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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이연구는DDC의주된성공요인 의하나인DDC간략 에 한변천과정 특성을분석하는데목 이

있다.이를 해DDC완 과간략 에 한 체 인 련성을바탕으로두 간의발행년도 물리 인

특성을포함한 비교표를제시하 으며, 부터최근 인 제14 에이르기까지 별 개내용과특성을

분석하 다. 한 DDC 간략 에서 사용되고 있는 4개 보조표의 도입 시기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and features of the abridged D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one of the main factors for DDC's success. For the study, a

comparison table including the publication years and the physical features has been presented

based on the gen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full edited DDC and the abridged DDC. In addition,

the contents and features have been analyzed from the first to the latest (14th) edition. Lastly,

the time of introduction of four supplementary tables used in the abridged DDC and its

development have been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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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목 방법

Melvil Dewey에 의해 창안된 DDC는 1876

년 이 발간된 이래 개정작업을 거듭하여

제22 까지 간행된국제 인분류표로서, 존

하는 분류표 에서 세계 으로 가장 리 이

용되고있다. 재 135개국이상의도서 에서

DDC를 채택하고 있으며, 60개국 이상의 국가

서지에 DDC 분류기호가 부여되는 것은 물론,

30개국이상의언어로번역되어사용되고있다.

한 WorldCat이나 OCLC Online Union

Catalog 등을 포함한 모든유형의 도서 들이

매일 DDC 기호를사용하며, 다양한방법을통

해그기호들을공유하고있다. DDC는 한웹

상의자원을 한 라우징매커니즘으로도사

용되고 있다.

DDC가지난 1세기이상동안국제 표 분

류표로서의입지를확고하게유지할수있었던

요인은간단한기호법의사용과탁월한조기성,

우수한상 색인, 분류표를보호·육성할수있

는 담기 의설립과 지속 인 개정 활동 등

을꼽을수있으며, 여기에DDC 간략 의발행

도큰몫을담당하고있다. 1895년 이발행

된DDC 간략 은학교도서 과소규모도서

들의 축약 에 한 강력한 요구에부응할 목

으로설계되었다. 재제14 까지발행되었

으며, 미국이나캐나다의장서량이 20,000권 이

하인작은 도서 , 공공도서 , 그리고학교도

서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DDC의 주된 성공요인 의 하나

인 DDC 간략 에 한변천과정 특성을분

석하는데그목 을두고있다. 실제 국내외를

막론하고 DDC 완 에 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과측면에서이루어지고있으나, 간략 에

한연구는미비한실정이다. 특히 국내의어

린이도서 이나학교도서 등에서 KDC 용

상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해 KDC를

임의로변형 는간략화하여사용하고있으며,

분류연구분야에서도 등학교 고등학교

를 한 KDC 간략 개발과같은연구가활발

히진행되고있어 DDC 간략 에 한분석은

필수 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를 한 구체 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DDC 완 과간략 에 한 체 인

련성을바탕으로두 의발행년도 물리

인 특성 등 별 황을 비교표로 제시하 다.

둘째, 1895년에 출 된 부터 가장 최근

인 제14 에 이르기까지 DDC 간략 체

를 상으로 별 개내용과특성을분석하

다. 이를 해개별간략 의형태 인특성에

한분석은물론, 이 과의비교나해당완

과의 비교를 시도하 다.

셋째, DDC 간략 의보조표형성과변천과

정을분석하 다. 보조표는 자료분류체계

에서본표의 기호들을보완해 주는 주된 장치

로서, DDC 간략 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조표

4개의 도입시기와 변천과정 그리고 완 의

그것들과를 비교 분석하 다.

참고로간략 의특성 일부는그 본이

되는완 의특성이기도하여 DDC 개정 이

간행될 때마다 그것에 한 연구와 논의가이

미수행되어왔다. 특히 최근에간행된 일수

록 이러한 성격이 강하게 발견되어지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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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그러한 공통 특성을 두 간의

한 련성을보여주는간략 의 특성으로

간주하여 모두 기술하 음을 밝 둔다.

1.2 선행연구

DDC에 한지 까지의연구동향을살펴보

면 체로 DDC의 본표, 보조표, 조기성, 임의

규정, 주기, phoenix표등 DDC의구조 특성

에 한연구이거나 별 주류별특성분석,

그리고 특정 주제 분야의 학문체계분석을 바

탕으로 DDC를 포함한 여타 분류표들을 비교

분석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는연구가많이수

행되고있다. Comaromi(1976), 이창수(1986),

오동근(2001), 이명규와김정 (2003), 남태우

(2009) 등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KDC의경우, DDC와같이간략 자체

가 발간되어 있지 않아 주로학교도서 을

한 간략 개발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고있으며, 이윤선(2002), 김정 (2006), 추선

희(2008) 등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DC 간략 의

개발이나 DDC 완 에 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와 내용 인측면에서활발히이루어지고

있으나, DDC 간략 에 한연구는거의이루

어지지않았으며, 간략 을 상으로 부터

최신 까지의변천과정 특성을분석한연구

는 이 연구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2. DDC 완 과 간략

미국Amherst 학도서 의장서와목록을

배열하기 한 도구로 창안된 DDC는 1876년

이 발행된 이후, 개정작업을 거듭하여

2003년에는제22 을 간행하게되었으며지

도 계속 수정․보완되고 있다. 130년 이상의

주기 인내용갱신으로 DDC의물리 인측면

에도큰변화를주었는데, 이서문 12쪽, 본

표 12쪽, 색인 18쪽 등 모두 42쪽의 소책자로

발행되었던반면에최신 인제22 은 본표만

도 2,318쪽에 달하며, 총 4권으로구성된방

한 분량으로 성장하 다.

한편 DDC 간략 은장서가 20,000권이하인

소규모 도서 과 장서량의 성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상되는도서 들의강력한요구에따

라출 되었다. 특히, 1959년과 1965년에 각각

발행된간략 제8 과 제9 에서는간략 을

사용하기에가장 합한도서 의종류를아래

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소규모 공공도서 , 단과 학 도서 , 단

기 학도서 : 보다세분화된분류표를

필요로 하는 특수 분야의 장서를 갖지는

않지만다양한장서를소장한도서 에서

유용하다.

•독립 인단 로운 되는분 이나청소

년 장서에 유용하다.

•학교도서 : 과학기술고등학교와 같이

많은양의특별장서를소장한학교를제

외한모든규모의학교도서 에유용하다.

•특수도서 : DDC 완 이나자신들의

문성을 해특별히세분된분류체계를

사용하는 특수도서 들 조차도 간략 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 규모도서 : 일부주제분야에서상



38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 2009

으로 은 양의 장서를 소장한 규모

도서 은 그 분야에 해서는 간략 을

선호한다.

•사립도서 이나 개인도서 : 개인이 소

장한 가제식 클리핑 스크랩 자료, 버티컬

팜 렛자료, 그리고 서지인용 카드 일

등을 조직하는데 간략 이 유용하다.

이외에도의도된목 은아니지만, 간략 은

일반 인분류의이론과실제에 한교육, 특

히 DDC 교육을 한도구로서의역할도충실

히감당하고있다(Dewey 1965, 1). DDC 완

과간략 의 별변화를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보는바와같이, DDC 간략

은완 제5 이 간행된이듬해인 1895년

에간행되었다. 이후, 완 이제6 에서제10

까지 5회에 걸쳐 개정되는 동안 간략 은

1912년과 1921년에 각각 제2 과 제3 을 발

행하 다. 이때까지만해도간략 은완 들

사이의 간에발행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두 의 계도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간략 제11 의 서문에서도 “처음에

는 간략 이 완 을 따를 필요성을 느끼지

DDC 완 DDC 간략

차 발행년도 본표면수 색인면수 계 차 발행년도 본표면수 색인면수 계 편집책임자

1 1876 10 18 44

2 1885 176 86 314

3 1888 215 185 416

4 1891 222 186 471

5 1894 222 186 471 1 1895 50 118 192 Melvil Dewey

6 1899 255 241 612

7 1911 408 315 779 2 1912 50 125 199 Melvil Dewey

8 1913 419 332 850

9 1915 452 334 856

10 1919 504 358 940 3 1921 50 118 182 E. M. Seymour

11 1922 539 366 990

12 1927 670 477 1243 4 1929 50 119 184 J. D. Fellows

13 1932 890 653 1647 5 1936 54 125 196 J. D. Fellows

14 1942 1,058 796 1927 6 1945 82 247 343 C. Mazney

15 1951 467 191 716

15 rev 1952 467 400 927 7 1953 126 174 315 G. Dewey

16 1958 1,313 1,003 2439 8 1959 195 255 495 B. A. Custer

17 1965 1,132 633 2153 9 1965 260 256 594 B. A. Custer

18 1971 1,165 1,033 2718 10 1971 242 175 529 B. A. Custer

19 1979 1,574 1,217 3385 11 1979 343 164 618 B. A. Custer

20 1989 1,804 726 3388 12 1990 435 171 857 J. P. Comaromi

21 1996 2,205 1,207 4037 13 1997 581 216 1023 J. S. Mitchell

22 2003 2,318 923 3983 14 2003 806 232 1050 J. S. Mitchell

<표 1> DDC 완 과 간략 의 별 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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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으나, 1929년 제4 이 간행된이후부터두

과의 한 련성은 행이되었다(Dewey

1979, 1)”고밝히고있는것과같이, 제4 이후

부터는제15 을제외한완 에 해간

략 을발행하고있다. 한발행시 을살펴보

더라도제4 부터는 완 이발행된 이후 2-4

년내로간략 이발행되다가, 제7 이후로는그

간격이더욱짧아져수개월내지 1년이내에각

각의 완 에해당되는 간략 이발행되고 있

어두 간의 한 련성을추정할수있다.

특이사항으로 간략 제7 은 완 제15

개정 을 본으로삼고있는데, 그것은표

을지향하여분류표의 폭 인축소와

인용어로의변화를모색하 던제15 의

실패로인해 1년여만에개정 을내게된상황

에서 기인한다.

다음으로완 과간략 사이의간략화수

방법을 최신 을 기 으로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최신 인 간략 제14 은

완 제22 에 응되는 으로 본표가 651

쪽에 단권으로발행되었으며, 양 으로비교하

면 DDC 간략 이완 에비해 1/4정도의수

이다. 본표상의일반 인간략화는요목까지

의 개구조와분류항목은동일하게하고세목

부터분류항목을변경시키거나 생략하고있는

데, 기계 인변경과생략이아닌논리 단

이 이루어진다. 즉, 세목부분이변경된경우에

는 한 분류주기 를 들어 표목아래 종속

인주제를표시하는포함주기와표목의의미

와범 를지시해주는정의주기를사용함으로

써변경된분류항목에 한이해를돕고있다.

3. DDC 간략 의 변천과정과 특성

3.1 DDC 간략 의 별 개내용과 특성

1895년에 출 된 DDC 간략 부터 가

장최근 인 제14 까지의 주요 변화 특성

을 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제1 - 제2

DDC 간략 은 서문 22쪽, 본표 50쪽,

색인 118쪽으로모두 192쪽이며, 완 의 40%

정도의 수 으로 발행되었다. 완 제5 과

비교하여그특징을다음세가지로요약할수

있다.

첫째, 서론의 역할을 하는 설명부분은 간략

의발행목 과간략 용분류기호의완

한분류기호로의변경가능성에 한언 이외

에는완 의설명과서론부분의내용을요약

하고있다. 주로 DDC의기본체계에 한설명,

사용방법, 도서 에서 용가능한변형, 기타

도서 이외에서의분류표이용등이해당된다.

둘째, 분류기호가 주어진 항목은 1,100여개

정도로 몇 개의 분류기호만이 세 자리 숫자를

넘고있으며, 그것들 부분은지역항목들이다.

따라서본표에 한 체 인개요표도완

에서는 1,000 구분표까지마련되어있는반면에,

간략 에서는 100 구분표까지로한정되어있다.

셋째, 완 제5 은 색인 다음에 보조표

형식의특별한표1)가주어져있고그것을이용

한 ‘divide like’ 형식의기호 합성이가능한데,

이러한 기법은 완 제2 (1885)에서부터

1) 완 제5 에서 제시된 보조표 형식의 특별표는 재의 보조표와는 다소 상이하며, 지리구분이 가능한 주제구

분표, 형식구분표, 국어구분표, 언어공통구분표, 문학류 분류를 한 국어구분표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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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간략 에서는

특별한 표나 기호의 합성에 한 어떠한 표시

와 설명도 찾아볼 수 없다.

1912년에발행된간략 제2 은추가색인을

별도의지면인 ‘색인보유’에 실은 과분류항

목의 문자법의변경, 그리고20개가되지않는

본표상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과 동일하다.

2) 제3 - 제6

간략 제 제3 (1921)의 특징은 간소화로

표 할수있다. 먼 서론부분은특정개념에

한설명을 이거나더이상필요없다고

단되는 부분들을제외시킴으로써 24쪽에서 12

쪽으로축소되었다. 본표내에서는간단한분류

용어로구성된나라별구분을다단으로편집하

거나 반복 인 항목의 개를 생략하는 신

기호합성의주기를설치함으로써그양을 이

고있다. 특히 3 에서채택된기호합성은보조

표를사용하지않고본표의다른부분으로부터

의 합성을 지시하는 가장 기 인 형태로서,

아래 <그림 1>과같이합성된분류기호 시와

‘like’를 사용하여 지시하고 있다. 그 종류로는

040-070을 세분하지않고 030처럼분류하라는

주기, 200-400, 700, 900 등의 요목들을 101-

109처럼분류하라는주기, 430-480의요목들을

421-429처럼 분류하라는주기그리고 820-860

과 880의 요목들을 811-818처럼 분류하라는

주기등으로지역, 형식구분, 언어 문학에서

의 공통구분이 부이다.

1929년에발행된제4 은제3 과동일 이

라 할 만큼 변화가 거의 없지만, 제5 에서는

서론부분에 ‘form distinctions’와 ‘divided like’

에 한개념이등장하 다. ‘form distinctions’

는 과 제2 에서 존재하다가 제3 과 제4

에서는 제외되었던 개념으로, 표 세구분표

의이 명칭인 ‘form division’에 해당된다. 제

5 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개념은 과 2

의기본 인설명과는달리본문내에 9개의주

된 항목이 열거되어 있으며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주제에나 부가할 수 있음을

밝히고있어형식구분의본격 인 용이가능

하도록하 다. 아울러 ‘divided like’에서는기

호합성이가능한주제들을열거하고그 시를

제시함으로써본표내에특별한주기가없는주

제들이라도 추가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하 다.

실제로본표내에는기호합성을 한주기가설

정되어있지는않으며, 설명부분의일부내용

을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200 Religion in general

201 Filosofy, theories; 202 Compends, etc. like 101-109

<그림 1> DDC 간략 제3 본표내의 ‘like’ 시

016 and 375 may be divided like full classification ; e.g. Bibliografy 

of engineering 016.62, Political science in the curriculum 375.32 

<그림 2> 간략 제5 ‘divide like’ 설명 부분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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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표상의주목할만한변경은‘159.9 Psychology

(Alternative scheme)’의 설정과그것의색인

이다. 159.9는 130(Mind and body)과 150

(Psychology)을 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안분류체계로서, 하 에 24개의항목으로구성

되어있다. 한분류표바로다음에해당색인

을 제시하여 안 분류표의 용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간략 제6 (1945)은 서론이 더 간소화된

반면에본표와색인등 체규모가상당히증

가하 다. 그 이유는 제6 이 DDC 완 제

14 을 본으로 삼았기 때문인데, 완 제

14 은 “그 내용이방 하고정 하게분류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도서가 없는데도 단순히

개념 으로만 정 한 항목 개를 하여 필요

이상의 지나친 개로 실용성이 없다(이병수

1977, 102)”는 비 을 받았다. 따라서 간략

제6 에서도정치, 경제, 법률, 행정등의사회

과학류(300)와 의학, 공학 등의 기술과학류

(600), 그리고 건축, 조각, 회화, 오락 등의

술류(700) 등에서네자리까지의 개가상당

히많이이루어졌다. 한편제5 의심리학부분

에서 설정된 안분류체계는 삭제되는 신,

기존 안 분류표와 색인내에 포함된 요한

항목들을 130과 150에수용하는방식으로변경

되었다. 한 제5 의 서론에서부터 도입된

‘divide like’의 일부가 본표내에 구체화되어

221(Old Testament), 225(New Testament),

336.4-.9(Finance of special countries) 등에

서 기호합성의 주기가 신설되었다.

3) 제7 - 제9

제7 (1953)은 앞서언 한바와같이완

제15 개정 의간략 이지만당시 비

이던완 제16 의선구자로서의역할도감

당하도록설계되었다(Dewey 1953, v). 구성상

의특징으로는먼 7장서문을서론과는별개

로설정함으로써제7 만이 갖는편집상의 특

성과 의미를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은

최신 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개요표 다음

에 ‘form division’과 ‘Numbers divided like’를

별도의 지면에 제시하고 있다. 특히 ‘divide

like’에서 제시된 분류항목들 모두가 본표내에

서 련 주기를포함하고 있어 기호합성에

한 개념과 용이 보다 체계화되고 있음을알

수있다. 아울러본표내에서해당류가다른곳

으로 재배치된 경우 분류기호를 각 호([ ])

로 표시하는 방법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1959년에 발행된 제8 은 완 제16 의

간략 으로, 2,097개의 분류항목(완 의 항

목수는 17,928개)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특징

을요약하면첫째, 새롭게구성된서론부분이

다. 이것은 당시 여러 이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완 의 서론을 간소화 형식이다. 둘

째, 제시된개요표의수 이이 의 100 구분표

에서 1,000 구분표로증가하 다. 셋째, 매우

은 장서를 소장한 도서 에서 간략 을 보다

더 축소시킬 수있는 방법에 해 구체 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세목을 무시하거나기호를

짧게 하는 방법 이외에도 분류기호의 길이가

불규칙 인분야에서의축소방법을그 시를

통해자세히설명하고있으며, 이에 한구체

인 용을 해본표내에 ‘note A’와 ‘note B’

표시를주기로해주고있다. 이를나타내면 <그

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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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간략 제8 축소방법의 설명 일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소방법은

note A와 note B 두가지이다. note A는동일

수 의 토픽이지만 하 기호가 주어진경우에

사용되는데, 972의하 에배정된나라들을모

두 972로 분류하고자한다면하 기호의항목

들을삭제시키고 972의 표목의범 를확장시

키면 된다. 반면 note B는 하 토픽이지만 동

일수 의기호를갖는경우에사용된다. 의

시에서 712의하 토픽에주어진 713-719을

모두 712에 분류하고자한다면해당분류기호

를삭제하고그자리에모두 712를기입함으로

써 축소가 가능하다. 이상의 분류기호의 축소

방법에 한설명과본표내의해당주기는제9

이후로는찾아볼수없어일회 인시도로

그치고 말았다.

한편 2,530개의분류항목을갖는간략 제9

(1965)은완 제17 의특징을그 로보

여주고있다. 가장두드러진특징은기존의 ‘형

식구분’의 명칭을 ‘표 세구분표’로 변경하고

‘지역구분표’를 신설한 이다. 보조표에 ‘table’

이란명칭을사용하 기때문에본표의명칭은

‘tables’에서 ‘general tables’로 변경되었다.

한본표에서특수문자(‣)를 사용하여 련된

유사항목들의 연속 분류기호를 나타내주는

앙표목(centered heading)의 개념을본격

으로 도입하 다.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주기,

기호합성, 재배치 등의 용어를 최 로 사용하

다.

4) 제10 - 제11

1971년 발행된간략 제10 의 가장큰특

징은가히 모험이라고 부를만한편집정책상의

새로운 시도이다. 즉, 간략 이소규모장서를

분류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 하다는

지속 인비난을고려하여그것의 본이되는

제18 과는 다소다른분류정책과분류기호를

갖도록 설계되었다는 이다. 따라서 간략

제10 은완 제18 의진정한간략 이라

기 보다는 개작된 형식으로, 이 (제9 )에

비해분류항목수나기호합성의기회가더 게

제공되었으며, 많지는않지만완 과는다른

기호가할당되기도하 다. 간략 제9 과 제

10 의 유별 분류항목수 기호합성을 통한

확장된분류항목수를비교하면 <표 2>와같다.

다른큰특징은기존의두개의보조표에

문학형식구분표와 언어공통구분표가 추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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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간략 제9 간략 제10 변경

항목수 확장항목수 항목수 확장항목수 항목수 확장항목수

000 125 3 128 6 +3 +3

100 140 0 134 0 -6 0

200 192 15 175 10 -17 -5

300 458 32 436 30 -22 -2

400 137 20 103 10 -34 -10

500 276 16 223 15 -53 -1

600 409 6 311 1 -98 -5

700 377 13 317 10 -60 -3

800 156 6 127 12 -29 +6

900 260 73 257 73 -3 0

계 2,530 184 2,211 167 -319 -17

보조표 308 1 331 1 +23 0

총계 2,838 185 2,542 168 -296 -17

<표 2> 간략 제9 과 제10 의 분류항목수 비교

출처: M. Dewey, 1971, Abridged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Ed. 10.

이다. 실제완 18에서는 5개가더추가되

어총 7개의보조표를구성하고있으나, 간략

에서는 2개만이 추가되었으며 이러한 행은

최신 제14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본표와 보조표의 명칭을 각각 ‘schedules’와

‘(auxiliary) tables’로 구분한 ,2) 기호합성의

지시를 ‘divide like’에서 ‘add ...’로 변경한 ,

재배치와사용이 단된기호표3) 완 제

18 과간략 제10 과의변형표를신설한부

분들은주목할만하다. 특히학문체계의변화

가 두드러진 주제 항목의 기번 기호는 그 로

남겨둔 채 세목의 개를 완 히 새로이 수정

하는 피닉스표(phonix schedule)가 도입외어

법학(340)과 수학(510)에서 용되었다.

DDC 이나온지 100여년이지난 1979년

에발행된간략 제11 은 통 인간략 의

모습으로 복귀되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간략 제10 은진정한의미의간략 이아니

었으며 그것은 보다 더 쉽게 소규모도서 의

요구를만족시킬수있으리라는기 에서비롯

되었다. 그러나 LC와같이 규모서지기 에

서생성한인쇄목록카드나MARC 테이 내의

DDC 기호에 용된 구분표시 기호가 이러한

역할을충분히수행하고있어더이상의변형이

필요하지않았다. LC 등에서 1967년이후시작

된 구분표시는 다양한 규모의 도서 들이 자

신들의목 을 해기호를조 할 수있도록

해주는데, 를 들어 301.29'56'073은 301.29,

2) 이 에서는 본표의 명칭을 tables, general tables 등으로 불 다.

3) discontinued numbers는 본표의 축소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호로서 간략 제9 에서 371.26-.27은 제10

에서는 371.2로 변경됨. 일반 인 재배치와 구별하기 해 asterisk(*)를 부기하여 [371.26-.27]* 로 표시되었으

며, 제11 부터는 schedule reductions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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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956 등으로조 이가능하며간소화를원

치 않는도서 들은 301.2956073을 그 로 사

용할 수도 있다. 이 밖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① 완 의 기호를 단함으로써 제외될

수있는많은수의주된토픽들을주기로보완

하기 해포함 범 주기를강화하 다. ②

제10 과 비교하여 사회과학류(300), 순수과

학류(500), 술류(700) 등에서상당한확장이

이루어져서, 세목수와기호조합의기회가증가

하 다. ③ 사회학(301-307), 정치과정(324),

지리구분표의 국(41-42) 등 세부분에서피

닉스표가 용되었으며, 요약표 바로 이 의

변경된 분류기호리스트에서변경된 분류항목

에 한제10 과제11 의분류기호를지시해

주고있다. ④ 재배치된항목의수는 203개(피

닉스표가 용된 분야들은 제외)로 제10 의

141개보다다소많은데이는앞서언 한편집

정책상의변화때문이다. 참고로제8 과제9

의 재배치 항목수는 각각 146개와 281개이다.

5) 제12 - 제13

DDC 간략 제12 은 완 제20 의 진

정한 간락 으로서, 제20 의 모든 이용자 편

의 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완 히 개정된

서론, 더설명 인주기와요약, 그리고이용자

들이본표를 해석하고 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매뉴얼등이간략 과의정확성과연계성

을 보증하기 해 필요한 범 내에서 모두다

시 작성되었다. 특히 매뉴얼은 완 제20

과 간략 제12 의 요한 특징인데, 이것은

1982년발행되어실무자와학생들에게매우유

익한자료로평가된이용자매뉴얼을후속 인

제20 의 일부로 포함시킨 것이다.

내용 인 변화를 살펴보면, 먼 780(음악)

에서완 개정이이루어졌으며, 004-006(데이

터 로세싱과 컴퓨터공학) 301-307(사회

학)에서상당한변경이일어났다. 여기에서완

개정은 간략 제10 (완 제18 )에서

도입된 피닉스표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이

에 한안내를 해매뉴얼부분의상세한설

명이외에도제11 과제12 과의 780 비교표

상당구분표(equivalence tables)를 설정하

고 있다. 상당구분표의 일부 를 들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그림 4>에서보는바와같이, 상당구분표는

제11 의음악분야분류기호에익숙한이용자

들을 한Table A와 11 을그 로사용하려

는 사서들을 한 Table B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완 개정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그림 4> DDC 간략 제12 의 상당구분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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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외에도색인에서 ‘보라참조’가 폐지되

었으며, 고유명은AACR2에명시된형식에따

라 기재되었다.

간략 제13 은그것에 한최 의워크북

과 함께 1997년 간행되었다. 완 제21 을

기 로 하고 있어 체 인 특성은거의 비슷

하다. 먼 지식발 에보조를맞추기 한지

속 인 개정작업이이루어졌는데, 350-354(행

정학)와 560-590(생명공학)의 완 개정, 370

(교육학) 분야의포 개정, 그리고다른많

은본표와보조표상의개정항목들이여기에포

함된다. 한 제13 에서는 제12 의 목 과

동일하게이용자편의성에목 을두었기때문

에이를 한다양한방법이시도되었다. 좀더

구체 으로살펴보면, 애매한표목이나형용사

치사구로만이루어진표목을제거하기

해캡션을재작성하 으며, 이 에서사용된

‘example’ 주기와 ‘contain’ 주기를 ‘including’

으로 체하 으며, 이외에도사서들의의사결

정을돕기 해이 보다더많은정보(주기

를 포함한)를 략 으로 배치하 다.

간략 제13 과 완 제21 의 다른

특별한 심거리는 분류표에서 미국편향과 기

독교편향이 감소되었다는 인데, 다음 두 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340(행정학)에서 철

자와 구조상의 미국편향을 삭제하 다. ② 기

독교편향을없애기 해 201-209(기독교표

세구분표)가 230-270으로재배치되었으며, 296

(이슬람교)이 개정 개되었다.

6) 제14

DDC 간략 제14 은 DDC가 역사상최

로웹환경에그내용을소개한이후의첫번째

간략 으로, 완 이 발행된지 4개월이지난

2004년 1월에간행되었다. 본문내에서 ‘서언

서문다음에 오는간략 제14 의 새로운특

성’을 심으로그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

다. 참고로여기에서다루고있는특성 일부

는그 본이 되는완 제22 에도 공통

으로 용된다.

① 지속 인 갱신

1997년 간략 제13 이 발행된 이후 갱신

작업이지속 으로이루어졌으며, 웹 포스 과

Abridged WebDewey를 통해 이용자들이 갱

신내용을즉각 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 다.

즉, 1997년 이후매월웹사이트에제13 의변

경내용과새롭게 선정된기호들을 게시하 으

며, 2002년 1월에간략 에기 한최 의 자

버 인 Abridged WebDewey를 도입하 다.

한완 히갱신된버 은분기별로간행되며,

이러한갱신된모든내용들이제14 에편입되

었다.

② 새로운 분류기호 토픽의 추가

제14 에서는다수의새로운분류기호와토

픽들을 추가하 다. 여기에는 새로운 지역 구

분항목에서부터컴퓨터과학, 종교, 사회학, 법

률, 의학 보건, 그리고 크리에이션등이포

함된다.

③ 국제 력

간략 제14 은 DDC 편집정책 원회(EPC)

와번역 트 들의지속 인권고로부터많은

도움을받았다. 양단체는제14 체에걸친

용어를개선하 으며, 특히지역구분, 법률, 시

구분에서 내용들을 최신화 하는 등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 다.

④ 분류 담당자의 능률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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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제14 은분류담당자의능률성을

진하기 해 매뉴얼을 간소화하 다. 이를

해매뉴얼의내용 본표와보조표에쉽게삽

입할수있는내용을본표와보조표로옮기고,

복된내용들을삭제하 으며, DDC 이용방법

배경 정보들을 서론으로 이동시켰다. 결과

으로 제13 에서 155쪽에 달했던것을제14

에서는 110쪽으로 축소하 으며, 그 치도

이 에서는 가장 뒷면에서배치되었던것을

비교 앞면으로 새롭게 배치하 다.

⑤ 간략 제14 의 주요 변경 사항

간략 제14 의 주된 변경은 다음과 같다.

•200(종교) : 기독교편향을제거하기 한

제13 의 시도를 완결 짓는작업으로, 약

간의 재배치를 포함하고 있다.

•305-306(사회집단 시설) : 분류항목을

확장하고용어도갱신하는동시에본표상

에서 다수의 복 조항들을 삭제하 다.

•340(법률) : 여러나라의법률, 인권, 정부

간기구등과 련된항목들이개선되었다.

•510(수학) : 폭 갱신이이루어졌는데,

특히 1950년 이후 표 용법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기호인 518에 수치해석을

재배치하고 몇 가지 토픽들도 주기로써

재배치하 다.

•610(의료 보건) : 자체의명칭이의료

에서의료 보건으로변경되면서그개

념과범주를확장하 으며 련토픽들을

한 색인도 개선하 다.

이외에도여행자편의시설에 한분류기호

인 647.94를 910.46과 특정지역기호 913-919로

이동하 는데, 이것은이용자들의선호도를심

각하게 고려하여 반 한 결과이다. 한 본표

내의항목들과함께제2보조표인지역구분표에

도개정 확장이이루어졌으며, 이상의변경

내용들에 한구체 인리스트는 비교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재배치와 미사용

기호가 수록되어 있다. 한편 간략 제14 의

분류기호를 Sears List of Subject Heading 제

18 에 추가시켜 분류 검색의 편의성의높

이고 있다.

3.2 DDC 간략 의 보조표 형성과 변천과정

의 부분의자료분류표의체계는본표

와 보조표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분류표에서

채택하고있는보조표는본표의기호들을보완

해 주는 것으로열거식 분류표이든 조합식분

류표이든 존하는모든주제를본표에표시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표상에는 기본 주제와

하 주제들만을열거해놓고, 기본류나하 류

에 공통 으로 는 특수한 부분에만 용할

수있는개념들을별도의표로만들어놓고있

는데 이들을 보조표라고 할 수 있다(정해성

1998, 193).

DDC에 보조표가 채택된 것은 제2 (1885)

으로, 듀이가 각 류들을 합성하는데 사용하기

한 형식구분의 개념을 도입하면서부터라고

할수있다. 한제2 에서는지리구분이가능

한 주제리스트, 국어구분표, 다양한 언어를 주

제구분할수있는특별표등이사용되었다. 제

13 에서는 다양한 공통세구분, , 그리고

형식구분의세가지범주를나타내는공통세구

분으로명명하 고, 제15 과제16 에는다시

형식구분으로사용하고, 제17 에 와서는표

세구분표로변경하고여기에 지역구분표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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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되었다. 후속 인 제18 에서는 기존의 두

개의 보조표에다섯 개의 보조표를새로이 추

가하여모두일곱개의보조표를완성시킴으로

써 이른바 분석합성식 분류법의 요소를 폭

수용하 다. 이후 제19 에서 제21 까지는

T3 개별문학구분표의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제22 에서 T7을 삭제함으로써 재는 6개의

보조표즉, 제1보조표: 표 세구분표, 제2보조

표: 지역․시 ․인물구분표, 제3보조표:

술․개별 문학․특수 문학형식구분표, 제4보

조표: 언어공통구분표, 제5보조표: 민족 국

가군구분표, 제6보조표: 국어구분표가사용되

고 있다.

한편 DDC 간략 에서 보조표가 도입된 시

기와 방법은 완 과는 사뭇 다르며, 최신

인제14 에서 용하고있는보조표도완

의 6개 4개만이 용될뿐이다. 간략 에서

사용되는 4개보조표의도입시기 주요변화

내용과특성을 심으로분석하면다음과같다.

1) 제1보조표 표 세구분표

DDC의 표 인 보조표인 표 세구분표는

여러주제에서반복 으로나타나는자료의물

리 특성(사 이나, 정기간행물, 서지등과같

은)이나 근법 표 형식(이론이나 역사,

연구와 같은)에 해 공통 으로기호를 부여

하기 해 마련된 조기표이다.

① -제6

DDC 간략 에서표 세구분표는앞서언

한 바와 같이 의 ‘form distinctions’로 설

명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인 문헌에만 용

되며 각 주류의 처음부분에 도입된다는 것과

같은기본 인 설명만있을 뿐 본표내의 이와

연 된어떠한조항도찾아볼수없다. 이후, 제

3 과 제4 에서는 ‘form distinctions’란 용어

가 사라졌지만, 본표내의 ‘like’를 사용한 기호

합성은앞서그종류를언 한바와같이 부

분이 형식 구분을 한 것이었다.

간략 제5 에서는표 세구분표의항목이

본격 으로 제시되었는데, 서론부분의 ‘form

distinctions’에서 제시된 9개의항목과제14

의 그것을 함께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② 제7 - 제10

간략 제7 은 보조표 특히 표 세구분표

간략 제5 간략 제14

01 filosofy, theories etc. -01 Philosophy and theory

02 compends, outlines -02 Miscellany

03 dictionaries, cyclopedias -03 Dictionaries, encyclopedias, concordances

04 essays, lectures, letters, etc. -04 Special topics

05 periodicals, magazines etc. -05 Serial publications

06 societies, associations) -06 Organizatioins and management

07 education, study, teaching, training etc. -07 Education, research, related topics

08 polygrafy, collections, etc. -08 History and description with respect to kinds of person

09 history and general local treatment -09 Historical, geographic, persons treatment

<표 3> DDC 간략 제5 과 제14 의 표 세구분표의 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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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측면에서보면매우의미있는변화가일어

난 이다. 먼 그 명칭이 ‘form division’으로

변경되었으며, 별도의지면에형식구분표를제

시하고있어보조표의모습을서서히갖춰가고

있다. 보조표의항목수도제5 과제6 의 9개

에서 24개로 증가하 으며, -09항목의 기호합

성주기 1개와포함주기를합하면 9개의주기가

새롭게 설정되었다. 제8 에서는 항목수가 27

개로 증가하고정의주기와보라참조가새롭게

도입되었다. 한분류항목의표 형식이변화

되었는데, 다 어표목을 이 에서처럼 단순

히 나열하지 않고 속사(and)로 연결함으로

써 보다 체계 인 분류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제9 에서의두드러진변화는그명칭이표

세구분표로변경된 과분류기호앞에 시

(-)를첨가하여단독으로사용할수없음을명

확히보여 이다. 이외에도 6개의재배치가

이루어졌는데, 표목의명칭을 ‘Handbooks and

outlines’에서 ‘Miscellany’로 변경하고 하 구

분을크게확장시킨 -02에서 부분발생되었

다. 특히 기존에 ‘Essays and lectures’가 배정

된 -04는 -08로 재배치되고공기호로남겨둔

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제10 에서는이 에서비워두었던

-04에 ‘general special’을 배정하여 특정주제

를세분하기 한패싯지시자의역할을하도록

하 다. 한 -06(단체)과 -07(연구와학습)의

일부하 구분들을 제거하고해당항목을상

에배정함으로써 체표 세구분표의항목의

수가 제9 의 33개에서 22개로 감소하 다.

③ 제11 - 제14

간퍅 제11 에의가장큰특징은표 세구

분표 앞부분에 우선순 표가 설정된 이다.

이것은하나의표 세구분표에다른표 세구

분표를 추가할 수가 없으므로 둘 이상의 표

세구분표를 용할 수있는 문헌을 분류할경

우에어떤표 세구분표를선택할것인가를지

시하는지침이라고할수있다. 이외에도 -08에

배정된 집을본표에서분류하도록지시하고

-08을 공란으로두고있으며, 이 에서본표

내 658에 배정되어왔던기업체경 과 련된

항목이 -068로 재배치되어최신 까지유지되

고 있다. 제12 에서는 이 에 비워 둔 -08에

‘특정한인간계층에 한역사나기술’이새롭

게 배정되어 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제13

의표 세구분표는제12 과많은차이가없으

나, 우선순 표에서비교 뒤쪽에배치되었던

-06(단체)이 상당히 쪽으로 배정되어 있어

그 요성에 한인식의변화를엿볼수있다.

최신 인 제14 에서는 -072(Research :

statistical methods)가 신설되었으며, 우선순

표도 상당히 복잡해졌으나, 항목의 수는 13

과거의비슷하다. 에서부터제14 까지

의표 세구분표의 변천과정을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략 내의 표

세구분표의 항목은 처음 9개의항목이 제시

된제5 이후 재까지약 4배정도증가하

다. 그러나 별도의 보조표로서 본표의 앞부분

에제시되기시작한제7 의항목수 24개와최

신 의 그것을 비교해보면, 60% 정도의 증가

율로항목수의변화는크지않은것을알수있

다. 다만, 완 에서 하 구분으로 개된 항

목들을포함주기로표시하거나기타다양한분

류주기등이설정되어있어제7 에비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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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항목수 표 방식

제1 -제2 form distinctions 본문내에 개념만 설명

제3 -제4 명칭은 사용하지 않음 본표내에서 ‘like’를 사용한 기호합성 주기

제5 form distinctions 9 본문내에 개념 설명과 항목 열거

제6 form distinctions 9 본문내에 개념 설명과 항목 열거

제7 form divisions 24 보조표 형식

제8 form divisions 27 보조표 형식

제9 Table of Standard Subdivisions 33 보조표 형식

제10 Table1. Standard Subdivisions 22 보조표 형식

제11 Table1. Standard Subdivisions 20 보조표 형식

제12 Table1. Standard Subdivisions 35 보조표 형식

제13 Table1. Standard Subdivisions 37 보조표 형식

제14 Table1. Standard Subdivisions 38 보조표 형식

<표 4> DDC 간략 에서 표 세구분표의 변천과정

부피는 상당히 증가한 상황이다. 분류 항목상

의 두드러진 변화로는 -04와 -08로서, 각각

‘essays, lectures, letters, etc.’과 ‘polygrafy,

collections, etc.’에서 ‘Special topics’와 ‘History

and description with respect to kinds of

person’으로 완 히 개정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2) 제2보조표 지역구분표

지역구분표는기본 으로분류의 상이되

는문헌의주제가특정국가나특정지역에국

한하여 다루어질 때 그 특정 지역을나타내기

해 사용하기 한 보조표이다. DDC 간략

에서지역구분표는완 제17 의 간략 인

제9 에서 별도의 보조표로 정착되었는데, 그

이 까지는주로 900 역사의지역구분을 용

하여 ‘divide like 930-990’과 같은지시사항에

의해 지역구분을 추가하 다.

완 과같이 DDC 간략 의지역구분표의

기호들은역사류의지역구분과조기성을 갖으

며, 보조표가운데가장방 한양을자랑한다.

<표 5>에서보는바와같이지역구분표가최

제9 제10 제11 제12 제13 제14 제22 (완 )

-0(표 세구분) 2 2 3

-1(일반지역) 17 21 21 21 21 21 166

-2(인물) 3 1 1 1 1 1 4

-3(고 세계) 10 16 15 15 15 15 81

-4(유럽) 62 51 54 68 86 86 1325

-5(아시아) 38 29 33 59 66 67 338

-6(아 리카) 22 18 32 80 81 88 294

-7(북아메리카) 92 87 91 98 99 99 4655

-8(남아메리카) 17 17 14 17 17 17 341

-9(기타) 14 6 21 48 45 45 277

계 275 246 282 407 433 441 7484

<표 5> DDC 간략 (제9 -제14 ) 완 제22 의 지역구분표 항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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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장한제9 에서부터 재까지 주된항목

상의 큰 변화는 없으며, 항목수가 275개에서

441개로 60% 이상증가하 다. 제12 부터그

명칭이 ‘Areas’에서 ‘Geographic Areas, and

Persons’로변경되었으며, 제13 에서는지역구

분내에 표 세구분을 한 항목이 설정되었다.

특히간략 제14 의지역구분표는완

제22 의그것과항목수에서상당한차이를보

이는데, 그것은완 에서필요이상으로세분

개된 -4(유럽)와 -7(북아메리카)을 폭

으로간소화시켰기때문이다. 한완 에서

역사 인시 구분을 해배정된 -01～-05를

간략 에서는생략하고있어, 완 의지역구분

표의 정식명칭인 ‘Geographic areas, historical

periods, persons’에서 시 구분을 제외한

‘Geographic areas, and Persons’를 사용하고

있다.

3) 제3보조표 문학형식구분표

문학형식구분표는특정언어로된문학작품

이나 문학에 련된 문헌들을 분류하기 한

보조표로서, 간략 에서는 제10 에서 개별문

학구분표로 도입되었다. 이후, 제12 에서 우

선순 표가 설정됨과동시에 그 명칭도 개별

문학·특수형식구분표로 변경되어 재까지 이

르고 있으며, 항목상의 큰 변화는 거의 없다.

한편간락 에서문학형식구분표를단일보조

표로유지하고있는반면에DDC 완 에서는

한명의개인 자를다룰때사용되는T3-A, 둘

이상의 자의작품이나둘이상의 자에 한

문헌을다룰때 사용되는 T3-B, 그리고 T3-B

를보완해주는T3C 등세개로구성되어있어

두 간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4) 제4보조표 언어공통구분표

DDC에서 언어공통구분표는 400 언어류의

각국어의공통 인형식이나특성에 해공통

의 기호를 부여하기 해 마련된 보조표로서,

간략 에서는 앞서 언 한 제3보조표와 함께

제10 에서 도입되어 최근에 이르고 있다. 분

류항목수는처음 15개에서 18개로많이증가하

지는 않았지만, 완 의 69개의 항목들 에

서축소되거나삭제된항목들을 한분류주

기로처리함으로써 체분량은 3쪽에서 5쪽으

로 증가하 다.

4. 결 론

지 까지 DDC 완 과 간략 에 한

체 인 련성을바탕으로DDC 간략 부

터최신 인제14 에이르기까지 별 개내

용과 특성을 분석하 으며, DDC 간략 의 보

조표도입 시기 변천과정을 비교분석하

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DDC 간략 은 장서가 20,000권 이하

인 소규모 도서 과 장서량의 증가가 크지않

을것으로 상되는도서 들의강력한요구에

따라완 제5 이 간행된이듬해인 1895년

에 이간행된이후, 2004년 제14 이 발행

되어 재에 이르고 있다.

둘째, 1929년 발행된간략 제4 이후부터

완 과 간략 과의 련성은 해졌으며,

제4 이후부터는제15 을 제외한완

에 해 간략 이 발행되었다. 발행시 을

살펴보더라도제4 부터는완 이발행된지

2-4년내로간략 이발행되다가, 제7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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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그간격이더욱짧아져수개월내지 1년이

내에 간략 이발행되고 있어 두 간의

한 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간략 의 분류항목은 1,100여개

정도이며, 그 본이되는완 제5 과는달

리보조표형식의특별한표나기호합성과

련된어떠한표시와설명도없었으나, 이후

을 거듭하면서 ‘like’나 ‘divide like’를 이용한

기호합성이도입되고그 기법이나 용 상이

차 확 발 되었다.

넷째, 제8 에서는간략 을보다더축소시

킬 수 있는 구체 인 방법이본표내에서 용

되었는데, 일회 인 시도로 그치고 말았다. 한

편두개의보조표가추가된제10 은다소

격 인편집정책상의시도를통해완 제18

의 진정한 의미의 간략 인 아닌개작된 형

식을보여주었으나, 제11 부터는 통 인간

략 의모습으로복귀되었다. 제12 은매뉴얼

이 신설되어 이용자 편의성을 배가시켰고, 최

신 인제14 은 DDC가 최 로웹환경에그

내용을 소개한 이후의 첫 번째 간략 으로서

주된변경과 특징은 완 제22 과 거의비

슷하다.

다섯째, DDC 간략 의 보조표는 완 의

그것과도입된시기와방법이사뭇다르며, 최

신 인제14 에서 용하고있는보조표도완

의 6개 4개즉, 표 세구분표, 지역구분

표, 문학형식구분표, 언어공통구분표등만이사

용된다. 용되고 있다.

한편이연구는 DDC 간략 의변천과정

별특성에 을맞춰수행되었으므로구체

인간략화의 수 과방법에 한 분석은포

함시키지 않았으며, 이를 해서는 특정 주제

분야를 선정하여 두 간의 심층 인 비교분

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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