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RIS 대학 라이선스 이용 매뉴얼
GVRL(Gale Virtual Reference Library)



해외전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01

Page

GVRL(Gale Virtual Reference Library)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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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제공 내용
Gale에서 직접 출간하는 학술 연구의 시발점이자 기초가
되는 Reference Book을 디지털하여 e-Book으로 제공하며, 
학문 전분야 걸친 Reference Book을 수록

m 제공 분야
인문학을 포함한 학문 전분야

m 제공 건수
GVRL 4,092종
Twaynes Authors Online 860종
Scribner Writers Onlines 85종
China Series 36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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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RL(Gale Virtual Reference Library)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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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PDF 원문 파일 다운로드 및 전송

m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

m Book 단위가 아닌 Article 별 중심의 검색

m 한국어를 포함한 다수의 번역 프로그램 지원

m 본문 읽어주기 및 음성 파일 다운로드 지원

m 다양한 Generate a Citation 지원

m 삽화 이미지(Illustration) 검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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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해외DB 통합 검색 페이지를 통한 GVRL 접속 경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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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①

RISS 해외DB 통합 검색 페이지를 통한 접속 경로입니다.
http://www.riss.kr/fsearch/FsearchMain.do로 접속하시면 본 기본 검색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검색 박스 좌측의 통합 검색DB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ABC순 혹은 분야별 D  B 목록이
펼쳐지며 이 중에서 GVRL을 선택하시면 검색이 시작됩니다.
2. RISS 통합검색 박스를 통한 단어 혹은 구어 입력만으로도 GVRL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해외DB 현황의 스크롤 메뉴를 통하여 세계 최대의 Reference e-Book인 GVRL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상세검색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③

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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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S 해외DB 통합 검색 페이지를 통한 GVRL 접속 경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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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RISS 해외DB 통합 검색 페이지 상세검색 화면입니다.

1. 검색 다양한 검색 필드를 이용한 단어 혹은 구를 조합하여 해외 전자자료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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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RL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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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GVRL 초기 페이지는 연구자와 검색자에게 직
관적인 검색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① 상단의 위치한 메뉴는 로그아웃 및 개인계
정 인증에 대한 지원입니다.
– 구글계정 지원

② 단어 혹은 구를 이용한 빠른 검색과 다양
한 검색어와 검색 필드를 조합한
Advanced 검색, 바로가기 URL 저장을 위
한 Bookmark 기능과 검색히스토리 등 추
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More 메뉴를 제
공하고 있습니다.

③ 주제별 수록된 간행물을 도서 형식으로 확
인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④ 관심 주제를 선택하시면 해당 주제에 해당
하는 Reference Book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GVRL은 세계 최고의 전자자료입니다.

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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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Search – 기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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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RL은 세계 최고의 전자자료입니다.

Basic Search는 상단 검색 박스에
단어 혹은 구로 구성된 키워드만을
입력하여 빠른 검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입력 박스 우측의 역삼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자주 사용하는
검색 필드를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Basic Search : 단어 혹은 구로
이루어진 검색어를 주제, 타이틀, 
색인에서 추출하여 관련 기사를
검색

• Subsject : 수록하고 약
3백5십만건 이상의 기사를
분류하고 있는 주제어로 검색

• Publication : 출판물 서명을
기준으로 관련 자료 검색

• Entire Document : 검색어가
본문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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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 확장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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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RL은 세계 최고의 전자자료입니다.

Advanced Search는 ①연산자와
②검색필드를 검색어와 조합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아래의 More Options의 다양한
검색 제한을 통하여 연구관심 분야의
자료를 보다 빠르고 연관성 있는 결과
리스트를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Subject Guide Search를
이용하여 주제별로도 자료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②

①

By publication year : 출간 년도 지정

Document Contain Image : 그림 정보 포함

Select publication titles : 특정 출간물로 한정하여 검색

To subject area : 특정 주제 제한
To target audience : 연구된 기사의 독자 층 지정

To publication language : 출간 언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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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Guide Search –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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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RL은 세계 최고의 전자자료입니다.

Subject Guide Search는 관심
주제어로 관련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①주제어 입력 박스에 단어 혹은 구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주제어와 연관된
다양한 ②주제어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①

By publication year : 출간 년도 지정

By publication titles : 특정 출간물로 한정하여 검색

To document type : 기사 형태 지정

②

주제어를 선택하면 주제 관련
기사 리스트 제공

Related subject를 선택하시면
관련 주제어 리스트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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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esults – 검색 결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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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RL은 세계 최고의 전자자료입니다.

검색 결과 화면입니다.
화면은 ①단행본 표지와 함께 빨간색의
기사명과 자세한 색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은 기사명을
클릭하시거나, ②View Text(본문보기), 
PDF(PDF 원문 보기), Save(자기 폴더에
기사 저장)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ƒSave all article 버튼을 통하여 검색
리스트 전체를 자신의 폴더에 저장할
수 있으며, „Sort by 기능을 통하여
제목이나 출판일자 등으로 결과를 재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⑤검색된 결과리스트를 기사형태, 주제
등 다양한 학술 분류 기준에 의하여
재정리할 수 있으며, 상단의 Search 
within results는 결과 재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①

②

ƒ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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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ew – 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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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RL은 세계 최고의 전자자료입니다.

본문 보기 화면입니다.
GVRL은 모든 기사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타이틀과 색인과
함께 화면 아래에 HTML 형식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Search 
Results를 클릭하시면 ②View PDF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스캔한 형태의
원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ƒ Table of Contents를 선택하시면
출판물의 목차정보가 아래와 같이
제공되며 리스트를 통하여 다른 목차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본문 원문을 오디오 형식으로 듣기가
가능합니다
⑤Tools 박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보여지는
기사를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인용정보
관리, 프린트, 이메일 보내기, 
번역......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능은 다음페이지 설명

①
②

ƒ

„

⑤

ƒ

⑥

⑥Related Subjects앞의 +기호를 선택하시면
현재 기사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 분야가
추천되어 지며, 주제분야를 선택하면 해당 주제
결과 리스트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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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 – 도구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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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RL은 세계 최고의 전자자료입니다.

�

Citation Tools를 통하여 해당 기사의 인용 자료를
저장하거나 �Export에서 제공하는 인용 관리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Email 기능을 통하여 해당
기사의 원문(Full-Text, PDF)과
인용 자료 형식을 지정하여
입력한 메일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Download 해당 기사의 원문을
로컬디스크, 외부장치 또는 자신의
구글 계정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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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s – 도구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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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RL은 세계 최고의 전자자료입니다.

Highlights & Note 기능은 본문 내용 중 관심 �문장이나 특이
문단을 드래그하면 해당 기사의 원문을 강조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색깔을 입히고 메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된
문장은 ‚Highlights & Note 에 저장되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Translate Article 기능은 문자 그대로
본문 내용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한 23개 언어로 번역되어
집니다.
우수한 번역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동
번역하고 있습니다.

Save : 기사를 폴더에 저장하는
기능(해당 세션만 이용 가능)
Download MP3 : 본문을 읽어주는
오디오 파일을 MP3 형태로 다운 가능
Within publication : 현 출판물
내에서 재검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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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Search – 타이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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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RL은 세계 최고의 전자자료입니다.
검색 결과 리스트 혹은 본문 보기 화면에서
출간물명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출간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출간물의 서명과 함께 간략한 수록 내용
설명이 제공되며, Table of Contents 화면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About this Publication : 본 출간물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
Book index : 책의 인덱스 정보를 자세히 제공
List of Illustrations : 출간물에 수록된 이미지
자료를 한눈에 확인 가능하며 해당 이미지를
이미지가 포함된 기사로 이동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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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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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RL은 세계 최고의 전자자료입니다.

페이지 상단 키워드 검색 박스 우측에 위치한
Bookmarks는 해당 페이지로 바로가는 URL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사의 바로가기 주소를 이용하면 로그인 없이
해당 Article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
리스트의 바로가기 URL을 저장하면 검색식을 저장하여
항상 최신의 결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상단 키워드 검색 박스 우측에 위치한 More를 클릭하면 �아래의 추가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elp는 도움말 기능, Dictionaries는 Merriam-Webster’s 사전 검색, Title List는 타이틀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 Search History는 검색한 내용을 확인, Highlights and Notes는 강조한 문단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 My Folder는 특정 논문을 저장한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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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e and Google Integration - 개인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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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RL은 세계 최고의 전자자료입니다.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관심
Article을 Tools 기능의 Download를
통하여 자신의 구글 드라이버에 저장
관리할 수 있습니다.

Google Apps for Education에
가입하여 Google Classroom을
기능을 통하여 손쉬운 사이버 강의실을
개설하여 Gale에서 제공하는
Article과 문단을 등록하여 수강생들과
공유하며 연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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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자정보 서비스 이용교육 GVRL

GVRL의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ale 한국대리점 (주)엔라이브미 - 02)2694-1920 / jins@enlibm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