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ical Scores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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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Street 소개
Alexander Street 사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자자료 출
판사입니다. 주로 대학 도서관이나 공공 도서관 등의 학
술교육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hropology (인류학)
Black History & Literature (흑인 역사 및 문학)
Counseling & Therapy (카운셀링 및 상담치료)
Literature (문학)
Music (음악)
Performing Arts, Theatre & Film (공연예술, 연극 & 영화)
Religion (종교)
Social & Cultural History (사회 및 문화 역사)
Sociology (사회학)
Women’s History & Literature (여성 역사 및 문학)

Classical Scores Library 소개
• 클래식 음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작품의 악보자료

• 클래식 음악 악보로 구성된 최초
의 데이터베이스로 오케스트라,
실내악, 오페라, 성악곡, 솔로 연
주곡, 합창곡 등의 악보 검색 가
능
• 작곡가, 장르, 시대, 악보 형태,
악기, 언어, 작곡날짜, 출판사 등
을 포함한 다양한 검색 필드를
이용하여 검색 가능

Classical Scores Library : Volume. I
• 주로 서양 고전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로 손꼽히는 이
들의 음악 포함

• 주요 출판사: Boosey and Hawkes, University Music
Editions의 마이크로 필름시리즈, Edition Peters, A-R
Editions 등
• 주요 작곡가: 모차르트, 리스트,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베토벤,
라흐마니노프, 하이든, 슈베르트, 바흐, 슈만, 헨델, 쇼팽 등
• 저작권이 있는 자료와 소멸된 자료 모두 포함
• 17세기~19세기 프랑스 오페라 컬렉션인 “Barry S. Brook
Center 포함 (100여개에 달하는 악보)

Classical Scores Library : Volume. II
• Classical Scores Library : Volume I vs. Volume II
첫 번째 컬렉션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과 전 세계에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으며 현존해 있는 주요 작곡가의 작품 및 잘 알려
지지 않았으나 종종 연구되고 있는 곡의 악보 제공
• 주요 작곡가: Biasutti, Michele / Dixon, Hugh / Ford,
Andrew / Hodge, Huck / Kotchie, Jocelyn /
Paviour, Paul / Schultz, Andrew / Tiutiunnik,
Katia 등

• 주요 출판사: Australian Music Centre, Garland Publishing,
Privately Published, Taukay Edizioni, Musicali,
Riverside Modern Editions, Wirripang

Classical Scores Library : Volume. III
• Classical Scores Library: Volume I & II vs. Classical
Scores Library: Volume III
- 첫 번째와 두 번째 컬렉션에 포함되지 않은 유명 악보 출판
사의 최근 자료 위주로 제공
-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은 자료로 구성
• 주요 출판사: Chester Music, Novello and Company, Faber
Music, Wilhelm Hansen, Donemus 등
• 주요 작곡가: Meijering, Chiel / Badings, Henk / Tavener,
John (Kenneth) / Nø rgård, Per / Straesser,
Joep / Manneke, Daan / Andriessen, Jurriaan
/ Purcell, Henry / Smallman, Jeff 등

Classical Scores Library : Volume. IV
• Classical Scores Library: Volume I, II & III vs. Classical
Scores Library: Volume IV
-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컬렉션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명 악
보출판사의 20세기와 21세기 현대 작곡가 음악 다수 포함
- 저작권이 소멸되지 않은 자료

• 주요 출판사: Donemus, Novello & Company, Wilhelm
Hansen, Chester Music, Wirripang, Paterson's
Publications, Cimarron Music Press, J. Curwen
& Sons 등
• 주요 작곡가: Koetsier, Jan / Brewaeys, Luc / McGowan,
Ned / Oelbrandt, Kris / Flothuis, Marius / Voormolen,
Alexander / Samama, Leo / D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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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earch: 상세 검색

Browse (목차검색)
- Titles: 곡명 (ABC 순)
- Genres: 장르별
- Instruments: 악기별
- People: 인명
- Publishers: 출판사 및 제작사
- Time Periods: 시대별
- Composer: 작곡가

Browse

타이틀 검색

원하는 악보
를 선택하여
클릭

결과 리스트 인덱싱
- Composer: 작곡가
- Publishers: 출판사 및 제작사
- Date Published / Released:
출판되거나 알려진 해
- Date Written/Recorded: 작곡되거나
쓰여진 해
-Time Periods: 시대별

Search

Advanced Search (상세검색) : 검색어 필드에
키워드를 넣어 검색
Words Anywhere: 검색 키워드
Fulltext/Transcripts: 전문/트랜스크립트 검색
Composition: 작품명
Work / Opus No.: 작품번호
Title and Series : 타이틀과 시리즈
Author / Creator: 작곡가, 지휘자, 프로듀서
Soloist / Performer: 솔로이스트, 연주자
Ensemble: 연주단
Contributor: 기고자
Genre: 쟝르
Instrument: 악기
Subject: 주제별
Publisher: 출판사 및 제작사
Catalog Number: 카탈로그 번호
Collection: 컬렉션 분류
Format: 제공 형태
Time Period: 시대별
Score Type: 악보종류
Content Type: 콘텐트 종류
Original Language: 원어
Subtitle Language: 자막언어
Date Published/Released: 출판일/출시일
Date Written/Recorded: 제작일/기록일
Place Published / Released: 출판 장소
Place Written/Recorded: 제작 /기록 장소
Sort Results by: 검색 결과 분류

Scores

①

②

③

④
① 악보 단면/양면/Thumbnails/일렬
정렬
② + / - (스크린 상에서의 악보 크기
변화)
③ 페이지 넘기기
④ 악장 선택

Scores
상세검색
①

②

③

OPTIONS
①
-

Cite
Format list for citation: 원하는 형태로 인용 자료 보기
Email list: 인용문 이메일 보내기
Print: 인용문 출력하기
Export list: 인용문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형태로 보내기
Save list: 인용문 저장하기
Share List: SNS 이용하여 링크 보내서 다른 이용자와 내용
공유
- Playlist: 개인 계정에 저장하기
② 다른 웹사이트에 붙일 수 있는 링크 보기
③ Selected Items: 선택한 동영상 선택하여 임시 저장하기

개인계정 이용하기
①

을 누르고
 ‘Create new account’에서 만든
개인 username과 password를 입력
로그인하여 개인 playlist를 이용

②
③

http://search.alexanderstreet.com/shmu

감사합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2로 51 서울숲 한라시그마밸리 1007호
Tel: 02-720-8950~1 sales@gd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