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V Wizard 이용자가이드

2023 release



| 2

new PV wizard search form

검색 메뉴에서 PV 마법사 (Wizard)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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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 wizard search form

Emtree
5가지 검색 요소

검색어 입력 및
편집

선별된 부제목

MLM 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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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drug name

(왼쪽) "Find best term"에서 약물
이름을 입력하고 제안 목록에서
용어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용어가 검색어에 직접 추
가됩니다.

(오른쪽) Emtree는 선택한 용어가
강조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용어 위에 마우스를 올려 놓고이
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I"를 클릭하십시오. "+"를 클릭하여
검색어에 이 용어를 추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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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drug name

의약품 이름은 검색어 입력란에
직접 입력 할 수도 있습니다. 추천
목록에서 용어 중 하나를 선택하
십시오. 선택한 용어가 직접
추가됩니다.

검색세부정보

전체 검색 전략을
검토하려면 클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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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drug name

약물 이름은 기본적으
로 미리 선택된 소제목
으로 검색됩니다. 더 많
은 부제목을 선택하거
나 선택을 취소하십시
오.

검색 진행되는 동안, 
Embase는 결과의 수를
계산하고 페이지의 하
단 중앙에 숫자를 표
시합니다.

계속하려면 "다음 단
계"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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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약물 이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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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약물 이름 추가

약물 이름에 동의어가 포함되어 있
으면 동의어 목록이 페이지의 왼쪽
에 나타납니다. 모든 동의어는 기본
적으로 검색 쿼리에 추가됩니다.

각 동의어 옆에 있는 라디오 버튼을
클릭하여 제외 할 동의어를 선택하
십시오.

동의어가 목록에 없으면 "대체 약물
이름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수동으로 추가 한 동의어를
삭제하려면 "양식 재설정"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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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약물 이름 추가

기본적으로 동의어는
제목과 초록 (: ti, ab)
의 자유 텍스트 검색
을 사용하여 검색됩
니다.

제목 (: ti) 또는 초록 (: 
ab) 만 검색하거나 레코
드의 모든 필드 (: all)를
검색하려면 "검색 위치"
상자를 사용하십시오.

"참고"상자는 쿼리 구조
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Embase는
계속해서 결과의 수
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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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 영역 설정

"약물 부작용"결과를 검색하기
위한 검색 전략은 사전 코딩
되어 있습니다. 이 검색 전략은
업계 대표자들과 함께 만들었
습니다.

텍스트 상자에서 직접 쿼리를
편집하십시오.

검색 쿼리를 처음부터 정의
하려면 "쿼리 지우기"를 클
릭하십시오.

"Reset form"은 미리 코딩 된
쿼리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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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상황 추가

임신, 수유, 뇌 기능
장애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용어 및
구문을 추가합니다.

텍스트 상자에서 직접
쿼리를 편집하십시오.

검색 쿼리를 처음부터
정의하려면 "쿼리 지
우기"를 클릭하십시
오.

"Reset form"은 미리
코딩 된 쿼리로 되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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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R에 Human으로 제한 설정

“Human"을 추가하여
쿼리를 완료합니다.

'검색어 삭제'를 클릭하여
검색어를 처음부터 정의
하거나 이 입력란을 비
워 둡니다.

출판 연도 및 / 또는 추가
된 날짜로 검색 결과를
필터링하십시오.

하단 중간 단추를 클
릭하여 검색 결과를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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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및 수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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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저장 및 이메일 알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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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내보내기) 내역

이메일 전체 이력
추적을 위해 경고
내역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 16

EMA’s MLM searches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는 2015 년 9 월 1 일
MLM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총 400 개의 활성 물질 그룹
(300 개의 화학 활성 물질
그룹 및 100 개의 허브 활성
물질 그룹)이 EMA에 의해
모니터링됩니다.

전체 검색어 목록을 보려면
여기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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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M searches folder

검색 쿼리는 EMA가 MLM 서비스
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
6 개월마다 업데이 트됩니다.
EMA와 합의되었습니다.

쿼리를 선택하고 "다시 실행"을
클릭하십시오. 검색 결과가 결과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