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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Street Press 소개 

Alexander Street Press사는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전자
자료 출판사입니다. 주로 대학 도서관이나 공공 도서관 
등의 학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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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 in Video 소개 

•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오페라로  

손꼽히는 오페라 공연 비디오 스트리
밍 자료 

 

• 최고의 오페라 기획사에서 공연한 작
품과 특정 오페라, 작곡가, 극단에 대
한 다큐멘터리 

 

• 음악 역사나 오페라 관련 논문, 수업
시간에서 가장 흔히 연구하게 되는 

작품들의 개요 

 

• 시대별, 오페라 극장별, 지휘자별로 

전 세계에서 공연되는 대다수의 공연
과 무대를 통하여 무대 디자인, 가창
기술, 배역, 음악해석 등의 분석 가능 



Home 

Browse (목차검색) 
- Titles: 자료명 (ABC 순)  
- Instruments: 악기 
- Performers / Ensembles:  
   가수 및 오페라극단, 연주단 
- Time Periods: 시대별 
- Publishers: 제작사 및 출판사 
- Composers: 작곡가 
- Genres: 장르 
- People: 인명 

Search: 검색어 입력하여 실행하는 단순검색  

Advanced Search: 상세 검색  



Browse 

 
결과 리스트 인덱싱 
- Composer: 작곡가 
- Director / Producer: 감독, 제작자 
- Conductor: 지휘자 
- Soloist / Performer: 가수, 성악가 
- Ensemble: 연주단 
 

보고자 하는 
세션의 비디오 
클릭 



Search 

 
 Advanced Search (상세검색) : 검색어 필드에        
 키워드를 넣어 검색  
 
Words Anywhere: 검색 키워드 
Fulltext / Transcripts: 트랜스크립트에 포함된 
키워드 검색 
Composition: 작품명 
Work / Opus No.: 작품번호 
Title and Series: 작품명 및 시리즈 
Author / Creator: 작곡가, 프로듀서  
Soloist / Performer: 솔로이스트, 가수 
Ensemble: 연주단 
Genre: 쟝르 
Instrument: 악기 
Subject: 주제별 
Publisher: 출판사 및 제작사 
Catalog Number: 카탈로그 번호 
Time Period: 시기별  
Content Type: 콘텐트 종류 
Original Language: 원래 언어 
Subtitle Language: 자막 언어 
Date Published / Released: 소개된 연도 
Place Published / Released: 제작 장소 
 



오페라 공연 비디오 장면 

동영상 재생과 이용에 따른 기능 

-Details: 비디오에 대한 간략  
  서지 정보  
- Tracks: 전체 비디오를 부분 
   으로 나누어 원하는 부분 선 
   택 가능      
- Transcript: 비디오 화면의                         
   트랜스크립트 보기 



상세검색 

② 북마크: 동영상 시청한 부분까지 표시  
③ TOC: 썸네일. 짧은 시간 단위로 구성된 화면 중 원하는 부분으로 바로 가기 선택 
④ 화면구성 선택: 화면 왼편, 위, 전체 보기 가능  

① 

① Clip: 동영상 하단의 아이콘 중 가위모양 클릭하면 동영상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저장하여 이용가능 (개인개정 필요) 

① ③ ② ④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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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이용하여 링크 보내서 다른 이용자와 내용 공유 
- Add to playlist: 개인개정에 저장하기  
② 다른 웹사이트에 붙일 수 있는 링크 보기 
③ Add to Selected Items: 선택한 동영상 선택하여 임시 
저장하기  
④ Send to Mobile: 버튼을 클릭하면 볼 수 있는 QR 코드나 
링크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동영상 보기 

② ③ 
① ④ 



감사합니다. 

http://search.alexanderstreet.com/opiv  

http://search.alexanderstreet.com/dai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