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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Online(LION):
Start here, finish here!



다양한 연구 목적에 따른
다양한 컨텐츠 유형



•문학 연구 및 교육의 모든 측면에 있어

풍부한 컨텐츠/자료

•모든 주제에 대한

자료의 깊이와 퀄리티

Literature Online (LION)의비전



다양한수준의이용자들에대한다양한요구사항

해결책요구 사항

사서 — 작가, 작품, 문예사조에 대한 권위있는
학술지부터 비평, 리뷰 등의 자료에 대한 연구

430종 이상의 영어영문학 저널 원문과 방대한
비평 자료는 고전 및 현대 작가/작품들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연구자/학자(교수 & 대학원) — 언어학 및
언어역사학 측면에서 수세기 동안의 단어 및
개념의 변천사에 대한 연구를 위한 요구 사항

작품 원문에서의 단어 사용 및 빈도에 대한
확인; e.g. 르네상스 문학에서 “thou”와 “you” 
의 사용 의미 연구

학부 연구자 — 작가, 작품, 문예사조에 대한
간략한 개요 및 시 낭송, 희곡 공연 등에 대한

요구 사항

참고 자료 및 작가 전기, 저작 목록 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LION의핵심컬렉션

• 1차 문헌(Primary Works)
• 8세기부터 현대까지 46만여 건 이상의 시, 희곡, 
산문 등의 작품을 제공

• 비평 자료
• 필수적인 참고 자료
•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언어, 문학에 대한 연구
및 교수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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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검증된
edition을 선택

2. 텍스트는
*SGML로 코딩 후
재입력 과정을
거쳐 검증

3. 스캔 이미지와
코드는 교정 및
수정 과정을
반복하여 재검증

4. 텍스트 확인 후
WWW에 업로드 -
99.97%의 정확도

1차자료(Primary Works): 정확하고신뢰할수있는텍스트입력과정

*SGML: 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의 약자로
전자문서가 어떠한 시스템
환경에서도 정보 손실 없이 전송, 
저장, 자동처리가 가능하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문서처리 표준 - 두산백과



1차자료(Primary works) –멀티미디어컨텐츠

영국 BBC Arkangel 판(edition)

Shakespeare 전집

- 영국 BBC Arkangel 판 Shakespeare 전집에는 Bard의 모든 희곡에 대한 38편의

오디오 파일을 제공

- ‘Royal Shakespeare Company’ 단원들이 녹음한 원본 그대로, 편집되거나 요약되지

않은 정확한 원본을 제공



Poets on Screen:

시인들이 본인의 작품과 다른 작품들을

낭송하는 880여 편의 시 낭송 멀티미디어

자료 제공

시인들이 자신의 작품과 다른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비디오 자료들

Tom Paulin, Patience Agbabi, 
Margaret Atwood, Benjamin 
Zephaniah, Susan Howe, 

Jayne Cortez 등이 낭송한 시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

1차자료(Primary works) –멀티미디어컨텐츠

Shakespeare



비평및참고자료
ABELL(Annual Bibliography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1920년부터 현재까지의 영어영문학 분야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등의 서지 정보 제공

최대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430종 이상의 영어영문학

학술지 저널 원문과 지난 권/호, 이미지 등을 제공

사전(Dictionaries): Oxford, Shakespeare 용어집

백과사전(Encyclopedias): Princeton Poetics, COD 문학 용어

7천여 명의 저자 전기 + 1,500여 명 작가에 대한 저작 목록

230여 편의 KnowledgeNotes – 중요한 작품에 대한 요약/설명집

등의 학습 가이드

38권의 미국 소설 시리즈에 대한 새로운 에세이

200권 이상의 문학 시리즈 (CUP)

CUP, OUP, Princeton UP, Routledge 등으로부터 추가 텍스트

•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높은 퀄리티의 문학 비평
자료 제공

•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학 학술지의 작품들은
현대 영어 글쓰기에 대한 좋은 예시를 제공

• 작가 전기와 기타 참고 자료는 저자 별, 작품 별, 
주제 별 등의 연결고리와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줌



BLACK WRITING 
COLLECTION

WORLD LITERATURE 
COLLECTION

LION

Core Collection

LION Premium

Literature Online Premium - 개념



Black Writing Collection이란?

• Black Writing Collection은 현존하는 가장 방대한 흑인 문학자료의 총 집합이며,

– 50여 개국의 4천명 이상의 저자로부터 쓰여진 6만 편 이상의 시, 희곡, 산문

등 – 가장 중요하나, 동시에 가장 잊혀진 자료

• African부터 African Diasporic을 모두 포괄하는 18세기부터 현재까지의 50만

페이지 이상의 문헌 자료(대부분 온라인에서 처음 제공)



Black Writing Collection: 제공내용

• 흑인 단편 소설, 민속문학, 흑인 여성 작가들, Caribbean 문학; 30만여

페이지의 희귀하거나 혹은 쉽게 간과되는 흑인 문학

• 흑인 희곡, 제 3판; 1,700여 편의 연극, 출판되거나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Africa부터 African Diaspora까지

• 18세기,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디지털화 되지 못한 5만여 편의

산문과 시

• Black Writing Collection은 전세계 수십만의 잊혀졌던 흑인 문학에

대한 유일무이한 접근점 제공



World Literature Collection이란?

• World Literature Collection은 온라인에서 처음으로 제공되는 비(非)영어권

작품들의 – 독일에서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작가로부터 쓰여진 6만여 편 이상의 작품들 – 다양성과 깊이를 보여줌

• 1,000년 역사를 지닌 Anglophone 문학 전통을 바탕으로 한 스페인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파피아멘토어 등의 원어 및 번역서를 포함



World Literature Collection: 제공내용

• 남아시아 및 남동아시아 문학, 라틴 문학, 라틴아메리카 여성 작가들; 영어 및

모국어로 쓰여진 식민지 독립 후의 중요 작품들 20만여 페이지

• CH German Literature collections; 괴테(Goethe)와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의 작품들이 등장하는 마틴 루터(Martin Luther) 시기의 독일 문학 작품

4만 5천여 편

• Teatro Espanol del Siglo de Oro, 새롭게 추가된 스페인의 현대 시, 산문, 희곡; 

17세기부터 현재까지 스페인어 및 포르투갈어로 쓰인 중요 작품 중 거의 8천여

편

• World Literature Collection을 통해 연구자들은 세계 문학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가 가능; 시공간의 개념을 넘어선 아이디어와 전통, 영향력 등



ProQuest 플랫폼에서 LION



LION 접속방법

1. 소속기관의
도서관사이트로그인

2. 전자자료, 학술DB,
데이터베이스 등

메뉴 접속
3. LION 클릭

접속에 문제가 있다면
도서관에 문의하세요!



ProQuest 플랫폼에서 Literature Online

플랫폼 기능

• LION을 위한 새로운 화면 디자인: 

• 기본 화면
• 저자 페이지
• 검색 결과 페이지

• 작품의 상세한 텍스트 분석을 위한 다양한 타이포그래피 검색(Variant 
typography searching)

• Linking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인용문 다운로드 및 저장, OpenURL

링크 확인, EEB (곧 EEBO) 내 문학작품과 교차검색 가능



기본화면 / 기본검색

향상된 UX 제공 & 다양한 컨텐츠

유형에 대한 원스톱(one-stop) 

접근점

• 원하는 컨텐츠에 대한 쉽고 빠른

접근점 제공

•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소개

• 작가 및 작품의 다양성



기본검색
다양한컨텐츠유형을표시



고급검색

Criticism Fields

Primary Texts Fields



고급검색



저자페이지

저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접근점

• LION 콘텐츠 이용에 있어 저자는 중심축

• UX 상에서 저자에 대한 부분을 강조

• 저자 페이지 제공 사항:

• 저자 전기(Biographies)

• 가장 많이 본 주요 본문

• 가장 최근의 비평

• 가장 최근의 참고 문헌 저작물

• 동일한 문예사조의 저자/ 동시대의 다른
저자



단어 변형 검색(Word Variants searching)



Unique Tools –다양한맞춤법및단어변형검색

• Literature Online에서는 가능한 경우, 작품의 승인된 초판(first authorized 

edi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텍스트의 철자 및 구두점에 대해서도 그대로
제공하고자 함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의 맞춤법/철자

• 현대식 맞춤법 표기대로의 단어 검색은 역사적인 문헌 자료에서 연관 자료를
검색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음

• Ex) virtue는 vertue의 검색결과에 함께 나타나지 않음; 

sensibility와 sensibilitie 또는 sensibility의 검색결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honor의 검색결과에는 honour가 보이지 않음



• CIC CLI Virtual Modernization Project를 통해 지원되는 다양한철자변형검색 기능
• 단어의 다양한 철자 변형 예시들을 검색
• 다음의 철자 변형을 자동으로 검색

v 와 u 
u 와 v 
j 와 i 또는 y 
i 와 j 또는 y 
y 와 i 또는 j 
w 와 vv 또는 uu
s 와 f 

• Ex) jealous
• jealous  gealous gelous ialouse iealious iealous iealouse ielous jalous jealouse

jealouses jealovs jelous

Unique Tools –다양한맞춤법및단어변형검색



• 단어의 다양한 변형은 그만큼 다양한 검색어를 의미

• 표제어 추출(Lemmatization) - 다양한 형태의 단어 변형을 기본형 등 하나의
형태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

• Ex) loves와 loved, loving은 단어 기본형인 love의 여러 변형 형태

• 맞춤법 표준화 프로젝트의 표제어 추출 단계,
이용자는 단어의 기본형인 love와 함께 단어의 모든 변형 형태인 loves, 

loveth, loving, loved를 모두 검색 가능

• Ex) Jealous

Jealous  jealoused jealousest jealously  

Unique Tools –다양한맞춤법및단어변형검색



고급검색 – Variant Forms



고급검색 – Variant Forms



검색 결과 활용



검색결과 –
기본페이지

•컨텐츠 유형 별로 결과 표시:

• 비평 (Criticism)

• 주요 본문 (Primary Texts)

• 저자 페이지 (Author Pages)

• 참고 문헌 저작물(Reference 

Works)

• 멀티미디어 자료 (있는 경우, 
Audio와 Video 자료)

결과보기(View 

results)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컨텐츠 유형의
모든 결과를 표시



• 추가된 필터 옵션(Filtering options): 

• 내용 유형 (Content type)

• 출판 날짜 (Publication date)

• 출판물 제목 (Publication title)

• 문서 형식 (Document type)

• 주제 (Subject)

검색결과 –
기본 페이지



필터 활용:

• 출판 날짜 (Publication date)

• 출판물 제목 (Publication title)

• 저자 (Author) 

• 문예사조 (Literary movement)

• 저작 기간 (Literary period)

검색결과 –
주요본문
검색페이지



필터 활용:

• 성별 (Gender)

• 국적 (Nationality)

• 민족성 (Ethnicity)

• 문예사조 (Literary movement)

• 저작 기간 (Literary period)

검색결과 –
저자페이지



주요작품 -
Docview

다양한 저장 방법

목차에 따라
본문 살펴보기



LibGuides 및 도움말

• Literature Online (LION) LibGuide:

https://proquest.libguides.com/lionpqp

• ProQuest Platform LibGuide:

https://proquest.libguides.com/proquestplatform

• ProQuest Support Center:

https://support.proquest.com

• 기타 문의사항은 ProQuest 한국지사(korea@asia.proquest.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s://proquest.libguides.com/lionpqp
https://proquest.libguides.com/proquestplatform
https://support.proquest.com/
mailto:korea@asia.proques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