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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쓰여진 최초의 책에서부터 Spenser와 Shakespeare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국에서 출판되거나 영어로 출판된 대부분의 출판물을 포함

 이 시기에 관한 유일하고 가장 권위 있는 문헌자료인 Pollard & 

Redgrave의 Short-Title Catalogue (1475-1640)와 Wing의 Short-Title 

Catalogue (1641-1700)에 속하는 125,000권 중 110,000권의 이미지 제공

 전 세계 130여개 도서관에 분포되어 있는 나머지 고서에 대한 발굴 및

디지털화 작업이 여전히 진행중임

 첫 마이크로필름 버전이 출시된 1938년 이후 르네상스시대와 근대

초기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일하고 기념비적인 자료로 자리매김함 : 

ProQuest(UMI) 최초의 제품이며 여전히 추가적인 콘텐츠 발굴 중

Early English Books Online 란?



Early English Books Online 란?

 여러 전공분야의 연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Literature - Shakespeare, Spenser, Marlowe, Milton

 Religion - Calvin, Luther, Knox, Laud

 Exploration - Drake, Raleigh, Hakluyt

 Philosophy - More, Bacon, Hobbes, Locke

 Politics - Macchiavelli, Prynne, Lilburne

 Law - Littleton, Brownlow, Fitzherbert, Coke

 Medicine - Vesalius, Harvey, Culpeper

 Science - Galileo, Mercator, Newton, Hooke

 원전 그대로를 이미지 파일로 볼 수 있음

 현대의 full text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원전의 폰트, 레이아웃, 그림, 표 등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원전의 더욱 완벽한 해석이 가능함



Collections

•Early English Books I 1475 - 1640 (STC I, Pollard 
& Redgrave) 27,000 titles.

•Early English Books II 1641 - 1700 (STC II, Wing) 
65,000 titles.

•Thomason Tracts (1640 -1661) 22,000 items, 
virtually everything published--from single broadsides 
to substantial dissertations.

•Early English Books Tract Supplement. 20,000 
small items such as broadsides and pamphlets 
collected into "scrapbooks," or  tract volumes, 
classified by dates or  topics



중요연구분야및사례

 주제분야 : 문학, 과학사, 역사, 철학, 언어학, 예술 등 전 주제분야

 휴머니즘이 재 탄생한 Renaissance 시기에서 출발하여, 교육을 통해 지식이

확산되고, 출판기술이 발달하던 시기를 거쳐, 영국 왕정복고의 시기까지의 모든

출판물을 포함

 중요저자 : Spenser, Bacon, More, Erasmus, Shakespeare, Newton, Galileo

 문학 및 고전 연구 : 초서의 Canterbury Tales와 Malory의 Morte d'Arthur와 같은

고전 문학작품의 원본이 제공되며, 문학전공자라면 Shakespeare 연극의 초기

4절판(quarto)본과 1623의 그 유명한 최초의 2절판본을 비교연구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유명한 저자들과 당시의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저자를 비교해서 연구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역사연구 : 법령, 종교문서, 군사관련 자료, 의회 자료 등의 원본이 완전히 재현되어

있으며, 그 당시 일반인들의 삶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The Trail 

of Witchcraft, showing the true and right method of discovery (1616)



영어로출판된최초의책

“here begynneth the volume 
intituled and named the 
recuyell of the historyes of 
Troy,…” by Lefèvre, Raoul, 
fl. 1460.  Printed by William 
Caxton, 1473
Bib Name / Number:STC 
(2nd ed.) / 15375
Copy from: Henry E. 
Huntington Library and Art 
Gallery

William Caxton (1421-1491)



All Subjects
- Art and Architecture - - Religion - - Zoology -

[The New Testament] by Tyndale, William, d. 
1536. [Cologne : H. Fuchs?, 1525
Bib Name / Number:STC (2nd ed.) / 2823
Copy from: British Library

The whole body of antient 
and modern architecture by 
Fréart, Roland, sieur de 
Chambray, 1606-1676. 
London : Printed for J.P., 
sold by C. Wilkinson [etc.], 
1680
Bib Name / Number:Wing 
/ C1924
Copy from: British Library

The ornithology of Francis 
Willughby of Middleton in the 

county of Warwick / by John 
Ray London : Printed by A.C. 

for John Martyn ..., 1678
Copy from:Henry E. 

Huntington Library and Art 
Gallery



Compare editions

Locke, John, 
1632-1704.

Further 
considerations 

concerning 
raising the value 

of money …

1695 and 1696. 



Home

① Search – Basic / Advanced / Periodical 검색

② Browse – 저자명 알파벳순으로 탐색하기 및 해당 저자의 작품으로 이동

Thomason Tracts (1640-1661)만 별도로 탐색하기,팜플렛, 책, 신문, 필사본 원고 등으로 구성

EEBO 컨텐츠 중 Periodicals만 별도로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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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arch

1
Basic Search

① Search 내 메뉴로의 이동 –

Basic / Advanced / Periodicals

② 매 스크린 상단에 위치 –
Marked List, Search History, Help 
(현재 위치한 화면에 대한 도움말)

③ Limit To – 검색범위를 전체
서지사항 혹은 원문이미지 제공
가능한 건으로 제한가능

④ Select from a list – 저자명, 
타이틀 명, 주제 명 등을 인덱스
리스트에서 탐색 후 선택

⑤ Sort results – 저자 알파벳순, 
시대순, 시대역순, 타이틀
알파벳순으로 결과물 정렬

⑥ Display – 페이지 당 결과물 수

⑦ Durable URL – 각 페이지의
고유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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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ant spellings/ forms(– i/j, u/w/vv, etc.)를필요시지정검색가능

“decameron” OR “Dec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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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esults

Search Results

① 포맷 아이콘

Record(서지정보),  

Document Image(원본이미지), 

Illustration(삽화..)

Thumbnail(전체페이지 작은
화면으로 보기)

② Refind Search – 검색식 수정

③ Sort – 결과물 정렬 방법
변경하기

④ 해당 페이지의 모든 결과물

마크하기 / 마크 리스트에서 빼기

⑤ Mark하기

1
2

3

4
5



Full Record

Full Record
① View this document –

다른 포맷으로 문서 보기

(원본이미지보기, 삽화보기)

② Print record as –

서지정보 프린트 포맷

지정하기 (Short Record / 

Full Record / ProCite / 

EndNote / Reference 

Manager / RefWorks)

③ 검색어 Hits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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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Image

Document Image

① View this document as –다른포맷으로
문서보기.현재이미지를 PDF로다운로드받기

②전체페이지수및현재위치한 페이지 표시, 
특정 페이지로의 이동

③ 이미지 크기 조정 (25%~400%)

④ 이전/다음 페이지로 이동

⑤ 문서 내 삽화 및 도표 등으로 이동

⑥ Adjust view & print – 원하는 곳 확대하여
보기(Zoom, Re-center), 특정부분만 확대하여
프린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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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s view

Thumbnails View



Advanced Search

> IMPRINT – 출판사, 출판도시, 출판일

> REEL POSITION – 마이크로필름 릴# 
및 위치

> ILLUSTRATION TYPE – 14개의
삽화타입 지정

> UMI COLLECTION – STC(1475-
1640), Wing(1641- 1700), Thomason 
Tracts(1640-1661) 지정검색

> SOURCE LIBRARY – 원본 소장
도서관

> LANGUAGE – 원본 언어

> COUNTRY OF ORIGIN – 출판 국가

* Variant spellings/ forms를필요시지정검색가능



Periodicals Search

Periodicals Search
① Date – Thomason Periodicals의
제공년도인 1641년 11월22일
~1665년 6월 21일 사이 지정하여
검색

② Illustration Type – 삽화, 초상화, 
군대문장, 도표, 타이틀페이지 문양, 
인쇄업자 표식

④ Display results as – 최신 혹은
시대 역순으로 서지정보/이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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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se Authors

저자명 알파벳순으로 탐색하기

(작품 수 확인 및 작품으로의 이동)



Browse Thomason Tracts

Thomason Tracts의

Volum과 Tract #로탐색하기



Browse Periodicals by..

Browse Periodicals by

① 년도, 월 지정하여 이동하기

② + 버튼 열어 해당 년도의 모든 이슈 탐색하기

③ Browse Periodicals by Title – 알파벳순으로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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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d List

Marked List

① 해당 서지정보 인쇄, 이메일, 다운로드하기

② PDF 다운로드 – 원본 이미지 다운로드

③ Notes – 메모 입력

1

2

3



Search History

검색식 조합 및 재검색 가능



Search Tips
> 검색어 입력은 대·소문자 관계 없음
> 여러 검색어 입력 시에는 “구”로 간주 ex) fights at sea
> Browse list 내 control key 사용하여 여러 개 선택 가능

>>>>> 검색 연산자>>>>>
* ex) creat* 검색시 creator, creation, creative 모두 검색
NEAR ex) Cromwell near.10 Ireland
FBY ex) love fby.10 hate
AND / OR / NOT

ex) fire AND London     love OR loue Cromwell NOT Charles Ⅰ 
“  “ ex) ”Romeo and Juliet”
(   ) ex) west indies NEAR (pirates OR bucaniers OR buccanie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