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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Quest One Literature
1차 자료 학술지

과거 1,000년 동안의 희곡, 시, 산문 등 약
50만여 종의 자료 제공

학위논문

다양한 자료 비평 자료

참고 자료

영상 및 오디오

유명한 영미권 작품을 포함하여 약
15만여 개의 희소성 있는 자료 제공

공연, 작가 인터뷰 등 1,300여
개의 영상 자료와 1,000여 개의
오디오 트랙

18,000여 개의 백과사전, 사전
등의 참고자료를 통한 배경 및
맥락 정보 제공

문학 분야의 학술지, 리뷰, 융합학문 출판물 등
1,200여 종의 현대 비평 자료 제공

17세기에서 21세기를 망라하는 약 2만
여 개의 비평 자료 제공

다양한 문학 연구에 활용가능한
1만 4천여 개의 학위논문 제공

문학 작품 및 작가 연구에
필요한 2만여 권의 전자책

전자책

특화된 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제공



ProQuest One Literature 플랫폼특징



기본 화면

향상된 사용환경

& 자료 유형별 안내

• 원하는 자료에 대한 쉽고 빠른 접근점

• 자료 유형별 안내

• 다양한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소개



기본 검색
다양한 원본 유형별 검색



저자 페이지
저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one-stop” 접근점

• 자료 이용에 있어 저자는 중심축

• UX 내에서 저자에 대한 부분을 강조

• 저자 페이지 제공 사항:

• Biographies (저자 전기)

• Most viewed Primary Texts (가장 많이 본 주요 본문)

• Most recent Criticism (가장 최근 비평 자료)

• Most relevant reference works (가장 연관성이 높은
참고자료)

• Authors from the same literary movement (동일
문예사조의 저자 / 동시대의 다른 저자)

• Dissertations and Theses (학위논문)

• Video & Audio (영상 & 오디오)



토픽 페이지

문예사조와 연관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one-stop” 접근점

• 토픽 페이지 제공 사항:

• A literary movement introduction (문예사조
소개)

• Authors from this literary movement (동일
문예사조의 저자 / 동시대의 다른 저자)

• Recommended reference works (추천 참고자료)

• Most viewed primary texts (가장 많이 본 주요
본문)

• Most recent criticism (가장 최근 비평 자료)

• Related Video and Audio (연관 영상 및 오디오)



Primary Texts Fields

Criticism Fields



검색결과페이지



검색 결과

•자료유형별결과표시:

• Criticism (비평자료)

• Primary Texts (주요본문)

• Author Page (저자페이지)

• Reference Works (참고자료)

• Audio and Video (오디오 & 영상)

• Dissertations (학위논문)

결과보기(View 
results)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자료
유형의 모든 결과를
표시



검색 결과 – 다양한 자료 유형 확인



검색 결과
– 주요 본문 검색

검색 필터

• Content type (내용 유형)

• Publication date (출판 날짜)

• Publication title (출판물 제목)

• Author (저자)

• Literary movement (문예사조)

• Literary period (저작 기간)



목차에따라
본문살펴보기

주요 본문
– 본문 페이지



학술지 원문(Full text)



학위논문



전자책



영상 및 오디오



최근 검색(Recent Searches)

최근 검색(Recent Searches)

최근에 검색했던 검색에 대한 검색어, 데이터베이스, 

결과 등 관련 정보 확인 가능



원하는 자료 선택 후 ‘선택된 항목(Selected Items)’에서 확인

선택된 항목(Selected Items)

체크박스를 통해 원하는 자료 선택 후 ‘선택된

항목’에 대해 인용, 저장 등의 플랫폼 기능 사용



선택한 자료의 서지정보(Bibliography) 확인

인용(Cite)

ProQues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용

형식(출력스타일)을 통해 인용 정보 생성 및 활용



My Research 이용하기

My Research 계정 생성 및 로그인

ProQuest 플랫폼 내의 My Research 계정을 생성하여 원하는

자료를 저장, 검색, 알림 등의 기능 활용 가능



LibGuides 및 도움말

• ProQuest One Literature LibGuide: 

http://proquest.libguides.com/pq1lit

• ProQuest Support Center: https://support.proquest.com

• 기타 문의사항은

ProQuest 한국지사(korea@asia.proquest.com)로 연락 주십시오

http://proquest.libguides.com/pq1lit
https://support.proquest.com/
mailto:korea@asia.proqu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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