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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liamentary Papers 

18세기부터 2009년 회기까지의 영국 하원 의회자료  

 약 1,100만 페이지 문서 형식으로 제공되는 18세기부터 의회 법령 문서집을 

말하며, 주 내용으로는 법안의 초안, 의회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서 및 사항들에 

대해 지시 전달하는 정부 문서와 각종 부처의 보고서로 구성. 

 의회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각종 보고서와 증언들은 영국 내의 정치뿐만 아니라, 

산업혁명 및 민주주의 발달, Marx, Dickens등의 사상체계 및 서양사 연구 및 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미침.   

 그 시대의 세계적 이슈, 정치 및 사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법안 문서, 의회 

보고서, 이미지, 차트, 통계 자료 등 시각적자료도 함께 제공 
 

Bills(법안) – e.g. abolition of slavery, electoral reform 

Reports of Royal Commissions (칙명위원회의 리포트) – e.g. the poor, health and sanitation 

Reports of Select Committees(특별위원회의 리포트) – e.g. mining and railway accidents 

Accounts and Papers– e.g. correspondence relative to the affairs of the British in North America  



 18th Century Collection(1688-1834) 
-18세기의 의회 보고서 뿐만 아니라 핸서드 의회 의사록(Pre-Hansard 
Debates),칙명위원회의 리포트(Reports of Royal Commissions)와 
특별위원회의 리포트(Reports of select Committees)들의 본문도 함께 제공 
 
 19th Century Collection (1801-1900) 
 -4.2 백만 장의 전체 의회 의사록 본문이 제공 
 -47%의 국제적 사회 주제 
 -53%의 영국 사회 이슈로 구성 
 
 20th Century Collection (1901-2004)  
-20세기의 발안 된 5.1 백 만장 정도의  의회 의사록 본문과 107,148 페이지의 
인덱스 제공 
 
 21th Century Collections (2004/5-2009/10, 2010/11-2014/15) 
-서지레코드와 매년의 회기 내용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House of Commons 콜렉션 



• Population, disease 
and mortality 

• Industrialisation and 
urbanisation 

• Environment 
• Infrastructure 

development 
• Labour 
• Agriculture, land 

tenure 
• Exploration  

 지역연구- 당시에 제안되거나 혹은 발행된 법령문 등으로 그 당시의 
외교문제 및 세계적인 정치 이슈 
 

 지리학 및 인구 통계 자료 등 확인 가능  

HCPP 활용-지역연구 및 지리학  



 역사학-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에 의해 보고된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  
 

 경제학- 경제 및 산업분야의 자본환경등의 배경이 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며, 아담스미스의 경제학의 배경, 맑스주의의 배경도 알 수 있음 

 HCPP 활용- 역사 및 경제 



• Codification 
• Development of 

copyright law 
• Legal 

administration 
• Crime and 

punishment 
• Private law and 

social inequality  

 정치학- 각종 사회 보고서를 통한 당 시대의 정치상황을 확인 할 수 있음 

 

 법- 성문법 및 저작권법의 바탕, 당 시대의 범죄 관련 형벌 조항등 기록  

HCPP 활용- 정치 및 법  



• English: 
– Cultural institutions  

• British Museum, British Library, BBC 
– Literature 
– Victorianism and industrialisation  
 

• Philosophy: 
– Utilitarianism, idealism, liberalism, socialism 
– John Stuart Mill, Jeremy Bentham, Herbert Spencer, 

Karl Marx, Ralph Waldo Emerson, Matthew Arnold, 
Thomas Carlyle, Charles Darwin, Thomas Henry 
Huxley  

 

 인문학- 영문학 및 영국의 도서관, 박물관 등의 시초가 된 사회적인 배경 과 
철학 성립의 기초도 함께 알아 볼 수 있음.   
 

 사회학-재판관련 증언들을 살펴봄으로써 약 19C세기 사람들의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음.  

HCPP 활용- 인문학 및 사회학 



Basic Search  
1 

2 

3 

1. 재정렬 기능- 날짜, 회기 순서, 보고서의 종류, 보고서나 법안의 유형의 

옵션으로 자료 재검색 

2. 검색결과를 관련성과 날짜순으로 정렬 

3. 초록 및 인용, 본문을 PDF다운로드, Permalink(영구적인URL 주소) 를 제공 

 기본 검색 



1 

2 

1. 필드 지정 옵션 검색- 자료의 유형을 본문제공, 서지정보, 의장 등을 
지정하여 제한 검색   
 

2. Find Terms 옵션 검색- 자료 검색을 Century 또는 학문의 주제로 지정하여 
제한 검색 
- 상,하위로 사회 별 주제나 이슈 제공 
- 검색어 설정 기능 제공 예)- “Defence and the armed services” and “wars” 

and “Colonial wars, the Indian Mutiny and Military expeditions” and “East 

 고급 검색 



 법안의 등록번호, Command Papers, House of Commons Papers 등의 
의안번호로도 관련 자료 검색 기능 
 

 의회의원들의 이름, 의회 의사록,  직급 등의 기능으로 인물 검색기능 제공 
 

 인물정보에 프로필, 후원자의 정보 및 관련 의회실 정보 제공  

 추가 검색 



본문 상세정보 페이지 

 본문 및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검색어 하이라이트 기능 제공 

-하이라이트 기능으로 검색어와 자료의 정확성을 보다 쉽게 파악 

 본문 보기 I 



 보고서 안에 포함된 본문 이미지 외에도 부록으로 첨부된 이미지 자료들도 

전체 제공 

 본문 보기 II 



이용 문의사항은 아래 ProQuest 한국지사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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