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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AHL

• 간호 및 보건분야 최고 권위의 데이터베이스로서 1981년 이후
현재까지의 3,000여종의 저널 및 관련문헌에 대한 방대한 서지정보 제공

• Total indexed titles : 2,995 titles / Current Indexed titles : 1,781 titles

• CINAHL에 색인된 저널 중 67%는 MEDLINE에 포함되지 않는 Unique 저널

• 저널기사 뿐만 아니라 약물정보, 임상실험, 법률사례 등 다양한 정보 수록

세계적으로 간호/보건학 분야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간호학 최고 권위의 데이터베이스

CINAHL?



• CINAHL Plus는 CINAHL에서제공하는서지저널은물론, 약 2,000여 추가

간호학/ 보건학/의학 학술 저널의 정보 제공 (총 5,000여 저널)

• 주제 분야 : 
간호학, 임상간호학, 간호 정보학, 직업 보건 간호학, 영양관리, 식이요법, 
의료 기술, 영양, 생의학, 대체/보완의학, 건강 보건 등
40여 간호/보건 주제분야 제공

CINAHL Plus

Full-Text

Journals

CINAHL Plus with Full Text 769

Updated on October 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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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rican Nurse

Full Text from
January 2001 to present

with NO embargo

British Journal of 
Community 

Nursing

Full Text from
January 2002 to 

present
with NO embargo

British Journal
of Nursing (BJN)

Full Text from
January 1992 to present

with NO embargo

JOGNN: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Full Text from
January 2006 to 

present
with a 12-month 

embargo

Journal of
Advanced Nursing

Full Text from
January 1981 to present

with a 12-month 
embargo

Active Full Text for 15 of the 30 Most Used Nursing Journals in the CINAHL Index

CINAHL Plus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Full Text from
January 2003 to 

present
with NO embargo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Full Text from
January 2003 to 

present
with NO embargo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Full Text from
January 1981 to present

with NO embargo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Full Text from
January 2003 to present

with NO embargo

Journal of
Clinical Nursing

Full Text from
January 1992 to 

present
with a 12-month 

embargo

Active Full Text for 15 of the 30 Most Used Nursing Journals in the CINAHL Index

CINAHL Plus



Nursing Older People

Full Text from
February 2002 to present

with NO embargo

Nursing Standard

Full Text from
January 2004 to present

with NO embargo

Paediatric Nursing

Full Text from
January 1999 to present

with NO embargo

MEDSURG Nursing

Full Text from
January 1999 to 
present with NO 

embargo

Nursing Economic$

Full Text from
July 1983 to present
with NO embargo

Active Full Text for 15 of the 30 Most Used Nursing Journals in the CINAHL Index

CINAHL Plus



간호 / 보건 분야 이용자의 다양한 연구 및 실무를 위한

Non-Journal Contents 제공

간호 / 보건학 핵심 eBook 제공 (F.A Davis, Demos 등)

Quick Lesson EBN CEUs Research Tool

169 134 167 360

※ EBN : Evidence-Based Care Sheets
※ CEUs : Continuing Education Module

CINAHL Plus



간호실무를 위한 Evidence Based Care Sheets 

& 질병정보 및 환자지침 정보 Quick Lesson

Evidence-Based Care Sheets

- 근거중심간호정보
- 간호사에게필요한임상질의에

대한요약정보
-What We Know / What We Can Do / 

Reference / Coding Matrix
(근거정도 - SR, RCT 등)

Quick Lesson

- 질병정보
- 간호사에게필요한질병에대한

일반요약정보
- 정의 / 발병요인 / 증상 /

수행과제 / 치료목적 / 식이요법
주의사항 / 환자, 환자가족에게

전달사항 / Reference

CINAHL Plus



Quick Lessons - 학습

Interactive Test
– 모의 테스트

TEST 
– 1시간 테스트

학습 후 Test Tool CE Mudule(Continuing Education Modules)

CINAHL Plus



1) 해당 기사의 참고문헌보기 및 해당 기사를 인용한 문헌 목록

2) 1,218종의 Searchable Cited Reference 제공

3) Cited References ▶ 해당 기사의 참고문헌 개수 및 보기

4) Times Cited in this Database ▶ 해당 기사를 인용한 다른 문헌 개수 및 보기

1.  Searchable Cited Reference

CINAHL Plus



1) CINAHL Headings는 CINAHL만의 통제어휘 시소러스로 간호학 및 보건의학 관련 전문인들에 의해

전문용어를 반영하고자 설계되었으며, MEDLINE의 통제어휘인 MeSH를 기반으로 제작

(현재 12,714가지의 주제어)

2)       CINAHL에 색인된 모든 기사는 해당 기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Subject Headings 부여

- 주제어를 통한 상세하고 정확한, 효과적인 검색 가능

- 상위주제 및 하위주제 등 관련기사 검색 시 효율적 (주제어의 Tree구조 및 부표제어 제공)

2. CINAHL Headings

CINAHL Plus



1) Image Quick View는 기사에 수록된 모든 사진, 그림, 도표, 그래프 등을 원문을 열지 않고도 미리 볼 수

있는 기능으로 개별 이미지에 대한 확대, 열람, 다운, 인용이 가능.

2) 원문수록 저널 중 Peer-Reviewed 저널의 Native PDF가 수록중인 저널에 대해 적용.

3. Image Quick View?

CINAHL Plus



1. 기본검색

2. 고급검색
3. 검색결과보기 및 활용
4. 상세레코드 보기 및 Email 발송, EndNote/Refworks 반출하기
5. 저널명 검색 (간행물)
6. 통제어휘검색(CINAHL 표목)
7. Journal Alert (저널목차 Email 알림 서비스) 설정하기
8. My EBSCOhost 안내 – 폴더 생성, 기사 저장-관리

CINAHL Plus with Full Text 이용안내 목차



※ 하나 이상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단어 입력 시, 기본 구(phrase) 검색을
지원합니다. (순서대로 붙어 있는 구만 검색)

• 2개 이상의 키워드 입력 시, AND/OR/NOT 연산자를 이용해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  Marketing AND Finance : 순서에 관계없이 Marketing 과 Finance 가 모두 포함된 결과

Marketing OR Finance : 순서에 관계없이 Marketing 이나 Finance 중 하나 이상 포함된 결과
Marketing NOT Finance : Marketing 은 포함되지만 Finance 는 제외된 결과 출력

• Wild Card(? / #) 및 Truncation(*) 사용 가능
- Wild card(?) : 하나의 문자 대체 (ne?t 입력 시, next, neat, nest 등 검색. 단, net은 검색하지 않음)
- Wild card(#) : 철자법이 다른 단어에 대한 검색 수행 (colo#r 입력시, color, colour 검색)
- Truncation(*) : 여러 문자 대체 (Academ* 입력 시, Academic, Academy 등 검색) 

• 괄호( )를 이용한 키워드 그룹화 및 정확한 구 검색을 위한 인용부호 “ “이용해 키워드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1. 기본검색



검색 제한자 (Limit your results)

• 전문 (Full Text) : Full Text 수록기사만 검색 • Peer reviewed 학술저널 : 학술저널 기사만 검색

• 참고문헌 수록 기사 : 참고문헌 색인기사만 검색 • 첫 출판년월 : 출판 년/월 지정

• 간행물 : 출판물 명 입력 시, 해당 출판물에서만 검색 • 출행물 유형 : 출판물 Type 지정

※ Basic Search에서는 키워드 입력 후, 검색 옵션을 클릭하면 검색 제한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기본검색



• 키워드 입력 후 “필드 선택” 메뉴에서 검색대상 필드를 선택합니다. (각 검색식을 AND/ OR / NOT 조합)

(미 선택 시, 기본검색필드 (기사명/저자명/저널명/주제어/키워드/초록)에서 검색 실행) 

•        버튼 클릭 시, 검색어 입력창 / 필드 선택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검색 제한자 및 확장자 선택 후, Search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을 수행합니다. 

2. 고급검색



※ 검색결과화면을 통해 검색결과 제한 및 재 검색, 그리고 검색된 결과에 대한 다양한 활용기능 이용 가능

검색결과 좁히기

• 검색결과 중 Date Slide 등을

통해 출판연도 조정 후,

“업데이트” 클릭

• Source Types, 주제, 저자,  

간행물(저널명) 등 다양한

Facet을 이용하여 검색결과

줄이기 가능

3. 검색결과보기

Source Type, 
간행물, 저자 등
Facet 이용으로
결과 줄이기



• 인용/ 피인용문헌보기
(Cited References 
/ Times Cited) 

- 인용된참고문헌:                         
해당 문헌의 참고문헌 수 및
보기 (참고문헌에 대한 원문이
있을 때, 자동 원문링크 제공)

- 이데이터베이스에서횟수 : 
DB내에서 해당 문헌을 인용한
다른 기사 수 및 보기

• 검색결과는 페이지당 50건씩
출력

• 검색결과는 관련성에 의해 기본
출력되며, Date/ Author/ Source에
따라 재정렬 가능

• 각 레코드의 에 마우스를
올리면미리보기 (Preview)
기능을 통해 페이지 이동 없이
기사의 주제어/초록 열람 가능

해당 기사
미리 보기

폴더에 담기

인용/피 인용 문헌 정보

이미지
바로보기

3. 검색결과보기



인쇄하기 Email 보내기 저장하기 인용하기 반출하기폴더 넣기 노트/메모작성

상세레코드 페이지에서 해당 기사의 저자정보, 주제어, 저자키워드, 초록 등 상세정보 열람 가능

• 우측 프레임의 Tool을 이용하여 인쇄/Email/저장/인용/반출/메모작성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툴

원문보기

4. 상세레코드보기



이메일 보내기 및 EndNote/Refworks 반출하기 • 받는 사람 Email 주소 입력

• 제목(Subject) 입력

• 내용(Comment) 입력

• Citation Format 등 설정

• 저장 버튼 클릭

• PDF원문은 첨부파일로 발송됨

• 자신이 이용중인 서지관리툴
(EndNote, RefWorks…) 선택

• Save 버튼 클릭

■ 여러 건의 기사를 한번에 Email 발송 또는 반출하기 위해서는 검색결과(Search Results) 화면 또는

상세화면(Detailed Record) 화면에서 기능을 이용해 원하는 기사를 폴더에 저장한 후,  

폴더로 이동하여 이메일 및 반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 상세레코드보기



• 활용하고자 하는 기사를 선택, 폴더에 저장 (클릭) 

- 저장 되면, 아이콘이 변경 됨 (         → ) 

• 한 페이지 전체기사를 한번에 폴더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의 항목의 클릭

• 폴더 저장 후, 화면 우측 상단의 클릭

• 폴더에서 Select 체크 후, 오른쪽 Tool 박스에서
이메일/ 반출 등 기능 활용

• 영구적으로 자신의 폴더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MyEBSCOhost 계정생성 후 로그인- 저장/관리 가능

검색결과화면에서 기사 폴더 담기 및 활용

4. 상세레코드보기



각 EBSCOhost 데이터베이스의 전체 수록 출판물에 대한 알파벳순 탐색 및 저널명/주제 검색을 통해
수록유무 및 수록기간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편리한 발형연도/권/호별 접근이 가능

• DB에 수록된 특정 주제분야 저널을 모두 열람하고자 할 경우, 주제 명 입력 후 아래 옵션에서 “주제
및 설명별” 선택합니다.  (Diabetes 입력 시, 출판물 명에 관계없이 주제가 Diabetes 인 모든 저널 검색)  

출판물 명 입력
후 찾아보기

원문제공 여부 및 제공연도, 원문포맷 정보 확인
저널명 클릭 시, 저널상세정보 및 발행연도/권호

단위 기사열람 가능

5. 간행물명 검색



CINAHL표목 검색을 통해 다양한 의학/간호학 개념 및 문헌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색 가능

• 검색어를 주요 개념으로 한 기사를
검색하고 싶다면, “주요개념”, 특정
하위 주제의 기사를 검색하고 싶다면, 
Subheadings for : “검색어” 아래의
하위 개념 Check

용어의 상/하위 개념을
확인하고, 체크박스를 선택, 
추가 버튼을 누르면 해당
용어에 관련된 자료 검색

6. CINAHL 표목



추가용어
찾아보기 클릭

새로운 검색창에
검색어 입력 후
찾아보기 클릭

기존 검색어와 조합하여
“데이터베이스 검색” 

선택

6. CINAHL 표목



저널 상세정보 페이지를 통해 발행연도, 권/호단위 별 기사열람이 가능하며 Journal Alert 설정 가능
Journal Alert : 저널의 새로운 호(Issue)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Email로 목차정보를 보내주는 서비스

• Journal Alert 설정을 위해서는 알림/저장/공유 메뉴의 이메일 알림 클릭 후 MyEBSCOhost 로그인

발행연도, 권/호 단위
기사 열람

Journal Alert 설정
및 북 마크 URL

저널 상세정보
색인-원문 Coverage, 
주제분야, 발행사항 등

7. 저널 알림 설정



Q & A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