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ve Art Online (GAO)은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

그로브 미술대사전(Grove Dictionary of Art)” 
34권 전체 내용을 개정 및 업데이트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유용한 미술관련 레퍼런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GAO는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의 시각예술(

회화에서 사진, 장식예술, 건축까지)에 대한 
배경지식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타 
박물관과의 협력으로 수 많은 정보와 
이미지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고 
있어 작품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징
• ��시각예술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검증된 
Article(서명) 3만건 이상 수록

•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한 세계유명 미
술관/박물관이나 갤러리 등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소장품 사진 7,000점 이상(검색가능)과 
편집부에서 엄선한 이미지 링크 4만건 이상
을 제공

• ��폭넓은 연구를 지원하는 상세한 참고문헌

•   정기 업데이트와 신규 개정 내용의 추가를 
통하여 콘텐츠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

기타 이용가능한 콘텐츠
•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만든 
educator’s resource, 주제별 학습가이드, 
연표

• ��"Encyclopedia of Aesthetics", "The Oxford 
Companion to Western Art"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Art Terms"의 이용이 
가능(Oxford Reference 플랫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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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순검색과 열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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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색 결과 화면 ·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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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ve Art Online
www.oxfordartonline.com/groveart

Œ  사이트의 콘텐츠를 검색 
가능

�탭을 간편하게 전환하여   
　미술사, 미술양식, 지역, 　　
　연대, 사람, 장소와 같은 　　
　카테고리별 콘텐츠 보기 

Ž 교육 및 학습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도구와 리소스 제공

Œ 기사제목, 저자/편집자, 또는 발행일별로 정렬

Ž 콘텐츠 형식과 기사유형, 컬렉션, 작가의 인생 
전환점(탄생, 사망, 활약기)의 위치와 연대, 분야, 
지역을 한정하여 검색 

*Collection (Benezit Dictionary of Artist / Grove Art Online)에서 전체   

 이용이 가능한 자원은 각 기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목록에서 검색(저자, 기사제목, 참고문헌, 
　사진캡션 등)카테고리를 선택하고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고 재검색� � �
"Add�term":�상하 검색 지정을 모두 포함하는 검색결과 
(Add term 검색 지정을 추가했을 때 and, or not 사용은 
뒷면의 "검색 팁"을 참조하십시오.) � �
"Update"：결과의 업데이트 � � �

�부록 레퍼런스 Encyclopedia of Aesthetics, The 
　Oxford Companion to Western Art, 그리고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Art Terms에 의한 　
　검색결과의 링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www.oxfordartonline.com/groveart는 학습리소스와 온라인 자습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rove Art Online에 접속하는 방법이나 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서관의 사서선생님들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검색 결과의 콘텐츠 유형 (Article : 기사 / 
Image : 이미지)의 종류를 표시합니다. 조회 
표제 제목을 클릭



3. 기사의 열람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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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미지보기

Œ

�

검색 팁:

키워드 � � � � � � � � ��
영문 리소스에 대한 영어로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가능

검색 결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한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구문 검색：�
완전일치 구문검색은 구문을 따옴표 " "로 묶습니다.(예："vincent�van�gogh"）

부울 연산자 ：�
액센트가 있는 단어를 검색할 때 악센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일드 카드：  단어의 철자를 완전히 모르는 경우나 검색의 폭을 넓히고 싶은 때 *문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로1 문자～여러 분의 문자를 대체가 가능 (예:paint*로paint, painter, painting 등으로 
검색하여 결과를 보여줌)

부울 연산자 ：�
검색어 사이에 and,or,not을 넣고 검색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 � � � � � �
and로 연결된 모든 용어를 포함하는 결과를 받을 때 사용�(예:�monet�and�waterlily�)�
or로 연결된 용어 중 하나라도 포함하는 결과를 받을 때 사용�(예:�monet�or�renoir)� �
not나중에 지정하는 용어를 포함하지 않고 결과를 받을 때 사용 (예:�monet�not�manet)

GAO을 사용하여 알아보자
•��"Hall of the Bulls"(황소 사이)에서 
프랑스의 유명한 동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다중 감각을 응용한 작품 "사운드 
정장(Soundsuits) '을 발표한 작가는 
누구일까요?

•��고흐(Vincent Van Gogh)의 “해바라기
(sunflowers) "의 이미지를 찾아봐 
주세요. 

최신정보 

GAO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최신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온라인 설명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oxfordartonline.com/help

Grove Art Online
www.oxfordartonline.com/groveart

Œ  목차에서 지정된 항목의 기사로 
이동

�   탭 전환으로 기사 또는 이미지에 
접속

ŽPDF 이메일 인용 기능을 사용하여   
  쉽게 콘텐츠를 저장 및 공유가 가능

� 기사에 대한 외부자원에 링크

www.oxfordartonline.com/groveart는 학습리소스와 온라인 자습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rove Art Online에 접속하는 방법이나 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도서관의 사서선생님들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Œ  문서에 포함된 이미지에 접속

�     클릭하여 이미지를 확대

�

� 개인 계정을 생성하면 검색 
결과와 기사, 메모 계정 (My 
Profile)에 저장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