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xford English Dictionary(OED)는 언어로써 영어의 

진화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영어 대사전입니다. OED는 최신 콘텐트를 추가하여 

확장을 계속 해 나갈 뿐만 아니라, Historical Thesaurus  o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역사 유의어 사전)도 함께 수록하여 

보다 넓고 보다 깊게 영어의 연구를 가능케 합니다.

OED에서 가능한 것
• �단어의 의미, 스펠링, 

용법의 변천을 소급

•  어원 조사

•  조사 대상 어휘가 처음 

나온 예(사용되기 시작

한 연대를 특정) 

특징
• �60만 이상의 단어의 의

미, 및 300만 이상의 인

용문 수록

•  천년 이상 소급하여 세

계 각지 영어의 사용례

를 포함

•  3개월에 1번 갱신으로 

신조어나 개정을 추가하

여 최신성 유지

Œ 간편감색： 
키워드나 문장을 입력합니다.

 
 

 

�상세검색： 
　검색폼을 사용하여 보다  　　
　상세하게 검색합니다.

 

Ž 개인용 어카운드 등록으로 
검색내용의 보존이 가능합니다.

  ”Browse”옵션에 의해 
다각적으로 영어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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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검색과 열람방법

상세검색

Œ

�

Ž

�

www.oed.com에서는 학습자료, 온라인 사용지침서, 퀴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속에 관련하여 도서관 사서선생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Œ   entry（표제어)、senses(의미)、quotations(인용）
중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drop-down

 
스트에서     

　그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대상 항목을
 　　　

　선택합니다.

Ž AND, OR, NOT등을 조합하여 검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음 페이지 검색 힌트 참조)

�  검색영역을 좁히기 위한 필터입니다. 
옵션에는 주제분야, 날짜, 언어의 기원, 품사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ww.oed.com



www.oed.com에서는 학습자료, 온라인 사용지침서, 퀴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속에 관련하여 도서관 사서선생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Œ 표제어의 형식이나 어원의 
상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show more’를 선택합니다.

� 전후 표제어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단어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Ž 옵션기능을 사용하여 표제어의 
인쇄, 저장, 메일송신, 인용 
출력이 가능합니다.

 

� 검색이력이나 열람이력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그 언어가 처음 인용된 최초의 
인용문을 오래된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어 열람·저장·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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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THESAURUS（역사 유의어 사전)

Œ

�

Œ 표제어 페이지의 
Thesaurus링크에서
Historical Thesaurus 
　of the OED(역사  　　
　유의어 사전)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  팝업링크에 의해 
표시되어 있는 동의어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모든 
동의어의 리스트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검색의 팁：
검색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불리 연산자：
AND는 모든 검색용어를 포함하는 결과를 입수할 때에 이용(예: international AND 

standard) 
OR은 어느 검색용어를 포함하는 결과를 입수할 때에 이용(예: sea OR land)

NOT은 이후에 지정하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고 결과를 입수할 때에 이용 (예: Olympic 

NOT games)
 
와일드 카드：
단어의 스펠링을 모를 경우?에서 1문자분의 대용이 가능 (예:c*t는cat、cot、cut등을 검색)
*복수 문자의 대용이 가능 (예:c*t 는、cat나caught、conflict、consent등을 검색) 

문장검색： 
완전 일치하는 문장 검색에는 문장을 인용부호" "로 표시 (예:"bed and breakfast”)

OED퀴즈
•  명사 ‘car’가 가장 최초로 사용된 

것은 언제인가요?

• LOL는 최초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까?
　(Note: LOL:Laughing Out Loud의 약어로 　　

　현재는 메일 등에서 "웃음"을 나타낼 때에 자주 　

　이용됩니다.)

•  OED는 인용문헌으로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몇 회 이용하고 있습니까?

OED상세 
OED온라인이란? 
http://public.oed.com/how-to-use-the-oed/what-is-the-oed-online/

OED today란?
http://public.oed.com/the-oed-today/

�

www.oe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