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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ea of inquiry, defined by the question,
can be divided into a 'yes' and a 'no' half.
A positive and a negative side.
Imagine knowledge as light, and ignorance as
darkness.
The more 'spread' the focus of the light, the
weaker it is and the less clear things are.
The shorter the line, the more confident we are
of what the data is telling us.
Think of a longer line as less focused and
scattered
data, and shorter as more focused
2
and bun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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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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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What is Cochrane Library?

The Cochrane library is named in honour of Archie Cochrane,
a British medical researcher who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epidemiology as a science.
“It is surely a great criticism of our profession that we have not Organized
a critical summary, by specialty or subspecialty, adopted periodically, of all
relevant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주 전공 및 세부 전공 분야별로 연관된 모든 무작위 대조연구에 대한 비판적 요약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갱신하지 않았던 것은 진실로 우리 전문가들이 비판 받아야
할 점이다” – Cochrane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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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What is Cochrane Library?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보다 개선된 환자 치료를 지원
: 환자 진단과 치료 옵션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Cochrane Review와
외부에서 수집된 SR (Systematic Reviews) 즉, 신뢰도 높은 evidence를 제공하는
6개 데이터베이스 집합체.
: Healthcare treatments & Intervention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연구 제공
임상의, 정책입안자, 연구자, 교육자, 학생 및 환자 모두에게 필요한 데이터 베이스.

: 국제적 비영리 조직인 Cochrane Collaboration에 의해 article 생산.
Wiley를 통해 Publish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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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Who develops Cochrane Library?

Cochrane Collaboration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구 (1993년 Oxford에서 설립)로 인류건강증진을
목표로 Health Care에 대한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중재의 효과 대한 Systematic Review들을 수집, 축적 및 홍보

: Cochrane Review Group
주요 토픽들에 대해 Cochrane Review를 담당하는 52개의 그룹으로 구성.
http://www.cochranelibrary.com/about/cochrane-review-groups.html

: Cochrane Centre
전세계 14개 센터 위치 - 이용자 교육, 번역사업 등 지역적, 언어적 지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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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52 Cochrane Review Groups
Pain,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Acute Respiratory Infections

Drugs and Alcohol

Incontinence

Airways

Effective Practice and Organisation
Infectious Diseases
of Care

Pregnancy and Childbirth

Anaesthesia, Critical, and
Emergency Care

ENT

Injuries

Public Health

Back and Neck

Epilepsy

Kidney and Transplant

Schizophrenia

Bone, Joint and Muscle Trauma

Eyes and Vision

Lung Cancer

Skin

Breast Cancer

Fertility Regulation

Metabolic and Endocrine
Disorders

STI

Childhood Cancer

Gynaecological, Neuro-oncology
and Orphan Cancer

Methodology

Stroke

Colorectal Cancer

Gynaecology and Fertility

Movement Disorders

Tobacco Addiction

Common Mental Disorders

Haematological Malignancies

Multiple Sclerosis and Rare
Diseases of the CNS

Upper GI and Pancreatic
Diseases

Consumers and Communication

Heart

Musculoskeletal

Urology

Neonatal

Vascular

Neuromuscular

Work

Oral Health

Wounds

Cystic Fibrosis and Genetic
Hepato-Biliary
Disorders
Dementia and Cognitive
Hypertension
Improvement
Developmental, Psychosocial and
IBD
Learning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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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research trend

WHO – Top 10 causes of death in the world

*Source: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10/en/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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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What can we do with Cochrane Library?
• 임상: 보다 개선된 환자 치료 및 outcome을 위해 활용
• 연구: 신뢰도 높은 정보로 연구에 활용 (6.032 Impact Factor / 2014 JCR)
• 번역: Systematic Review 아티클 abstract 번역에 참여
• 피드백 제공: review article 관련 정보 or 의견 제공
• 아티클 개제: Review article 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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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chranelibrary.com (2015)

Cochrane Library
Databases

http://www.cochranelibrary.com/about/about-the-cochrane-library.html

1.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Cochrane Reviews)
보건 의료 분야의 systematic reviews를 선도하는 리소스. Cochrane 리뷰 그룹을 통해
peer-review를 거친 6,909 review articles와 2,431 protocols 수록. Monthly Update

2. The Database of Abstracts of Reviews of Effects (Other reviews)
Cochrane 리뷰 그룹이 아닌 외부에서 수집된 리뷰의 abstract와 논평이 담긴 리뷰
요약을 제공하며, Cochrane 리뷰를 보완하는 역할 담당.

3. The Cochrane Central Register of Controlled Trials (Clinical trials)
서지 데이터베이스(MEDLINE, EMBASE 등)와 기타 출판물에서 수집된 논문
세부내용을 제공. 아티클 제목, 출판정보 그리고 초록까지만 제공. Monthly Update

How CENTRAL is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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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Databases

http://www.cochranelibrary.com/about/about-the-cochrane-library.html

4.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Database (Technology Assessments)
전세계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의료 기술 평가의 세부사항,
즉 전세계 healthcare intervention의 의학적, 사회적, 윤리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제공.

5. The Cochrane Methodology Register (Methods Studies)
Controlled trials의 운영에 사용된 방법이 기술된 저널 아티클, 도서,
컨퍼런스 프로시딩 등 출판물로부터 서지정보 제공.

6. NHS Economic Evaluation Database (Economic Evaluations)
의료중재의 경제적인 평가를 구성하는 구조화된 초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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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Hierarchy of Evidence

• The “gold standard” for systematic reviews
• Combines results of the world’s best medical
research studies
• Adhere to a strict process to make them more
comprehensive, thus minimizing bias and ensuring
reliability
• Updated regularly - ensuring that treatment
decisions can be based on the most up-to-date,
reliable evidence.

Source: http://guides.lib.uw.edu/hsl/ebptools#searcheng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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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Step of Systematic Review

P: Population (연구대상집단)
I: Intervention (중재법)
C: Comparison (대조군)
O: Outcomes (결과평가변수)

13 http://guides.library.cornell.edu/c.php?g=459012&p=3142201

Cochrane Library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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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SR 소개
CDSR browsing (by Topic, CRGs)
TOC (by Year)
Supplements (Colloquium
Proceeding)

-

CENTRAL 제한 검색
CENTRAL 소개

-

DARE, CMR, HTA, EED 제한 검색
COCHRANE COLLABORATION
JOURNAL CLUB, CCA 등 링크

-

COCHRANE LIBRARY
편집위원,
COCHRANE DB,
COCHRANE REVIEW,
CRGs 소개

-

COCHRANE LIBRARY 이용방법
COCHRANE REVIEW 작성
웹사이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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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Search

1

2

1. Search
기존의 basic search에
해당되는 single line의
간단한 검색 시 이용

3

2. Search Manager
기존의 advanced
search와 유사한 보다
심화된 검색전략 수립
시 이용

3. Medical Terms
MeSH Term을 이용한
검색전략 수립 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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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Search - Syntax
•
•
•

불리안 연산자
근접연산자
NESTING 제공

: 구 검색 시 “ “ 사용
: Nesting –부울연산자
혹은 근접연산자를
통한 그룹 검색 시
기본우선순위를
변경하기 위해
괄호( )를 사용

•

필드레벨조합기
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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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Search

1

검색결과 페이지
상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
베이스 종류를
선택하여 검색
결과 제한 가능.

2

검색결과를
유사도, 알파벳
순서별 혹은
출판일자별로
정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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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Search

아티클마다
현재상태를
나타내는 레이블
제공.
각각의 레이블
주위에 커서를
가져가면 아티클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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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Search – Status Labeling

Methodological study에 대한 Systematic Review (Full-Text)
Diagnostic test의 정확성 평가에 대한 Systematic Review (Full-Text)
다양한 Cochrane Intervention Review의 개요.
발표된 리뷰의 conclusion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발표된 리뷰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을 경우.
최근에 수록된 프로토콜이 수정된 경우.
“About Cochrane Collaboration”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을 경우
리뷰 혹은 프로토콜이 연구 철회된 경우 (연구 철회의 이유에 대해 명시)
Comment (Reader의 feedback과 저자의 답변 등)가 달린 리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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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Search – MeSH Search
NLM(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통제 어휘 시소러스를
기준으로 하는 의학 주제표목 Mesh (Medical Subject Heading)으로
Cochrane의 데이터베이스는 아래와 같이 MeSH index 지원.
Database
Cochrane Reviews

MeSH indexing
Fully indexed except for Reviews first published in recent issues

Cochrane Protocols
Clinical Trials

No MeSH indexing
Only reviews taken from Medline

Other Reviews

Fully indexed

Technology Assessments

Fully indexed

Economic Evaluations

Fully index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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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Search – MeSH Search

Main heading /
Descriptor (검색어)
입력

Sub heading /
Qualifier (한정어) 선택
: 진단(diagnosis),
치료(therapy),
수술(surgery)
기구(instrumentation),
교육(education) 등

Lookup 버튼 혹은
enter 키를 통해
결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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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Search – MeSH Search
MeSH 검색의 모든정보가
한 페이지 상에서 디스플레이.
1. Definition:
MeSH term에 대한 정의
2. Thesaurus Matches
: 매칭되는 단어 나열
: 복수의 term으로 검색 시
Phrase (MeSH Heading이나
동의어) 나열

1

4
2

3

3. MeSH Tree 디스플레이
4. Result Box: MeSH term
검색결과 현황. view results
클릭: 전체 검색결과 (아티클
레벨)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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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Search – MeSH Search

MeSH Tree 상에서
1. 모든 Tree 혹은
2. 특정 tree를 선택한 후
Explode 혹은
3. Unexplode 할 수 있음
Tree 선택 후 반드시 ‘select’
버튼 클릭해야 결과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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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Search – MeSH Search

검색결과 Box에서
1. MeSH 검색만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1

2

2. Search Manager
에 추가하거나,
3. 검색 결과 바로
보기로 이동 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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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dical Terms: MeSH View
검색결과 Box에서
1. MeSH 검색만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1

2

2. Search Manager
에 추가하거나,
3. 바로 검색 결과로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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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Search – Saving Strategy

Search Strategy의 이름을 지정하여 저장 가능.
단 Search Strategy 저장을 위해서는
TCL상의 본인 개정을 만들고 로그인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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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Search – Strategy Library

저장된 검색전략은 Search Manager 탭 상의
Strategy Library를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음.

저장된 검색전략을 실행
저장된 검색전략을 현재 검색전략에 추가
저장된 검색전략을 공유
저장된 검색전략을 반출

Sort by:
• Last saved date
• Name of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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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hrane Library
Demonstration

Population

Type 2 Diabetes
Mellitus Patients

Intervention

Drug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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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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