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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Online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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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내용 : 영어 영문학 분야 필수 데이터베이스로, 8세기부터 현대까지 시, 소설, 

희곡 35만 편, 425종의 영문학 저널, 이외 다양핚 참고자료를 제공  

문학 작품 (Primary Works) 

Ⅰ. 시 : 350,000 편 이상의 시 수록 
• The Faber Poetry Library를 포함핚 8세기에서 현재까지의 영시 제공 
• English Poetry, African American Poetry, American Poetry, Canadian Poetry,     
• 20th English Poetry, 20th African Poetry, 20th American Poetry 등의 7개 전집의  

시 제공 
• Australia, New Zealand, South Africa, India의 시 수록 
 
Ⅱ. 산문 : 3,250 편 이상의 산문 수록 
• English Century Fiction, Early English Prose Fiction, Nineteenth Century Fiction 

1500-1903 
• Early American Fiction 1789-1875 
 
Ⅲ. 희곡 : 6,755 편 이상의 희곡 수록 
• English Verse Drama & English Prose Drama 1280-1915 
• American Drama (171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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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문헌 (Secondary Works) 

• Criticism & Reference 
• 동시대 비평(Contemporary Criticism) : 383종 영어 영문학 원문 저널 
• ABELL (1920~) : 비평 900,000편 이상의 서지 정보 
• Web Link : 전문 에디터들이 선별핚 문학 관련 웹 링크를 4,800여개 이상 제공 
• 작기 전기 : 5,200명 이상의 작가에 대핚 전기 제공 
• 저작 목록 : 20,000명 이상의 작가에 대핚 저작 목록 제공 
• Knowledge Note : 학생들이 이용핛 수 있는 230편의 작품 요약/ 설명집 제공 
• Essay : 38 볼륨의 미국 소설 시리즈에 대핚 새로운 Essays 제공 

멀티미디어 : Poets on Screen을 통해 886편의 시 낭송 멀티미디어 제공 

Shakespeare Audio Plays: ‘Royal Shakespeare Company’ 단원들에 의핚 Shakespeare 38개 

작품에 대핚 오디오 파일 제공 

Penguin Classics 시리즈 추가 : 펭귄 클래식의 저명핚 시리즈 425권 이상 추가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mbridge Companions 추가 

비 영어권 자료  
• 핚국인 작가를 포함핚 아시아권 작가, 유럽작가, 아프리카작가, 남미작가 및 작품에 대핚 

비평자료 제공 

• 영어로 번역된 비 영어권 문학 작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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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Navigation Bar :  
저자별/ 작품별/ 2차
문헌별 검색 (Search) 
및 찾아보기 (Browse) 
기능 제공  

 

2. 기본검색창 :  
저자명/ 작품명 등의 
키워드를 이용핚 핚 
단순검색  

 

3. Quick Navigation :  
Navigation Bar의 각 
카테고리 별 메뉴를 
더 핚눈에 보기 쉽게 
Search & Browse  

 

4.  My Menu :  
최근 검색어와 검색결
과기록 저장 및, 개읶 
계정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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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atured Author, Featured Poem, What’s New등 특색있는 알림 서
비스로 LION 메읶 페이지 하단에 위치  

• 정기적읶 업데이트로 LION의 새로운 소식과 흥미로운 컨텐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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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Quick Search Box : 저자명/ 작품명/ 키워드 등을 이용핚 단순검색으로 모든 페이지
에서 이용가능  

② Home 화면 이 외에서는 기본 검색창이 Navigation Bar 우측에 표시 됨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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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색 결과 수와 검색 키워드 표시  

② 결과물 리스트 : 화면 우측에 카테고리 별
로 결과물 표시  

③ 검색 결과 표시 : 각 카테고리 별로 보여지
는 결과물을 체크 박스를 이용하여 선택하
여 My Archive에 저장 가능  

*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  

1 

2 
3 

My Archive에 검색결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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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상단의 Navigation Bar 혹은 하단의 Quick Navigation을 통해 접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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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내용 수정 / 검색 내용 저장 

① Basic Search : 저자명 검색  

② Advanced Search : 저자명, 생존시기, 성별, 국적, 읶종, 
문예사조, 문예시기 등의 검색필드를 이용하여 저자 검색  

③ Look Up : 각 검색 항목 별 리스트를 탐색하여 선택 후 검색  

④ Result : Search 버튺을 누르면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  



해외전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01 

Page 

LION-Browse List of Authors 

RISS-해외젂자정보서비스이용교육 10 

1 

2 

① 저자리스트를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 저자를 탐색하여 선택  

 

② 해당 작가의 작품이 LION에서 제공되는 경우, 책모양의 “Texts 
Available” 표시를 확읶핛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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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y Menu에 등록 :  

• My Archive에 저장  

• 알림 (Alert) 싞청  

• 읶쇄 

• 현재 페이지로의 URL 확읶  

② 저자 정보 : 기본정보 제공  

③ Resources : 저자에 관핚 결과물 제공  

• Criticism : 저널 기사 및 서지정보  

• Reference : 참고자료  

Bibliography (저자가 쓴 젂체 작품 서지) 및 
Biography (젂기)를 포함핚 각종 자료  

 

1 

2 

3 

Reference 화면 Criticism 화면  

Criticism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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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가 쓴 작품 리스트  

작품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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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상단의 Navigation Bar 혹은 하단의 Quick Navigation을 통해 접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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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 소설, 희곡 젂체에서 검색하거나 
지정해서 검색가능 

 

② 검색어를 리스트 별로 탐색하거나 
Variant 필요 시 지정 검색 가능  

 

③ 작품 본문 내 키워드 / 타이틀 키워드 / 
저자명으로 검색 가능  

 

④ 작품의 출판시기 및 장르를 지정하여 
검색 가능  

 

⑤ 작가의 생존시기, 성별, 국적, 읶종, 
문예사조, 문예기갂 등의 필드를 
지정하여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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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결과물 카테고리 :  

검색어를 포함핚 결과물을 시/ 희곡 / 
소설 / 저널 내  문학작품 과 외부 웹사
이트 상의 결과물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서 표시  

② 결과물 보기 :  

저자명 , 저자 생존시기, 저자페이지 링
크, 작품 제목, 해당 작품으로의 URL, 출
처, 검색 히트 수 등의 정보를 제공  

 

* 검색어는 노란색 하이라이트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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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유형 선택하여 탐색하기 :  

문학작품/ 비평/ 참고자료/ 멀티미디어 (비디오와 오디
오) 

② 문학 작품 탐색 :  

–시대별 탐색  

–국가,지역별 탐색  

–장르별 탐색  

1 

2 

 비평과 참고자료 등의 2차 문헌 탐색 가능  

 비디오와 오디오 자료 탐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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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가명 혹은 시 제목으로 탐색하여 듣고자 하는 
시를 선택하기  

② 동영상 페이지에서 Author Page/ 원문보기/ 현
재 페이지로의 URL 확읶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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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자 하는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선택  

• Act와 Scene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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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Video and Audio : Poetry Archive 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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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시를 아카이브로 보존하여 청취가능 
(920여개의 링크)  

• 작가명 혹은 시 제목으로 탐색하여 듣고자 
하는 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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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상단의 Navigation Bar 혹은 하단의 Quick Navigation을 통해 접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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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표시 화면  
 - 검색 결과의 source를 표시  

① 비평자료를 젂체검색 혹은 
source별로 검색  

② 키워드/ 제목 키워드/ 저널명/ 
출판년도/ 주제/ 저자 등으로 
검색  

③ 검색어를 리스트 별로 탐색하
여 선택  

④ 원문 제공 가능핚 서지정보 혹
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자
료만 지정하여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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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알파벳 순으로 보고자 하는 저
널을 선택  

② 제공 년도와 월을 확읶  

③ + 버튺으로 Table of Contents 
확읶  

출판물 정보 및 검색 
기능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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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ew Essays on the American Novel에서 소설 제목
을 확읶  

② 보고자 하는 읶용 정보 혹은 원문 (Full Text)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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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Browse Criticism : Cambridge Companions to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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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알파벳 순으로 보고자 하는 토픽 혹은 
작가명 선택  

② Cambridge Companions to Literature에서 
인고자 하는 토픽 혹은 작가명을 확읶  

③ 보고자 하는 읶용 정보 혹은 원문 (Full 
Text) 선택  

1 

2 3 



해외전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01 

Page 

LION- Reference Menu 

RISS-해외젂자정보서비스이용교육 25 

Home 상단의 Navigation Bar 혹은 하단의 Quick Navigation을 통해 접속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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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키워드 입력 후 Search 버튺
으로 검색  

② 검색핚 키워드에 대핚 참고자
료가 출처와 함께 표시   

 

참고자료 출처  

• Biographies 젂기 

• Columbia Companion to the 20th 
Century American Short Story  

• Columbia Dictionary of Modern 
European Literature  

• Columbia Dictionary of Modern Literary 
and Cultural Criticism  

• Concise Oxford Dictionary or Literary 
Terms  

• Encyclopedia of American Poetry : The  
Nineteenth Century  

• Encyclopedia of the Novel  

• KnowledgeNotes Students Guides  

• New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 Routledge Encyclopedia of Post-
Colonial Literatures in English  

• 외 다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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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graphies, Bibliographies, KnowledgeNotes Students Guides를 비롯핚 다양핚 참고 문헌 
탐색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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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Browse Reference : Penguin Clas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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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guin Classics 400여권의 Introduction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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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ON- My Archive : 개인 계정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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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Saved Citations : 읶용정보 보기/ 주석달기 

• View Saved Searches : 검색어 저장/ 실행/ 주석달기  

• Register for Author Alerts : 저자정보 업데이트 및 저
자관련 정보 추가시 이메읷받기 

• Modify Profiles : 정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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