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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초기(Early Modern Period)란 무엇인가? (1450-1700)
사회적, 종교적 변화의 시기

• 봉건제의 종식
• 종교 개혁 (개신교 및 가톨릭 개혁)
• 르네상스 운동으로 인한 문화적

변화
• 과학과 예술, 그리고 국제 무역의

새로운 시대

• 1430년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 인쇄업은 부유하거나 학구적, 종교적인

특정 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에게도
큰 의의가 있는 사업이었음

• 르네상스: 유럽의 고전 문학과 예술을
재발견하고 인쇄술을 통한 고전 문학
보급의 시기

•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는 상당 부분
당시의 공용어로 사용됨

현대 지적사고의
근간을 이루는 시기



Early English Books Online (EEBO)란?



Early English Books Online(EEBO)란?

• 1473년부터 1700년(15세기 후반 –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
출판되거나 영어로 출판된 대부분의 출판물을 포함하는 최상의 Digital 
Archiving 데이터베이스

• 영국의 1473년 - 1700년, 휴머니즘이 재탄생한 르네상스 시기에서 출발하여, 교육을 통해
지식이 확산되고, 출판기술이 발달하던 시기를 거쳐, 영국 왕정복고의 시기까지의 모든
출판물을 포함

•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희귀하고 귀중한 정보원

• 초판 인쇄물 원본을 원형 그대로 질 높은 컨텐츠 제공

• ProQuest(UMI) 최초의 제품이며, 전 세계 200여 개 도서관에 분포되어 있는
고서에 대한 발굴 및 디지털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

• 첫 마이크로필름 버전이 출시된 1938년 이후 르네상스시대와 근대 초기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일하고 기념비적인 자료로 자리매김함



Early English Books Online(EEBO)란?

• 마이크로필름 컬렉션에서 스캔한 복사 이미지:
• Early English Books I (STC) – Pollard와 G.R.

Redgrave의 Short-Title Catalogue 기반
• Early English Books II (Wing) – Wing의 Short-Title 

Catalogue 기반
• Thomason Tracts – 1640-1661년까지 20년 동안

출판된 것 중 약 80%, 거의 400여 개 정기 간행물이 포함됨
• Early English Books Tract Supplement –

영국국립도서관 출처

• Shakespeare, Malory, Spenser, Bacon, More, 
Erasmus, Boyle, Newton, Galileo 등 주요 작가들의
작품 외에도 희소성 있는 작품들 다수가 포함

• EEBO는 성경, 기도서, 왕실 법령, 선언서, 군사, 종교 및 기타 공공문서, 연감, 
달력, 정기간행물, 신문, 팜플렛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초판 인쇄물을
포함



EEBO on ProQuest: 새로운 기능



고급 검색 – 다양한 철자/맞춤법

 다양한 철자/맞춤법을 검색에 포함

 다양한 단어 변형을 검색에 포함

 검색결과 상단에 포함된 단어 변형을 표시



본문 페이지 – Full Text 탭

Full Text 탭에서
1 - TCP 원문(full text)에서
검색어가 검색된 부분
확인 가능
2 – 스캔본의 섬네일
(thumbnail) 이미지를
클릭하여 원본 확인 가능

New! 다운도르, 인용, 저장 등의
플랫폼 기능 활용 가능

목차 본문 형태

2. TCP(Text Creation Partnership) 
원문(full text)에서 클릭 가능한 문서
이미지 제공

1. TCP 원문(full text) 내에서
검색어가 강조되어 표시



본문 페이지 – 전문(Full Text) 이미지 탭
• 전문(Full Text) 이미지 탭에서는

자료의 모든 스캔본을 book viewer로
확인 가능

• 새로운 flash viewer 기능을 통해 새
창에서 자료 확인 가능

New! 다운도르, 인용, 저장 등의
플랫폼 기능 활용 가능

섬네일(thumbnails) 보기 페이지 선택

페이지 선택

확대, 축소, 비율, 회전, 
다운로드 등

본문 형태

New! Flash viewer로 보기



본문 페이지 – 섬네일(Thumbnails)

전문(Full Text) 이미지 탭에서
디스플레이를 전환하여
자료의 모든 스캔본을 ‘섬네일
(thumbnails) 보기’ 또는 ‘전체
이미지 보기’로 전환 가능

New! 다운도르, 인용, 저장 등의
플랫폼 기능 활용 가능

본문 형태

New! 관련 항목

섬네일(thumbnails) 선택

전체 이미지 보기



본문 페이지 – Full Text(PDF) 탭

• Full Text (PDF) 탭에서는
스캔한 자료의 이미지를
PDF 형태로 확인 가능

• PDF 형태로 저장 및
인쇄의 용이성

New! 다운도르, 인용, 저장 등의
플랫폼 기능 활용 가능

본문 형태

페이지 표시, 회전, 다운로드, 
인쇄 등이 가능한 툴바(Toolbar)

New! 관련 항목

New! 간편한 PDF 
저장 및 인쇄



본문 페이지 – 세부 사항 탭

• 세부 사항 탭에서는
해당 자료의 색인
처리된 모든 항목에
대한 정보가 포함

• 자세한 서지정보 확인
가능

본문 형태

New! 다운도르, 인용, 저장 등의
플랫폼 기능 활용 가능

New! 관련 항목

자세한 서지 정보



찾아보기

찾아보기 검색을
통해 날짜 별, 저자
이름 별, 출판 국가 별, 
언어 별로 자료
찾아보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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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한 자료를 RefWorks에 저장(Save)

저장(Save)

ProQuest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저장 옵션

활용 – RefWorks와 같은 서지관리도구로 내보내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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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arly English Books Online (EEBO) on the ProQuest Platform LibGuide: 

http://proquest.libguides.com/eebop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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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문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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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ProQuest 한국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