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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내용 
Gale에서 직접 출간하는 학술 연구의 시발점이자 기초가 
되는 Reference Book을 디지털하여 e-Book으로 제공하며, 
학문 전분야 걸친 Reference Book을 수록 
 
 

 제공 분야 
인문학을 포함한 학문 전분야 
 

 제공 건수 
GVRL 약 1,800종 
Twaynes Authors Online 860종 
Scribner Writers Onlines 85종 
Contemporary China Series 15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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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RL 초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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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GVRL 초기 접속 화면입니다. 
1. 단어 혹은 구를 이용한 빠른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검색어 조합을 통한 검색을 하시려면 아래의 
Advanced Search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Bookmark(현재 페이지의 바로가기 주소 생성), Saved 
Articles(관심 기사 저장 페이지), English(검색 인터페이스 
지정)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관심 주제를 선택하시면 해당 주제에 해당하는 
Reference 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분야별 수록 책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면으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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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 고급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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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GVRL Advanced Search 화면입니다. 
최신 업데이트한 날짜와 수록 문서를 확
인 할 수 있습니다. 
1. 다양한 검색 필드를 이용한 키워드 조
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검색 제한을 통한 검색을 지원
합니다. 
_to document with image : 그림 정보가 
있는 자료 검색 
_by publication year : 출판 년도 지정 
_by publication title : 타이틀 명 지정 
_to subject area : 주제분야 설정 
_to target audience : 자료의 독자층 지정 
_to publication language : 타이틀 언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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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Guide Search – 주제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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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GVRL 주제별 검색 화면입니다. 
1. 관심있는 주제의 키워드를 입력하고 
아래의 검색 제한 기능을 지정하여 주제
에 관련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_by document type : 문서의 다양한 타입
을 지정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2. 입력한 키워드와 관련있는 주제어를 
제공하며, 특정 주제어를 선택하면 관련 
결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제어 아래의 Related Subjects를 선택하
시면 해당 주제어와 관련있는 다른 주제
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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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Lists – 검색 결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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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GVRL 검색 결과 리스트 화면입니다. 
검색된 자료의 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1. 상단과 화면 아래의 페이지 옮기기 버
튼을 통하여 다른 결과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입력한 키워드와 연관있는 자료를 타
이틀 표지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료에 대한 기본적인 색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리스트 아래의 View 
Text, PDF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자료의 
본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Save Article을 
통하여 관신 자료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3. 검색결과 내 재검색과 다양한 기준을 
통한 제한 검색을 이용하여 손쉽게 관심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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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ew – 본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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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GVRL 본문 보기 화면입니다. 
본문에서 제공되는 링크 기능을 이용하
면 해당 타이틀 혹은 저자의 다른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GVRL은 모든 자료를 텍스트와 PDF로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에 
나타난 그림 정보의 페이지만을 PDF로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2. 본문의 내용을 다양한 메뉴을 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선택한 타이틀내에서 재검색 혹은 해
당 자료의 연관있는 주제 검색을 통하여 
다른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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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View – 메뉴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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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를 지정하는 메
일주소로 전송할 수 있습
니다. 아울러, 다양한 옵션
을 통하여 편리하게 본문
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
니다. Citation 툴을 이용하여 

손쉬운 자료 관리가 가능
해 졌습니다. 

본문 번역기를 통하여 한
국어를 비롯한 12개 언어
로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
습니다. 

Listen : 모든 본문을 오디오로 청취 가능 
합니다. 
Download MP3 : MP3 형식으로 다운하
여 어디서나 오디오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Download PDF to eReader : 오디오 청취
가 가능한 PDF 다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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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Title Search – 타이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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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타이틀로 검색한 결과 리스트입니다. 
1. 타이틀의 자세한 정보, 목차, 인덱스 및 
그림 정보가 있는 페이지만 리스트된 페이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타이틀내에서 추가 키워드를 통하
여 관심있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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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d Articles – 관심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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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중 관심 있는 기사를 Save Article하면 상단의 
Saved Articles에 저장되어 한번에 확인 또는 자료를 활
용할 수 있습니다. 
Print Review : 선택한 모든 자료를 한번에 프린트 가능 
E-Mail : 이메일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자료를 한번에 전
송 가능 
Citation Tools : Citation 관리 기능을 통하여 여러 자료
를 한번에 저장 혹은 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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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 책갈피(바로가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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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ookmark 기능에서 제공하는 바로가기 URL을 이용하
면 해당 자료를 연구하는 다른 연구진 혹은 학생들과 함
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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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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