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ve Music Online
www.oxfordmusiconline.com

Access and cross-search Grove Music Online and other music
reference resources in one location.

G

rove Music Online (GMO)는 권위 있는
세계음악대사전「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9권과 오페라와 재즈 사전,
그리고 또 하나의 저명한 음악 레퍼런스인 Oxford
Companion to Music과 Oxford Dictionary of
Music을 하나의 플랫폼인 Oxford Music Onlie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징:

G

•년
 3회 갱신으로 자료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

MO에서는 클래식에서부터 팝송, 월드뮤직까지
전 세계의 모든 음악을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가
 치있는 50,000건 이상의
Article과 30,000명 이상의
음악가의 전기기사를 수록
•관
 련성 있는 기사나
참고문헌정보로의 접속

그외 이용 가능한 자료:
•주
 제분야별 가이드, 음악연표,
오페라 색인 등 교육 및학습자료
• 하모니, 멜로디, 리듬을 확인할 수
있는 Sibelius 음악 샘플 500건
이상

간편검색과 열람방법
Œ 간편검색. GMO만을
검색대상으로 하는
옵션 제공

Œ
Ž

�

�

� AdvanceSearch

（advanced search: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검색기능

Ž 모든 콘텐츠,작가전기,
표제항목별로 콘텐츠
브라우징

� 음악교육, 학습에

유용한 다양한 자료
및 툴 제공

상세검색
Œ Advanced Search(상세검색)에서는

Œ
�

메인서치, 작가전기, 참고문헌,
디스코그래피, 비디오그래피 등의
탭을 통해 해당 콘텐츠로 제한하여
검색할 수 있음.

� GMO로 제한하거나 다른 자료와
교차검색지원

Ž +를 클릭함으로써 하위항목으로
Ž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상세한 분류가
가능함.

www.oxfordmusiconline.com에서는 기타 학습자료, 온라인 튜터리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rove Music Online 에 대한 접속방법이나 이용에 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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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and cross-search Grove Music Online and other music
reference resources in one location.
작가전
Œ 기사 내 키워드로 검색 가능
�

Ž

� 목차에서 지정한 기사로 이동

Œ

Ž 관련 작품 리스트나
멀티미디어와 같은 관련
콘텐츠 브라우
�

� 인쇄, 메일, 인용기능 등을
사용하여 간단히 콘텐츠의
보존·공유 가능

멀티 미디어
Œ 멀티미디어탭에서
기사에 포함되는
화상이나 음악 샘플에
접속

Œ

� Sibelius 음악 샘플을
시청 가능(Sibelius
Scorch를 사전에
www.sibelius.jo에서
다운로드 필요(무료))
�

검색의 팁:

GMO퀴즈!

검색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한정·확대가 가능합니다.

• TXISTU는 어떤 종류의 악기입니까?

불 연산자:										

• “your tiny hand is frozen"라는 라인은
어느 오페라의 일절입니까?

검색어 사이에 AND, OR, NOT을 넣어 검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필요한 정보 검색할
수 있습니다.
AND로 묶인 모든 용어를 포함하는 결과를 입수할 때에 이용(예: opera AND wagner)
OR로 묶인 어느 하나의 용어를 포함하는 결과를 입수할 때에 이용(예: rossini OR verdi)
NOTNOT은 나중에 지정하는 용어를 포함하지 않고 결과를 입수할 때에 이용(예: hiphop
NOT rap)

와일드 카드:
단어의 스펠링을 모르는 경우나 검색의 폭을 넓히고자 할 때에 ?나 *로 문자를 대용할 수
있습니다.
？로 1문자분의 대용이 가능(예：s?ng는 sing、 song등을 검색）
* 는 복수분의 문자 대용이 가능(예：music*는 musician、musical、musicology등을 검색）

구문검색:

•b
 eethoven은 어떤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최신정보
What’s New 페이지에서 최신 업데이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문의해 주십시오.
www.oxfordmusiconline.com

특정 구문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구문을 인용부호" " 로 표시합니다.
(예: "the phantom of the opera")
www.oxfordmusiconline.com에서는 기타 학습자료, 온라인 튜터리얼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rove Music Online 에 대한 접속방법이나 이용에 관해 불명확한 점이 있으시면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