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ve Art Online (GAO)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그로브 

세계미술 대사전(Grove Dictionary 
of Art)」풀 텍스트를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 
플랫폼에서 다른 유용한 미술 
관련자료와 교차검색이 가능합니다.  

GAO를 사용하면 유사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각예술

(그림에서 사진, 장식예술, 건축까지)
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명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방대한 이미지 자료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징
•   학술적 가치가 높은 Articles 45,000건 
이상제공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포함한 다수
의 유명 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갤
러리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소장
이미지  6,000점 이상과 편집부가 엄
선한 이미지로의링크 40,000건 이상 
제공

•   년3회 업데이트를 통한 자료의 최신성
과 정확성 유지

그 외 이용 가능한 콘텐츠
•   뉴욕근대미술관(MoMA)에서 제공하

는 직원용 자료, 주제분야별 학습 가이
드, 역사연표

•   15,000건 이상의 표제어 및 전기 
22,000건 이상

•   폭 넓은 연구를 위한 고문헌

ŒGAO 또는 그림 만으로 
검색대상을 제한 수 있는 
옵션 

�  Advanced Search에서 
보다 상세한 검색 가능

Ž 전체 콘텐츠, 전기, 주제, 
그리고 이미지별 브라우징 

� Tools & Resources에서는 
강의에 유용한 툴이나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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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편검색과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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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

Œ  검색탭을 바꿈으로써 이미지, 
작가전기, 참고문헌 등으로 
검색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 

� GAO만을 검색하든지 아니면 다른 
자료와 교차검색을 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음.

Ž ＋를 클릭함으로써 하위항목으로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상세한 
분류가 가능함. 

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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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xfordartonline.com에서는 기타 학습자료, 온라인 튜터리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rove Art Online에 대한 접속방법이나 이용에 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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Œ



작가 전기
Œ  기사 내 키워드로 검색 가능

� 목차에서 지정한 기사로 이동

Ž 관련 이미지나 콘텐츠를 브라우징

� 인쇄, 메일, 인용기능 제공하고 
검색한 콘텐츠를 보존 및 공유할 
수 있음. 

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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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Œ  이미지 탭에서 시각자료에 간단히 
접속 가능

� 이미 클릭으로 이미지를 확대 표시

Œ

�

검색의 팁： 
검색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제한 및 확장 가능합니다.

구문검색：완전 일치하는 구문 검색을 위해서는 구문을 인용부호" " 로 표시합니다.(
예："claude monet"）

불 연산자：검색어 사이에 AND, OR, NOT을 넣어 검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 검색할 수 있습니다. 
AND로 묶인 모든 용어를 포함하는 결과를 입수할 때에 이용(예:monet AND waterlily ) 
OR로 묶인 어느 하나의 용어를 포함하는 결과를 입수할 때에 이용(예:monet OR renoir) 
NOT은 나중에 지정하는 용어를 포함하지 않고 결과를 입수할 때에 이용(예:monet NOT 
manet)

특수기호：악센트기호가 붙은 단어를 검색할 때, 악센트 기호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와일드카드：단어의 스펠링을 모르는 경우나 검색의 폭을 넓히고자 할 때에 ?나 *로 
문자를 대용할 수 있습니다. 
？로 1문자분의 대용이 가능 (예:wom?n는 woman, women등을 검색)    
* 는 복수분의 문자 대용이 가능 (예:paint*는paint, painter, painting등을 검색)

GAO를 사용하여 조사해 봅시다!
•  “Hall of the Bulls”에서 유명한 프랑스의 
동굴 이름은?

•  다감각을 응용한 작품「Soundsuits을 
발표한 예술가는 누구일까요?

•  Sistine Chapel의 회화를 그릴 
때에 Michelangelo는 어떤 기법을 
이용하였나요?

최신정보 

What's New 페이지에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www.oxordart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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