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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국립의학도서관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 산하 NCBI에서 주관하는 프로
젝트에 의해 개발된 MEDLINE 무료 검색 시
스템

q Biomedical 관련 즉 의학 • 간호학 • 치의학
• 수의학 등 최신 의학 서지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의학 분야 최고의 데이터베이스

1. PubMed의개요및구성



1. PubMed의개요및구성

MEDLINE 92%

In process 1%

OLD MEDLINE 3%

Publisher 2%

PubMed Only 2%

MEDLINE 
약 2천 백만 건

참고자료:  PubMed 활용의 이론과 실제,  2013.



q MEDLINE이란 무엇인가?
¤ NLM이 개발한 의학, 간호학, 치의학, 수의학 등 보

건과 임상을 망라하는 최고의 서지 색인 DB
¤ PubMed에서 거의 92%(1,900만 건의 색인) 차지
¤ 미국 등 80여 개 국가에서 출판되는 저널 약 5,600

여종의 학술지가 선정
¤ MEDLINE에 속하는 학술지의 논문은 모두 MeSH라

는 통제어휘를 사용
¤ 색인 레코드는 PubMed에서 무료 접근가능, 일부는

PubMed Central을 통해 원문 무료 이용가능.

2. MEDLINE / PMC



qMEDLINE 등재 학술지 종류

2. MEDLINE / PMC

Number of Journals Subset of  Journals Currently Indexed

5,064 Journals indexed as Index Medicus

600 Additional, non-Index Medicus journals in the following 
areas:

88 Dentistry

18 AIDS/HIV

16 Consumer Health

187 Nursing

104 Health care administration and delivery

85 Health care technology indexed by NICHSR/NLM

102 History of medicine core journals indexed fully by 
HMD/NLM



q등재 한국 학술지(2013. 3월 기준 총 20종)

2. MEDLINE / PMC

번호 학술지명 ISSN

1 Annals of laboratory medicine 2234-3806

2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0253-6269

3 BMB reports 1976-6696

4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2287-2728

5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 2005-291x

6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 2005-2901

7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673

8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1011-8934

9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1017-7825

10 Journal of microbiology 1225-8873



q등재 한국 학술지(2013. 3월 기준 총 20종)

2. MEDLINE / PMC

번호 학술지명 ISSN

11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1976-8375

12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 1229-845x

13 The Kore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 1598-9992

14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1226-3303

15 Korean journal of ophthalmology 1011-8942

16 The Korean journal of parasitology 0023-4001

17 Korean journal of radiology 1229-6929

18 Molecules and cells 1016-8478

19 Yonsei medical journal 0513-5796

20 Ui sahak 1225-505x



q PMC란 무엇인가?
¤ PubMed와 MEDLINE을 운영하고있는 미국 국

립보건원 산하 NLM에서 개발한 의 생명 분야
Open Access Repository

¤약 3,000여 종의 학술지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
로 무료 공개. PubMed 검색 시 [Free PMC Article]
로 표기

¤ 2013년 3월 현재 PMC에 등재된 한국 학술지 66
종

2. MEDLINE / PMC



qMEDLINE, PubMed, PMC 비교(2013. 3. 현재)

MEDLINE / PubMed / PMC 비교

MEDLINE PubMed PMC

제공 유형 서지 사항, 초록 서지 사항, 초록 원문

주제 범위 의학, 치학, 간호학, 수의학 분야 의 생명과학 전분야 의 생명과학 전분야

시작 연도 1964년 1996년 2000년

수록 레코드 수 2,000만건 2,200만건 230만 건

등재 학술지 수 5,600여 종 24,800여종 3,000여종

설립 기관 NLM NLM –NCBI NLM –NCBI

특징 MeSH 색인됨 최신 문헌의 신속한 업데
이트

무료 원문 제공

PubMed 검색 시
표기사항

Indexed for MEDLINE - As supplied by 
publisher

- In process
- Indexed for MEDLINE
- OLDMEDLINE
- PubMed

PubMed



q PubMed 접속
¤도서관 홈페이지 하단 > 관련 사이트 > PubMed

3. PubMed 검색및
다양한기능이용하기



q PubMed 기본 검색

3. PubMed 검색및
다양한기능이용하기



q PubMed 기본 검색
¤ Boolean 연산자 ( AND, OR, NOT)

¤ Ex.) lung AND cancer: lung과 cancer가 모두 포함
¤ 단어, 구 검색

¤검색어 앞 뒤에 “ “를 넣어줌
¤ Ex.) child care VS “child care”

¤ Truncation(*), Wild card(?) 검색
¤ Ex.) child*, m?st

¤ 저자명 검색
¤성, 이름 initial 또는 [au] 필드사용

¤ 저널명 검색
¤저널명, 약어명, ISSN 또는 [ta] 필드사용

3. PubMed 검색및
다양한기능이용하기



q PubMed 기본 검색 – Filters

3. PubMed 검색및
다양한기능이용하기



q PubMed 기본 검색 – Filters
ü Article types : 임상 실험, 리뷰 등 article의 타입을 제한
ü Text availability: 초록, 무료 원문, 원문 등
ü Publication dates: 출판연도 제한
ü Species: Humans/ Other animals
ü Languages: 언어 제한, article에 수록된 원문 언어를 의미
ü Sex: 남성, 여성
ü Subjects: AIDS, Cancer 등
ü Journal categories: Core clinical Journal, Dental Journal 등
ü Ages
ü Search fields

3. PubMed 검색및
다양한기능이용하기



q PubMed 기본 검색 – Filters
¤ Article types 의 종류

3. PubMed 검색및
다양한기능이용하기

Type 설명

Address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연설

Classical Article 의학이나 과학 역사상 이정표를 남긴 과거 논문을 다
시 출판한 것

Clinical Conference 입원 환자에 대한 임상적인 내용을 다룬 회의 내용

Clinical Trials, I ~ Ⅳ 임상 시험, 임상시험 제1상~제4상

Comparative Study 둘 이상의 연구 대상에서 서로 비교하는 연구

In Vitro 세포 밖에서의 실험. 연구자가 가정한 분자만을 세포
밖에 모아 실험할 때 사용

Journal Article 학술지 논문으로 가장 많은 출판 형태



q PubMed 기본 검색 – Clipboard
¤ 특정 논문을 선택해서 모아 둠. 
¤ 500개까지 저장 가능, 8시간 후 삭제

3. PubMed 검색및
다양한기능이용하기



q PubMed 기본 검색 –Display Settings
¤ Format

¤Summary: 기본 형식으로 간단한 서지 제공
¤Abstract: 초록 정보와 원문 링크 정보 제공
¤MEDLINE: Field명을 구분하여 text 형태로 제공

EndNote 등 서지관리 프로그램 반입 시

3. PubMed 검색및
다양한기능이용하기



qUsing PubMed

3. PubMed 검색및
다양한기능이용하기

- PubMed 주요 검색 방법 질문에 대한 답 및 FAQ, 새로운 컨텐츠 Feed 서비스



q PubMed Tools

3. PubMed 검색및
다양한기능이용하기

- PubMed 모바일 서비스, 특정 논문 찾기 및 대량 논문 찾기 등Tool 제공



qMore Resources

3. PubMed 검색및
다양한기능이용하기

- MeSH 데이터베이스, NCBI에 포함된 학술지의 서지 정보 등 제공



q PubMed 고급 검색(Advanced Search)

3. PubMed 검색및
다양한기능이용하기



q PubMed 고급 검색(Advanced Search)
¤ Builder –검색어의 결합으로 다양한 검색

3. PubMed 검색및
다양한기능이용하기



q PubMed 고급 검색(Advanced Search)
¤ Search History

¤검색했던 History 확인, Query들을 조합
¤검색식이 100개까지 저장, 컴퓨터 종료하거나 8시간

후 삭제됨.
¤History 기록을 저장하고 싶을 경우, 출력/엑셀저장

/My NCBI에 저장

3. PubMed 검색및
다양한기능이용하기



qNCBI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으로 가입
q이메일 Alert 서비스, 검색 결과 저장, Filter 

기능, 최근 검색 기록 확인 등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 이용 가능

4.My NCBI 개인화기능이용하기



q등록 하기(1) – Register form 작성

4.My NCBI 개인화기능이용하기

본인 이름 입력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 재입력

이메일 주소 입력

패스워드 잊어버렸을 경우
해제 질문답

위에 숫자 문자 그대로 입력



q등록 하기(2) – 확인 메일에 있는 링크로 접속 후 로그인

4.My NCBI 개인화기능이용하기

- 로그인 시, Keep me signed in unless I sign out에 체크하면
PubMed 연결 시, My NCDI에 자동 로그인 되도록 설정



4.My NCBI 개인화기능이용하기

자신의 논문, 프
레젠테이션 등
연구 업적을 저
장 및 관리

자신이 관심 있
는 키워드 혹은
주제어를 저장해
두고 관리하는
페이지. RSS 가
능

최근 6개월 간 검
색이력. 각각 링
크가 걸려 있음



4.My NCBI 개인화기능이용하기

검색한 결과를
저장해두고 관리, 
Clipboard에저장
한 뒤, send to 버
튼을 눌러
Collections로 이
동

여러 가지 설정
을 하여 검색된
논문을 제한해서
볼 수 있는 기능



q Saved Searches
¤메일을 받는 주기, 논문의 format 지정 가능
¤ PubMed 검색 창에서 “Saved Search” 클릭 혹은

History에서 Search 번호(#n) 마우스 좌 클릭 후
Save in My NCBI 선택

4.My NCBI 개인화기능이용하기



q Collections
¤ Clipboard에 저장한 논문은 8시간 후 삭제, 

Collections에 저장하면 계속 저장되어 있음
¤ Clipboard에 저장한 뒤, Collection으로 저장하거

나 Save Items로 특정 논문 1편만 저장 가능

4.My NCBI 개인화기능이용하기



q Filters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 검색된 논문을 제한해

서 볼 수 있는 기능

4.My NCBI 개인화기능이용하기

자신이 등록하고 싶은 filter를
Query terms 직접 입력

원하는 filter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등록



q키워드 검색과 논문 유형 제한 검색하기
1. ‘ethics of liver transplantation’ 에 관한 논문을

찾아봄
2. Article type을 “Review” 로 제한하고, Journal 

categories를 “Core clinical journals로 제한
3. 몇 개의 논문을 선택해서 Clipboard에 넣기

5. 실습



q키워드 검색과 History를 이용한 연산자 조
합 검색하기

1. “circadian rhythms “ 와 “cortisol” 혹은
“melatonin”에 관하여 검색

2. Heart surgery도 검색
3. Advanced 메뉴의 History 기능을 사용하여 1, 

2 검색한 결과를 조합 해 봄

5. 실습



q 국가별, 기관명, 소속 연구자 논문 검색하기
¤ 류마티스에 관한 논문 중 한국 연구자의 논문만 검색

¤ 힌트) rheumatics, Affiliation

q 특정 학술지의 권, 호 목차 검색하기
¤ PLoS Pathogens 제 5권 4호에 실린 논문 찾기

¤힌트) Single Citation Matcher

5. 실습



q특정 관심 주제 최신 정보 입수하기
¤ PubMed에서 “melatonin effects” 에 관한 최신

검색 결과를 자동으로 받아보기
¤힌트1.) My NCBI를 이용하여 해당 검색어 저장. 이메

일로 받아보기
¤힌트2.) RSS 이용하기

5. 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