 용어의 정의를 보시려면, 용어를 기입하시고, Definition을 클릭해주십시오.   
 

 
 
 
 
 
 
 
 
 
 
 
 
 



Search tips  
 MeSH Tree 검색의 Go 버튼 밑에 있는 Go  Directly to Search History를 클릭하시면, 검색 히스토리 

페이지의 검색을 포함합니다.  

 wildcard 문자 (*)를 이용하여 시소러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시: reticulo*로 검색하면 reticuloendotheliosis가 매치됩니다.  

 Advanced Search 페이지의 유용한 기능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Search Tips 리스트입니다. 특정 검색 

옵션을 체크해보시려면 이 tips를 사용해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