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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도서관 김승우

음악도서관 사서로서의 단상 
- 음악적 교양과 참고 서비스의 질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음악도서관이 개관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개관 후 첫 번째로 

실무 책임을 맡게 된 사서로서 그간 음악도서관에서의 소회를 간단히 적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한 문헌정보학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별도로 음악학을 가

르치지 않기 때문에 음악적 교양 내지 지식은 혼자서 길러야만 합니다. 의학이나 법학 분야의 전문도

서관은 국내에 많이 있어서 간헐적으로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등에서 전

문지식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국내 한 대학에서 예컨대 법학, 한

문학 등 해당 주제에 대하여 학부 전공자를 뽑아 사서로 채용한 다음, 이후 대학원 과정에서 문헌정

보학 교육을 받게 하는 기발한 역발상을 시도한 적 있으나 이것 역시 최근 사라졌다고 합니다. 따라

서 음악도서관에서 이용자 서비스와 장서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을 이른바 셀프로 다져야 합니다. 물론 청구기호나 인터넷 검색도 있고 이용자들이 사서보다 더 많은 

음악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이용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일을 

하다보면 전화를 통해서든, 직접 대면하든 이용자와의 대화와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용자가 

말한 바를 이해하지 못해 낯 뜨거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음악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

다. 질 높은 서비스는 차치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식은 필요하지만, 이용자가 

일개 직원 한 사람에 대하여 가진 인상이 서울대학교 전체 사서 직원에 대한 인상으로 확대되지 않을

까 하는 노파심에서라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분류·목록과 같은 테크니컬 서비스를 제외하고 그

동안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며 이용자 서비스적 관점에서 단상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도서관의 주 이용자는 당연히 음악대학 구성원이 많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악기와 악보

를 다뤄 왔을 겁니다. 국립국악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등 음악전문 중·고등학교에서 전문적으

로 음악을 공부한 학생은 당연히 타 전공자보다 더 많이 배웠을 것이고, 일반고를 졸업한 학생이더라

도 전공 분야이니만큼 음악에 관하여는 일가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학생들로 구성된 음악대학의 

학과에서 한 가지의 악기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이들이 다루는 이른바 클래식의 역사도 서양

의 경우 300년이나 되기에 한두 가지 악기나 베토벤 하나만 알고 서비스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여 업무를 해오면서 알아야 할, 또는 보다 질 높고 효율적인 이용자 참고 서비스를 위해서 갖추면 

더 좋을 지식 몇 가지를 분야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클래식 작곡가의 이름 및 시대 구분, 주요 작품 목록 

- 클래식 악보, 악기, 작품번호 등 용어에 대한 지식 

- 클래식 전문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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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 전문 인터넷 사이트 

- 국악 연주자 및 악기에 대한 전반적 지식

1. 클래식 작곡가의 이름 및 시대 구분, 주요 작품 목록

클래식 음악사를 꿰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바로크부터 현대까지의 주요 작곡

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 음악을 즐기는 이라면 감상 중인 음반에 들어있는 소책자라도 

읽어서 지식을 쌓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음악을 들어도 이 음악이 저 음악 같고 지루하기만 한 것이 

다 똑같다 싶은 사람이라면 소위 쌩으로 공부하듯 파고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단 한 번도 찾지 않는 수천 명의 모든 작곡가를 알 필요는 없겠지만, 역사상 가

장 위대한 클래식 작곡가 100명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표 1] 참조). 예컨대 Ludwig 

Van Beethoven(1770-1827), Wolfgang Amadeus Mozart(1756-1791), Richard 

Wagner(1813-1883)가 있다면 이들의 이름과 어느 시대에 생존했는지,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정도

는 알아야 합니다. 굳이 이름까지는 몰라도 관행적으로 부르는 성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Richard 

Wagner를 리차드 와그너가 아니라 ‘리하르트 바그너’라고 읽는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겠지요.

시대 구분으로 음악사의 흐름을 나눈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작곡가를 알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접

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르네상스 음악(1400~1650), 바로크 음악(1650~1750), 고전주의 음악

(1750~1820), 낭만주의 음악(1820~1910), 인상주의 음악(1870~1915)을 대표하는 작곡가를 알아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각 시대별 음악적 특성 등을 알면 더 좋겠지요. 또한 요즘은 현대 작곡가의 

음악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래식 하면 떠오르는 시대뿐 아니라 20세기 초·중반의 현대음악

(1911~ )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현대음악의 주요 작곡가들인 스트라빈스키, 바르톡, 프로코

피에프, 쇼스타코비치, 브리튼, 본 윌리엄스, 코플랜드, 거쉰 등의 이름을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사람

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응대에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누군가 ‘바르톡 음악을 찾고 있는데요’ 했을 

때 바르톡을 작곡가 이름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알고 찾거나 되묻는다면 곤란하겠습니다. 요즘은 

브로드웨이 음악이나 크로스오버, 편곡 및 다른 포맷으로 나온 음악도 찾고 있으니 두루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작곡가를 알았다면 이들이 작곡한 주요 음악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들었을 때 ‘아! 이것은 누구

의 무엇이구나’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들이 작곡한 곡명이나 별칭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곡명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용자들이 이 규칙을 이용해서 본인이 찾고자 하는 자료

를 말합니다. 예컨대 ‘Ludwig Van Beethoven, Violin concerto D major, Op. 61’ 이 있다면, 

Beethoven은 작곡가 이름, Violin Concerto는 바이올린 콘체르토, 바이올린 협주곡 등의 장르, D 

major는 조성, Op. 61은 오푸스(Opus) 넘버, 즉 작품번호를 의미합니다. 이용 신청서도 위와 같이 

작성되기 때문에 이를 보고 이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덧붙여 곡의 

빠르기와 악장별 빠르기 등의 용어도 기본적인 것을 알면 이용자와의 대화와 검색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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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중에는 푸치니나 베르디 등 오페라 작품을 주로 쓴 작곡가도 있는데 이들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쓴 작품의 제목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작품명을 말하면서 자료를 찾아달라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가 이름으로 먼저 찾는 것이 더 찾기 수월할 때가 많습

니다. 서가에 배열할 때 먼저 장르별로 구분한 다음 작곡가별로 구분해서 배가하기 때문입니다.

2. 클래식 악보, 악기, 작곡가별 고유 작품번호 등 용어에 대한 지식

전공자가 아닌 이상 클래식 악보를 읽고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악보에 쓰인 조성이나 셈여림, 

편곡 등 음악 기초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자료 표제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비슷한 자료를 찾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 맞는 자료인지 아닌지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sharp, flat은 언어에 따라 

dièse, bémol, -is, -es 등으로 표기되며, major, minor도 dur, moll, majeur, mineur, 長調, 短

調 등 다양하게 표기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아노는 Pianoforte의 약자인데 미국이나 이탈

리아의 경우 이렇게 표기하지만, 독일어로는 Kiavier로 표기됩니다. 바순(Bassoon, Fagotto), 하프

시코드(Harpsichord, Cembalo) 등도 같은 악기지만 언어별로 표기가 다른 경우입니다. 더불어 관

현악에서 자주 쓰이는 악기의 이름 및 약어에 대하여 한국어뿐 아니라 영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어떤 스펠링을 쓰는지 알고 있어야 검색 결과의 정확률, 재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컨

대 pf는 피아노, vc는 첼로, ob는 오보에를 의미하는 약어입니다.

작품번호를 의미하는 Op.(오푸스, 오퍼스)는 작곡가별 작품 순으로 매겨지지만, 일부 작곡가는 이

를 표기하는 별도 표기가 있어 이를 알고 있으면 이용자와 대화하는 데 용이합니다. BWV(바하), 

Hob(하이든), HWV(헨델), KV(모짜르트), RV(비발디), WWV(바그너), Z(헨리 퍼셀) 등이 있습니다. 

 

3. 클래식 전문 출판사

이용자들이 자료를 찾을 때 많이 문의하는 것이, 특정 출판사의 악보 소장 여부입니다. 주로 서양에

서 발행한 악보를 찾는데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출판사의 자료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헨

레판 모차르트 피아노 콘체르토 23번을 찾는데요? 다른 출판사 것은 있는데 헨레판이 필요해서요.’

와 같이 문의합니다. 

출판사에 대한 정보는 수서에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이용자가 말하는 자료를 인지하고 검색하기 위

해 필요합니다. 출판사 별로 특정 분야 악보만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간

단히 회사명만 언급하겠습니다. 독일의 Barenreiter, G. Henle, Breitkopf & Härtel, Edition 

Peters, Musikverlag Dr. J. Butz, Schott Music, 영국의 Boosey & Hawkes, 이탈리아의 Casa 

Ricordi, Suvini Zerboni, 미국의 Edwin F. Kalmus, 오스트리아의 Wiener Urtext Edition 정도

를 기억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한편, 국내 출판사를 일별하면  대한음악사, 음악플러스, 중앙아트 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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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출판사에서는 음반을 출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반은 음반만을 주로 취급하는 메이저 레이

블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도이치 그라모폰, 데카(구. 필립스), EMI, 아르히브, 낙소스, 소

니뮤직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용자들이 원하는 음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클래식 전문 인터넷 사이트

음악도서관에는 2만여 책이 넘는 악보가 있습니다만 새롭게 출판되거나 미소장 악보의 경우 희망도

서 제도를 활용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에서 소장까지 시간이 소요되기에 바로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저작권 문제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악보들을 인터넷에서 탐색하여 서비스해야 할 경

우도 많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연구를 위하여 오픈액세스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imslp.org/wiki/Dae_moon

imslp.org/wiki/IMSLP:Other_music_score_websites

www.cpdl.org

www.cmme.org

vc.lib.harvard.edu/vc/deliver/home?_collection=scores(18-19c)

http://gallica.bnf.fr

www.juilliardmanuscriptcollection.org

www.themorgan.org/music

www.mutopiaproject.org

www.gutenberg.org/browse/categories/4

https://opac.rism.info/

www.sheetmusicfox.com

urresearch.rochester.edu

www.free-scores.com/ 

artsongcentral.com/ (성악)

library.duke.edu/digitalcollections/quartets (현악)

www.diamm.ac.uk (중세)

www.musedata.org (18-19c)

www.bach-digital.de (바흐)

dme.mozarteum.at (모짜르트)

www.schubert-online.at (슈베르트)

imslp.org/wiki/Dae_moon
imslp.org/wiki/IMSLP:Other_music_score_websites
www.cpdl.org
www.cmme.org
vc.lib.harvard.edu/vc/deliver/home?_collection=scores(18-19c)
http://gallica.bnf.fr
www.juilliardmanuscriptcollection.org
www.themorgan.org/music
www.mutopiaproject.org
www.gutenberg.org/browse/categories/4
https://opac.rism.info/
www.sheetmusicfox.com
urresearch.rochester.edu
www.free-scores.com/
artsongcentral.com/
library.duke.edu/digitalcollections/quartets
www.diamm.ac.uk
www.musedata.org
www.bach-digital.de
dme.mozarteum.at
www.schubert-onlin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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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악 연주자 및 악기에 대한 전반적 지식

음악대학에는 국악 전공자들도 많은 편입니다. 이들의 자료 이용 행태 역시 서양 음악 전공 학생들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국악기를 구분할 수 있거나 곡명 및 작곡가 이름을 알면 좋습니다. 서양음악에 

비하여 국악의 자료는 소장 자료가 적거니와 작품 수 역시 많지 않습니다. 주로 멀티미디어 녹음자료

나 연주자별 자료를 찾는 경우가 많아 연주자, 특히 명인들의 이름이나 판소리 유파와 명창 등에 대

하여 교양 수준으로 알고 있을 경우 참고서비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대넓얕(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시리즈가 폭발적으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 사

서야말로 얇지만 넓은 주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바코디언’1이 되지 않기 위해

서라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도서관에서 참고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본 교양 지식에 대하여 

나열해 보았습니다. 음악도서관은 필요한 악보가 있는 도서관을 넘어서 2022년 리모델링을 통해 더

욱 찾고 싶고 친근한 도서관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 1   유명 클래식 작곡가 100명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Hildegard von Bingen 1098-1179 Anton Bruckner 1824-1896

Leonin 1135-1201 Bedrick Smetana 1824-1884

Perotin(Perotin the Great) 1160-1225 Johann Strauss II 1825-1899

Guillaume de Machaut 1300-1377 Johannes Brahms 1833-1897

Guillaume Dufay 1400-1474 Alexander Borodin 1833-1887

Josquin Des Prez 1440-1521 Camille Saint-Saens 1835-1921

Thomas Tallis 1505-1585 Georges Bizet 1838-1875

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1525-1594 Modest Mussorgsky 1839-1881

Roland de Lassus 1532-1594 Pete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William Byrd 1539-1623 Antonin Dvorak 1841-1904

Tomas Luis de Victoria 1549-1611 Jules Massenet 1842-1912

Giovanni Gabrieli 1554-1612 Edvard Grieg 1843-1907

John Dowland 1563-1626 Nikolai Rimsky-Korsakov 1844-1908

Don Carlo Gesualdo 1566-1613 Gabriel Faure 1845-1924

Claudio Monteverdi 1567-1643 Leos Janacek 1854-1928

Orlando Gibbons 1583-1625 Edward Elgar 1857-1934

Heinrich Schutz 1585-1672 Giacomo Puccini 1858-1924

Jean-Baptiste Lully 1632-1687 Gustav Mahler 1860-1911

Dietrich Buxtehude 1637-1707 Hugo Wolf 1860-1903

1 사서의 일은 바코드 찍는 것뿐이라는 의미로 사서를 얕잡아 부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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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angelo Corelli 1653-1713 Claude Debussy 1862-1918

Henry Purcell 1659-1695 Richard Strauss 1864-1949

Francois Couperin 1668-1733 Jean Sibelius 1865-1957

Antonio Vivaldi 1678-1741 Carl Nielsen 1865-1931

Georg Philipp Telemann 1681-1767 Alexander Glazunov 1865-1936

Jean-Philippe Rameau 1683-1764 Erik Satie 1866-1925

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Ralph Vaughan Williams 1872-1958

George Frideric Handel 1685-1759 Alexander Nikolayevich Scriabin 1872-1915

Domenico Scarlatti 1685-1757 Sergei Rachmaninoff 1873-1943

Giovanni Battista Pergolesi 1710-1736 Arnold Schoenberg 1874-1951

Christoph Willibald Gluck 1714-1787 Charles Ives 1874-1954

Carl Philipp Emanuel Bach 1714-1788 Gustav Holst 1874-1934

Joseph Haydn 1732-1809 Maurice Ravel 1875-1937

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 Manuel de Falla 1876-1946

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Ottorino Respighi 1879-1936

Carl Maria von Weber 1786-1826 Bela Bartok 1881-1945

Giacomo Meyerbeer 1791-1864 Igor Stravinsky 1882-1971

Gioacchino Rossini 1792-1868 Anton Webern 1883-1945

Franz Schubert 1797-1828 Alban Berg 1885-1935

Gaetano Donizetti 1797-1848 Serge Prokofiev 1891-1953

Vincenzo Bellini 1801-1835 Darius Milhaud 1892-1974

Hector Berlioz 1803-1869 Paul Hindemith 1895-1963

Mikhail Glinka 1804-1857 George Gershwin 1898-1937

Felix Mendelssohn 1809-1847 Francis Poulenc 1899-1963

Robert Schumann 1810-1856 Aaron Copland 1900-1990

Frederic Chopin 1810-1849 William Walton 1902-1983

Franz Liszt 1811-1886 Dmitri Shostakovich 1906-1975

Richard Wagner 1813-1883 Olivier Messiaen 1908-1992

Giuseppe Verdi 1813-1901 Samuel Barber 1910-1981

Charles Gounod 1818-1893 John Cage 1912-1992

Cesar Franck 1822-1890 Benjamin Britten 1913-19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