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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북한은 2000년 2권 8책의 <분류-검색어사 >을 개발하여 발표하 고, 이 문헌분류표는 북한 역에서 

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해방 이후 북한도서 의 문헌분류표 발 과정을 통시 으로 살펴보고 2000년에 

발표되고 2014년에 개정된 <분류-검색어사 >의 내용, 구성, 원리를 악해 보는 데 있다. 지 까지 북한의 문헌분류표

에 한 연구는 1964년 북한에서 발표된 <도서분류표>에 한 논의가 부이며, 이후 북한의 문헌분류표에 한 

연구는 없었다. <분류-검색어사 (2000)>의 제1권은 ‘분류기호—검색어’, 제2권은 ‘검색어—분류기호’로 구성된다. 

제1권은 1996년에 발표된 <도서  서지 분류표>에 기 하고 있으며 다섯 부문에 걸쳐 총 41개의 류문으로 개된다. 

명사상과 이론’에 1개(11/19) 류문, ‘자연과학’에 8개(20~27), ‘공학기술  응용과학’에 가장 많은 19개

(30~60/69), ‘사회과학’ 부문에 12개(70~85), 그리고 ‘총류’에 1개(90)의 류문을 배정하고 있다. 제2권은 주제명표목

표와 유사하다. 북한의 <분류-검색어사 >은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문헌분류표이며, 본 연구는 향후 남북간 표  

통일분류표 제정 연구를 한 기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북한, 도서  분류체계, 주제명 표목표

ABSTRACT : In 2000, North Korea developed and published a two-volume, <Classification-Search Term 

Dictionary> and is currently used throughout Nor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lassification schemes of the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and to 

understand the contents, composition, and principles of the <Classification-Search Term Dictionary> 

published in 2000 and revised in 2014. Until now, all the studies of the North Korean classification 

schemes were studies on the <Book Classification Scheme> published in North Korea in 1964, and 

there has been no discussion on North Korea’s classification schemes since then. The first volume 

of the <Classification-Search Term Dictionary> consists of ‘classification symbols— search terms’, and 

the second volume consists of ‘search terms— classification symbols’. Volume 1 is based on the <Books 

and Bibliography Classification Scheme (1996)>, and there are a total of 41 main classes in five 

categories. Volume 1 allocates 1 main class (11/19) to ‘revolutionary ideas and theories’, 8 main 

classes (20~27) to ‘natural sciences’, 19 main classes (30~69) to ‘engineering technology and applied 

sciences’, 12 main classes (70~85) to ‘social sciences’, and 1 main class (90) to ‘total sciences’. Volume 

2 is similar to subject-headings. North Korea’s <Classification-Search Term Dictionary> is the first 

classification scheme introduced in South Korea and is expected to be the starting point for future 

studie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unification classification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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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   필요성

남한의 도서 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서  역시 수집되는 모든 문헌들은 문헌분류표에 의해 

분류된다. 북한에서 문헌분류표는 “문헌을 분류하기 한 체계와 순서, 방법을 밝 놓은 일람표 

형태의 규범집”이며, “문헌을 분류하기 한 구분단계들과 그 순서, 분류과정에 한 각종 규범과 

규칙들을 규정해 놓은 표”이다(최 희, 2017b, 62).

북한에서 도서를 분류한다는 것은 “도서 에서 장서를 잘 보  리하고 독자들에게 효과 있게 

리용[이용]시키기 하여 책들을 그 내용에 따라 과학지식 부문별로 갈라놓는 것”을 말한다(박철 

2016, 20). 북한에서 도서분류는 모든 도서 에서 진행하는 기본 업무의 하나이며 도서 정리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업무인 것이다.

북한에서 책을 분류하는 목 은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서가에 책들을 과학지식 

부문별로 질서정연하게 배렬[배열] 보 하기 한 것”이고, 둘째, “분류목록을 만들어 독자들

에게 책을 과학지식 부문별로 소개하기 한 것”이며, 셋째, “도서  장서의 구성과 리용 정형

[情形, 상황]을 과학지식 부문별로 통계 장악하고 분석하여 장서를 합리 으로 꾸리고 열람 출 

사업을 개선해 나가기 함”이다(박철 2016, 20). 북한의 모든 도서 은 국가에서 지정해  문헌

분류표를 이용하여 도서를 분류한다. 그리고 남한의 도서 과 마찬가지로 문헌분류 업무는 도

서 의 문헌정리에서 요한 치를 차지하며 도서  업무를 높은 수 에서 진행하기 한 선결

조건이 된다.

2000년 북한은 문헌분류표 <분류-검색어사 >을 완성하 고, 이 분류표는 2014년에 개정되었

으며, 재 북한 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해방 이후 북한도서 의 문헌분류표 

발 과정을 통시 으로 살펴보고 문헌분류표 <분류-검색어사 (2000)>의 구성과 원리를 분석해

보는 데 있다. 지 까지 북한의 문헌분류표에 한 연구는 도, 시, 군(구역) 도서 용(군 도서

용) <도서분류표(1964)>를 상으로 남태우(2000), 강미정(2001), 강성윤(2006년)이 수행한 

연구가 부이다. 

2. 선행 연구

남태우(2000)와 강미정(2001)은 북한의 국립 앙도서 이 1964년에 발표한 시, 도, 군(구역) 

도서 용(군 도서 용) <도서분류표>를 상으로 분류의 원칙, 학문의 분류, 기호법의 원칙과 

보조 기호법들을 탐구하고 <도서분류표(1964)>의 특성을 규명하 다. 이 두 연구는 북한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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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표를 남한에 처음 소개하 다는 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강성윤(2006)은 분단 이후 북한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분석하기 한 기 연구를 

진행하 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학문분류체계를 악하 고, 이때 북한의 <도서분류표(1964)>를 

사회과학분야를 심으로 분석한 바 있다.

3. 연구의 방법  한계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이다. 본 연구를 해 검토된 북한의 문헌은 김일성종합 학 

출 사의 김일성종합 학학보(어문학), 김일성종합 학 과학도서 의 과학도서 통보, 과학

기술출 사의 정보과학, 그리고 도서 운 방법연구소의 도서 일군 참고자료 등이다. 이 자료

들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의 자료들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김일성종합 학학보(어문학)의 경우 2004년(50권 3호)

에서 2019년(65권 2호)까지를, 과학도서 자료통보는 4년분(2015, 2016, 2017, 2018)을, 그리고 

정보과학의 경우는 2005년 3호(루계15호)부터 2019년 4호(루계74호)까지의 잡지를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는 보유하고 있다. 도서 일군 참고자료는 문 학술잡지는 아니지만, 도서 과 련

된 명언 해설, 경험  소개 기사, 방법 자료, 소논문, 실무 자료, 사진, 정보학 강좌, 역사자료, 

상식, 용어해설, 인과 일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 일군 참고자료 부분의 기사는 

1~3쪽 분량이고, 기사의 자는 미상인 경우도 많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이 잡지를 2016년에

서 2017년까지를 CD-ROM 형태로 소장하고 있다. 아쉬운 은 2019년 이후 북한의 자료들이 

북한의 국경 쇄 정책으로 인해 입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본 연구는 문헌분류표 <분류-검색어사 >의 실물 확인을 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이를 

입수하는 데는 결국 실패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분류표 <분류-검색어사 (2000, 2014)>을 

직  보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서 간행된 기사  연구논문의 2차 문헌 내용을 통해서 진행되었

다는 한계를 갖는다. 

4. 문헌분류표 련 북한 용어의 의미

∙건명표: 건명표목표(件名表目表), 주제명표목표, subject headings

∙실마리어: 키워드, 검색어. [ 시] “분류기호에 응하는 실마리어 모임에는 표 실마리어[표

검색어, 우선어]와 자유실마리어[비표 검색어, 비우선어]”가 있다(리철호, 오세일, 2007, 18)

∙올림말: 표목, heading

∙외연: 개념의 용범 . 즉, 주어진 개념에 반 되는 상들의 포 범 (신순희, 20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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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서목록: 북한에서 발행된 도서, 잡지, 정기간행물 등의 출 물에 해 분류자모순으로 

배열한 목록. 1945년부터 1960년까지 발행된 출 물을 한 책으로 묶어서 편집하 고, 1961년부터 

5년에 한 책씩 발행하고 있다. 서명, 부제목, 자명, 출 사, 출 년도, 페이지 수 등 서지사항과 

형, 발행 부수, 분류 기호를 기입하고 있다(도서 일군 참고자료 2017(4), 12).

Ⅱ. 북한 문헌분류표의 변천

해방 이후 북한은 1949년에 시, 군 도서 용 <도서분류표>를 발표하 고, 1953년~1961년에는 

국립 앙도서 이 <분류표>, 교육성이 <도서분류표>, 김일성종합 학과학도서 이 <문헌분류표>

를 간행하 다. 도, 시, 군(구역) 도서 용(군 도서 용) <도서분류표>는 1964년에 소개되었고, 

1975년에는 <도서  서지분류표>, <도서분류표> 두 개의 문헌분류표가 동시에 출 되었다. 재 

북한의 모든 도서 은 2000년에 발표된 <분류-검색어사 >을 통해 수집된 문헌들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 분류표는 2014년 11월에 개정되었다. 

1. 시, 군 도서 용 <도서분류표(1949)>

해방 이후 북한도서 에서는 지난 시기의 문헌분류 체계와 근본 으로 차별화되는 과학 인 

문헌분류표 작성과 도입 문제가 실하게 요구되었다. 해방 이후 북한의 문헌 분류체계는 자본주

의 사상을 반 한 것으로 인식되어 새 사회건설을 한 북한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단되었고 

북한식의 새로운 문헌분류표가 각지에서 요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도서 은 과거의 분류표를 골격으로 하고, 다른 나라의 분류표를 참고하

여 목문까지로 구성된 십진분류표를 만들어 1949년에 시, 군 도서 용으로 발표하 다. 이것이 

해방 이후 북한이 만든 첫 문헌분류표이다. 이 분류표는 명 인 내용을 담은 책, 진보 인 책을 

분류하기 한 항목들이 설정되어 있고, 과학기술도서들을 분류하기 한 항목들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박철, 2016, 20-21).

2. <국립 앙도서  분류표>, 교육성 <도서분류표>, 

김일성종합 학 과학도서  <문헌분류표> (1953~1961)

1949년에 발표된 <도서분류표>는 반 인 류문 구성에서 념론 인 과학분류 체계의 잔재가 

남아있고, 지 않은 분류항목들이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새 사회건설을 한 북한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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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충분히 반 하지 못하 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에서는 문헌분류표를 개정하기 한 노력

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시, 군 도서 용 <도서분류표(1949)>를 수정한 <국립 앙도서  

분류표>, 교육성 <도서분류표>가 새로 소개되었다. 김일성종합 학 과학도서 에서는 자체의 실

정에 맞게 학부와 학과목의 구성 체계에 따라 류문들을 새롭게 설정하여 <문헌분류표>를 발표하

다(박철, 2016, 21). 

 세 분류표가 정확히 몇 년에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949년 9월에 목문까지 

구성된 첫 십진분류표를 만들어 내놓은 이후 1953년, 1958년, 1961년, 1964년, 1975년, 1986년, 

1989년, 1996년에 개작된 분류표”(최 희, 2017a, 61)를 발표하 다는 기록으로 유추해 보면  

세 분류체계는 1953년~1961년 사이에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3. 도, 시, 군(구역) 도서 용 <도서분류표(1964)>

사회주의 면  건설시기 북한도서 에서는 국  범 에서 통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

분류법의 제정, 자모순기호표의 완성, 국 인 도서연합목록의 편찬, 새로운 통일분류표에 의한 

도서  장서의 완 분류 실시, 도서목록 체계의 완비, 도서정리 공정의 기계화 등 요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다(박철, 2016, 21).

먼  국  범 에서 통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서 분류방법이 제시되었다. 북한은 

새로운 도서 분류의 방법 연구를 하여 통일분류법 작성 원회를 조직하고 연구 사업을 본격

으로 진행하여 1960년 9월에 새 도서분류표 안을 만들었다. 통일분류법 작성 원회는 논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 하여 1964년에 도, 시, 군(구역) 도서 용(군 도서 용)으로 된 

새 분류표를 만들어 발표하 다(남태우, 2000, 73; 박철, 2016, 21). 

1964년 북한의 국립 앙도서 에서 발표된 <도서분류표>는 북한에서 표  분류표로 사용되었

던 표 인 문헌분류표이며(남태우, 2000, 72) 국내에서는 군 도서 용 도서분류표로 잘 알려

져 있다. 이 분류표의 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분류표는 도, 시, 군(구역) 도서 용으로 

작성되었다. 분류표의 기본 류문들은 문화성 통일분류표 작성 원회에서 토의, 채택되었고, 강, 

목, 세목문들은 해당 과학연구기 들과 문 일군들의 방조[ 조]하에 국립 앙도서 , 과학원

도서 , 김일성종합 학도서 , 김책공업 학도서 , 평양의학 학도서  일군들이 작성하 으

며, 최종 안은 문화성 도서  학술 원회가 비 하 다”(강성윤, 2006, 10; 국립 앙도서 , 

1964, 2; 남태우, 2000, 73).

<도서분류표(1964)>는 “류문 배열과 그 체계에 있어서는 맑스- 닌주의  과학 분류원칙과 

분류체계에 립각하면서 과학기술 발 의 제 성과를 반 하며 반 인 기술 명, 문화 명, 사상

명 수행을 진하는데 노력하 으며 총 류문은 43개로 배정 개하 고 그  사회과학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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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류문으로 구분하고, 사회 발  법칙에 한 과학들로부터 시작하여 사상  사회  의식에 

한 과학들의 순 ”로 배열하고 있다(강성윤, 2006, 10; 국립 앙도서 , 1964, 187). 북한에서 

1964년에 발표된 <도서분류표>는 명사상과 이론부문, 자연과학부문, 응용과학부문, 사회과학부

문, 총류부문의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조). 

4. <도서  서지분류표(1975)>와 <도서분류표(1975)>

1970년 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조선로동당 제5차 회에서 제시된 사상, 기술, 문화의 3  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 있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북한 사회에 당의 도체계를 

세우고 도서 사업을 실 발 의 요구에 맞는 보다 완성된 도서분류표의 작성을 요구하 다. 

이 시기 새로 작성된 분류표는 두 가지로 편찬되었는데 하나는 과학도서 용 <도서  서지 분류표>

이고,  다른 하나는 시, 군, 구역 도서 용 <도서분류표>이다. 이 두 개의 분류표는 모두 1975년

에 발행되었다(박철, 2016, 22).

이 분류표들은 당 문헌부문, 자연과학부문, 응용과학부문, 사회과학부문, 총류부문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이 의 <도서분류표(1964)>와 그 구성에 있어 차이가 없다. 1975년에 발표된 두 분류표는 

“류문배렬과 그 체계에서 김일성의 로작을 비롯한 당 문헌과 명 통 도서를 첫 자리에 놓고 그다음 

자연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의 순서로 배렬하 는데 이것은 학문의 연구 상에 따라 낮은 운동 형

태로부터 높은 운동 형태로,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으로, 자연 상으로부터 사회  상으로

의 론리 [논리 ] 순차에 따른 주체 인 과학분류 원칙에 기 ”(박철, 2016, 22)하고 있다.

1975년에 발표된 두 분류표의 구성 원리는 첫째, “주체성의 원칙에 기 하여 우리나라[북한] 

것을 먼  주고 다음에 다른 나라에 한 것을 주는 원칙에서 우리[북한]의 것을 더 상세히 개하

고 여러 곳에 반복 반 ” 하 다. 둘째, “ 실발 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발 에서 이룩한 성과를 

정확히 반 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  명수행에 극 이바지하는 원칙에서 공통구분기호와 

지리보조기호, 계보조기호와 문분석기호들을 합리 으로 용하고 있으며 개식분류체계와 

10진 분류체계의 우 [장 ]들을 유기 으로 결합시켜 계단식 구성원리를 용”(박철, 2016, 22)

하 다. 이후 북한에서는 실발 의 요구에 맞게 도서분류표를 수정하기 한 노력이 꾸 히 진행

되었고 그 결과 1986년, 1989년, 1996년에 개정된 분류표를 발표하 다(최 희, 2017a, 61). 

5. <분류-검색어사 (2000, 2014)>

북한은 <도서  서지분류표(1996)>와 다양한 검색어 사 을 결합하여 2000년에 <분류-검색어 

사 >을 발표하 다. <분류-검색어사 >이 발표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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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검색에서 지난 시기에 리용하던 분류표를 리용하면 학문검색에서는 유리하지만 학문체계를 벗어

난 검색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다. 반 로 검색어 사 을 리용하면 학문검색은 불리하지만 학문체계를 

벗어난 검색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 분류표와 검색어 사 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반되는 부족 을 

극복하기 하여 분류표와 검색어 사 을 서로 결합하여 색인과 검색에 동시에 리용할 수 있는 통합사

을 만들어보려는 시도는 이미 1960년 부터 시작되었다”(박철, 2016, 23; 최 희, 2016, 18).

2000년에 발표된 <분류-검색어사 >의 분류항목은 약 43,000개이고 검색어는 150,000개 정

도이며, 그  표 검색어(표 실마리어)는 94,000개, 비표 검색어(자유실마리어)는 10,000개, 

표 검색어 결합은 46,000개이며 지 까지 북한에서 나온 문헌분류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박철, 2016, 23; 최 희, 2016, 18; 2017b, 62). <분류-검색어사 >은 십진 분류체계를 그 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류체계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하여 여러 가지의 기호 편집방법을 도입하

고 있다.

<분류-검색어사 >은 2014년 11월 14일 갱신되었다. 안혜 (2016)의 연구에서는 <분류-검색

어사 >의 갱신된 일부분(자연과학부문과 응용과학부문)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연과학 부문은 

2000년 발표 당시와 동일하 지만 응용과학 부문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류문 분류기호

(1 )에서 /(사선)이 사라졌고, 경공업(40/43), 50/55(농업과학), 60/69(의학) 분야가 세분되

었다. 그 외 명사상부문, 사회과학부문, 총류부문은 안혜 의 연구(2016)에서 언 이 없어 갱신

된 변화내용은 알 수가 없다.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문헌(도서) 분류체계는 해방 이후부터 지 까지 실발 의 

요구에 따라 꾸 히 수정, 변화, 발 해왔음을 알 수 있다. <표 1>은 1964년에 발표된 <도서분류표>

의 43개 류문과 2000년에 발표된 <분류-검색어사 >의 41개 류문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류문에서 

사선(/)은 해당 과학지식 부문이 분류기호 내에서 차지하는 범 를 나타낸다.

5개 부문
<도서분류표(1964)>*

기본 류문(1 ) 43개

<분류-검색어사 (2000)>**

기본 류문(1 ) 41개

명사상과 

리론

11/15 맑스- 닌주의, 김일성 동지의 작

21/23 맑스- 닌의 당, 조선 로동당
11/19 한 김일성-김정일주의 

자연과학

30 자연과학 총기

31 수학

32 력학

33 물리학

34 화학

35 천문학

36 지질, 지리과학

37 생물학

20 자연과학총론 

21 수학 

22 력학 

23 물리학 

24 화학 

25 천문학

26 지구과학(지질, 지리)

27 생물과학 

<표 1> 북한의 <도서분류표(1964)>와 <분류-검색어사 (2000)>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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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류-검색어사 >의 류문

<분류-검색어사 (2000)>의 기본류문(1 )은 총 41개이며, 기본류문은 크게 다섯 부문, 즉 명

사상과 이론(11/19), 자연과학(20~27), 공업기술  응용과학(30~60/69), 사회과학(70~85), 

총류(90)로 구분된다. 기본류문의 순서는 맑스- 닌주의 과학 분류 체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연 과학, 

응용 과학, 사회 과학의 순서로 과학지식 류문들을 배열하고 있다. 사상 인 측면에서는 유심론

(唯心論, mentalism) 사상은 배척하고 유물론(唯物論, materialism) 사상을 취하면서 공업기술 

 응용과학을 사회과학보다 상 에 선행시키고 있다(남태우, 2000, 81).

5개 부문
<도서분류표(1964)>*

기본 류문(1 ) 43개

<분류-검색어사 (2000)>**

기본 류문(1 ) 41개

공업기술 
 

응용과학

40 응용과학 총기
41 공업, 공학 총기
42 동력  기공업, 동력  기공학
43 자  자동자 공업, 자  자동차 공학
44 업, 업 공학
45 속 공업, 속 공학
46 기계 공업, 기계 공학
47/48 화학 공업, 화학 공학
49 림업, 목재 가공 공업
51 방직 공업, 방직 공학
53 일용품 생산, 기타 경공업
54 인쇄  사진 기술 공학
55 수산업, 수렵업
56 건설, 건설 공학
57 운수, 운수 공학
60 농업, 농업과학 총기
61/62 농산
63 과수 원림
64 산림업, 산림학
65/66 축산, 수의
67/69 보건 의학

30 공업기술 
31 콤퓨터,자동화기술 
32 에네르기공학 
33 자공학, 통선공학 
34 업, 업공업 
35 속공업, 속공학 
36 기계공업, 기계공학 
37 화학공업, 화학공학 
38 원유, 천연가스공업 
39 병기공업 
40/43 경공업 
44 인쇄  촬 기술 
45 수산업 
46 건설과학 
47 운수, 운수공학 
48 항공, 우주비행공학 
50/55 농업, 농업과학 
57 산림학, 립업 
60/69 의학 

사회과학

70 사회 과학 총기
71 력사, 력사과학
72 경제, 경제 과학
73 사회 정치 생활
74 국가와 법, 법률 과학
75 군사, 군사과학
80/82 문화, 과학, 교육 과학
83/84 언어학 문학 작품
85/87 에술, 술 과학
89 철학, 철학 과학, 심리학, 종교, 무신론

70 사회과학총기,철학 
71 력사,력사과학 
72 경제 
73 정치 
74 법 
75 군사 
80 문화,문화건설 
81 과학, 교육, 출 보도, 군 문화, 도서 사업
82 체육
83 언어
84 문학
85 술

총류 90 총류 90 종합성도서 

[출처] *남태우, 2000, 80-81. **최 희, 20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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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사상과 이론부문

1964년에 발표된 <도서분류표>의 명사상과 이론부문은 ‘11/15 맑스- 닌주의와 김일성동지의 

작’과 ‘21/23 맑스- 닌주의 당, 조선로동당’ 두 류문이다. 국 역시 ‘맑스, 닌 주의, 모택동 

사상, 등소평 이론’을 첫 번째인 A에 배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존립 근거를 이들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강미정, 2001, 40-41; 강성윤, 2006, 10; 남태우, 2000, 81). 

2000년에 발표된 <분류-검색어사 >에서 명사상과 이론부문에는 ‘11/19 한 김일성-김

정일주의’ 류문 하나만 배치되어 있다. 2014년 개정된 <분류-검색어사 >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외에 김정은이 새로 추가되었을 것으로 단되지만 이에 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표 2>는 명

사상과 이론부문에서 <도서분류표(1964)>의 류문표와 류강표, 그리고 <분류-검색어사 (2000)>

의 류문표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도서분류표(1964)>* <도서분류표(1964)>** <분류-검색어사 (2000)>***

11/15
맑스- 닌주의,

김일성동지의 작

111-119 맑스, 엥겔스 작, 생애

11/19 한 김일성-김정일주의 

121-128 닌, 쓰탈린 작, 생애

131-133 김일성의 작  활동

150-153 맑스- 인주의 이론

21/23
맑스- 닌의 당,

조선로동당

210 국제공산주의 운동, 국제로동운동

220-229 조선로동당 련

235-238 각국의 공산당  로동당

[출처] *남태우, 2000, 80-81. **강성윤, 2006, 9. ***최 희, 2016, 19-20.

<표 2> 명사상과 이론부문 비교

2. 자연과학부문

자연과학 부문은 자연과학 총론을 시작으로 이후에 수학을 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자연의 

객  운동 법칙들을 연구 상으로 하는 과학들, 무기 자연계를 연구 상으로 하는 과학들, 그리고 

생명 자연계에 하여 연구하는 과학들의 순서로 총 8개의 류문들이 개되고 있다. <도서분류표

(1964)>, <분류-검색어사 (2000)>, <분류-검색어사 (2014)> 류문들의 순서와 내용은 1964년 

이후 변동된 것이 없다(<표 1> 참조).

3. 응용과학부문

응용과학부문의 류문은 <도서분류표(1964)>에서 21개, <분류-검색어사 (2000)>에서 19개, 

<분류-검색어사 (2014)>에서 35개로 개된다. 2014년 개정된 <분류-검색어사 >에서 류문의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3권 제4호)

- 132 -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경공업(40/43), 농업(50/55), 의학(60/69) 분야에서 늘어난 결과이

며, 특히 의학분야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류문의 증가는 해당 부문의 출 물이 여러 

도서 에서 요한 비 을 차지하고, 해당 기술 부문에 한 당 정책 강화와 학문  발  등이 

반 된 결과로 보인다. <표 3>은 <도서분류표(1964)>, <분류-검색어사 (2000)>, <분류-검색어

사 (2014)>의 응용과학부문 류문표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도서분류표(1964)>* <분류-검색어사 (2000)>** <분류-검색어사 (2014)>***

40 응용과학 총기 30 공업기술 30 공업기술 

41 공업, 공학 총기 31 콤퓨터, 자동화 기술 31 자동차공학, 계산공학, 콤퓨터 

42 동력  기공업, 동력  기공학 32 에네르기공학 32 에네르기공학 

43 자  자동자 공업, 자  자동차 공학 33 자공학, 통선공학 33 자공학, 통선공학 

44 업, 업 공학 34 업, 업공업 34 업, 업공업

45 속 공업, 속 공학 35 속공업, 속공학 35 속공업, 속공학

46 기계 공업, 기계 공학 36 기계공업, 기계공학 36 기계공업, 기계공학

47/48 화학 공업, 화학 공학
37 화학공업, 화학공학 37 화학공업, 화학공학

38 원유, 천연가스공업 38 원유, 천연가스공업

39 병기공업 39 병기공업

51 방직 공업, 방직 공학
40/43 경공업

41 방직공업

42 식료공업

53 일용품 생산, 기타 경공업 43 일용품  기타 경공업

54 인쇄  사진 기술 공학 44 인쇄  촬 기술 44 인쇄  촬 기술 

55 수산업, 수렵업 45 수산업 45 수산업 

56 건설, 건설 공학 46 건설과학 46 건설과학 

57 운수, 운수 공학 47 운수, 운수공학 47 운수, 운수공학 

48 항공, 우주비행공학 48 항공, 우주공학 

60 농업, 농업과학 총기

50/55 농업, 농업과학

50 농업, 농업과학총기

51 농기술학, 식물보호
61/62 농산 52 농작물

63 과수 원림 53 원

54 농업공학 
65/66 축산, 수의 55 축산, 수의, 사냥, 잠업, 양

49 림업, 목재 가공 공업
57 산림학, 립업 57 산림학, 립업 

64 산림업, 산림학

67/69 보건 의학 60/69 의학 

60 의학일반문제  보건조직사업 

61 방의학, 생학

62 고려의학

63 기 의학

64 림상의학

65 내과학

66 외과학

67 산부인과학, 소아과학, 종양학, 이비인후

과학, 신경병학과 정신병학, 안과학, 치과학, 

피부병학  성병학, 염병학, 결핵학

68 특수의학

69 약학

[출처] *남태우, 2000, 80-81. **강성윤, 2006, 9. ***최 희, 2016, 19-20.

<표 3> 공업기술  응용과학부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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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과학부문

사회과학부문은 사회발 의 법칙에 한 과학들로부터 사상  사회  의식에 한 과학들의 

순 로 개된다. 사회과학부문은 1964년 10개 류문에서 2000년 12개 류문으로 늘어났다. 이는 

문화․과학․교육과학(80/82), 언어학․문학작품(83/84) 분야의 류문이 세분화되고, 철학(89) 

부분이 사회과학총기(70)에 포함된 결과이다. 도서   문헌정보 련 문헌은 사회과학부문에 

포함되며 ‘81 과학, 교육, 출 보도, 군 문화, 도서 사업’에서 분류된다. <표 4>는 사회과학부문 

<도서분류표(1964)>의 류문표와 류강표, 그리고 <분류-검색어사 (2000)>의 류문표를 서로 

비교한 것이다.

<도서분류표(1964)>* <도서분류표(1964)>** <분류-검색어사 (2000)>***

70 사회과학총기 700-704 사회과학총론, 통계학일반, 인구 70 사회과학총기, 철학

71 력사, 력사과학 710-719
력사일반, 세계사, 조선사, 개별국가력사, 

고고학, 민속학, 기타 력사보조과학
71 력사, 력사과학

72 경제, 경제과학 720-728
경제일반, 정치경제학, 부문경제학, 세계경제, 

개별국가인민경제
72 경제

73 사회정치생활 730-739
사회정치생활일반, 세계사회 정치생활, 조선  

각국의 사회정치생활
73 정치

74
국가와 법, 

법률과학
740-749

국가와 법 일반  이론, 부문법, 각국의 법, 

법의학, 범죄수사학
74 법

75 군사, 군사과학 750-759
군사과학일반, 군사학, 개별국가의 군 , 

군사보조과학
75 군사

80/82
문화, 과학, 

교육과학

800 문화, 문화건설 80 문화, 문화건설

810-816 과학, 교육과학, 출 , 보도, 서지학 81
과학, 교육, 출 보도, 

군 문화, 도서 사업

820-829
군 문화, 화, 도서 학, 박물 학, 향토지학, 

체육
82 체육

83/84 언어학, 문학작품
830-839 언어학, 조선어, 외국어, 고 어 83 언어

840-848 문학일반, 조선문학, 개별국가문학 84 문학

85/87 체육, 술과학

850-858 술론, 조선 술, 개별국가 술

85 술860-866 조형 술, 건축, 조각, 회화, 무 미술

871-875 음악, 악보, 무용, 연극, 화

89
철학, 철학과학, 심리학, 

종교학, 무신론
890-897 철학, 론리학, 륜리학, 미학, 심리학, 종교 ※ 70에 포함됨

[출처] *남태우, 2000, 80-81. **강성윤, 2006, 9. ***최 희, 2016, 19-20.

<표 4> 사회과학부문 비교

5. 총류부문

분류표의 제일 마지막은 총류에 해당되는 ‘90 종합성도서’ 류문이다. 문헌 에는 내용이 하나

의 과학지식 부문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백과사 , 조선 앙연감, 조선도서목록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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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헌들은 하나의 개별과

학에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문헌분류에서는 종합 인 내용을 담은 문헌들을 분류하기 하여 

‘종합성도서’라는 류문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총류부문의 류문표는 앞의 <표 1> 내용과 같다. 

Ⅳ. <분류-검색어사 >의 구성과 원리

북한은 <도서  서지분류표(1996)>에 주제 검색어 사 인 <사회과학검색어사 (1995)>, <표

실마리어사 (1992)>, <도서 건명표(1990)>의 올림말들을 응시켜 조색인형의 통합형 검색어

사 인 <분류-검색어사 >을 2000년에 발표하 다. <분류-검색어사 >은 총 2권 8책(총 8책)으로 

구성된다(리철호 외 2001). 

1. 제1권의 구성과 원리

제1권 ‘분류기호-검색어’는 <도서  서지 분류표(1996)>에 기 하고 있으며 류문 개는 총 

41개이다. 처음과 마지막인 ‘ 명사상과 이론’, ‘총류’ 부문에 각각 1개씩, ‘자연과학’에 8개, ‘공학기

술  응용과학’에 가장 많은 19개, 그리고 ‘사회과학’ 부문에 12개의 류문을 배정하고 있다. 

기본 올림말(표목, heading)은 분류기호이며, 분류항목들이 분류기호 순으로 배열된다. 분류기

호는 분류명칭에 한 상징 인 기호이며 분류체계 안에서 치와 순서를 나타낸다. <그림 1>의 

분류항목은 분류표의 체계를 구성하는 기본단 가 된다. <표 5>에서 ‘831’, ‘831.1’, ‘831.11’ 등은 

분류기호이고, ‘일반언어학’, ‘언어의 구조’, ‘어음론’ 등은 분류명칭이다. 결국 분류명칭은 구분단계

의 이름이고 분류기호는 이에 한 상징 인 기호가 된다. 

831 일반언어학

831.1 언어의 구조

831.11 어음론

831.111 음소분석(음운론)

831.112 음 구조 

831.113 억  양 

831.12 어휘론

831.121 일반어휘, 기본어휘, 어휘구성

831.122 학술용어, 문어 

[출처] 최 희, 2016, 22.

<표 5> 분류기호, 분류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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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분류항목의 체 구성을 보여 다. <그림 1>에서 ① ‘604.31’은 분류기호이고, 

② ‘병원설비와 시설’은 분류명칭이다. ③ ‘병원건축은 463.371.7에 분류할 것’은 분류주석이고, 

④ ‘병원- 생설비’는 분류명칭에 응하는 표 열쇠어 는 표 열쇠어 결합(즉, 조합)이다. 

⑤는 응열쇠어의 주석을, 그리고 ⑥은 분류항목에 포함되는 표 열쇠어 혹은 표 열쇠어 결합

(즉, 조합)을 의미한다(최 희 2017b, 64; 리철호, 오세일 2007, 18).

①604.31  ②병원설비와 시설
③병원건축은 463.371.7에 분류할 것

④병원- 생설비 

주 : ⑤병원건축은 463.371.1의 응열쇠어를 이용하여 색인할 것
⑥검사실; 자체실; 수술실; 입원실

<그림 1> 제1권 ‘분류기호-검색어’의 일부 (최 희, 2016, 20)

북한에서는 나무(tree) 형태의 개념구조를 계단식 분류체계라고 부른다. 계단식 분류체계에서 

가장 일반 인 구분단계를 류문(1 )이라고 하며 그 안에 속하는 순차 인 구분단계를 각각 

강문(2 ), 목문(3 ), 세목문(4 )이라 부른다. 문헌분류표는 인류의 사상과 지식을 

가장 일반 인 몇 개의 개념으로 나 고 그 안에서 보다 좁은 개념으로 다시 나 기 때문에 l 를 

뿌리로 하는 나무 형태의 개념구조를 이룬다. 

계단식 분류체계에서 구분단계들은 상호 병렬과 종속의 계로 논리 으로 연결된다. 류문 사이, 

강문 사이 등 같은 구분단계에서는 병렬 계가 이루어지며 류문과 강문 등 넓은 개념의 구분단계와 

좁은 개념의 구분단계 사이에서는 종속 계가 형성된다. 

병렬 계에 있는 구분단계들은 논리  연 성에 따라 배열되며 종속 계에 있는 구분단계들은 

일반 인 것을 앞에 놓고 그 안에 속하는 부분 인 것들은 뒤에 놓는다. 분류표에서 모든 구분단계

들은 일반에서 개별로, 체에서 부분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의 원칙에 따라 구성되며 

구분단계들은 순차성, 계단성을 띤다(최 희, 2016, 21-22). 

<그림 1>의 ③은 분류주석의 시이다. 분류주석에는 정의 주석, 세분 주석, 모방분류 주석, 교체 

주석, 참고 주석, 문분석 주석으로 구분되고 이들에 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최 희, 2016, 20).

∙정의 주석: 분류항목들의 포 범 (개념범 , 그 응용범 )를 명백히 밝 주기 하여 분류명칭으로 

표 되는 개념 외에 더 포함되는 것 혹은 다른 항목에 분류해야 하는 것 등을 규정해주는 주석

∙세분 주석: 각종 보조표에 따라 더 세분할 수 있음을 밝 주는 주석

∙모방분류 주석: 기본표의 일정한 범 를 모방하여 더 세분할 수 있음을 밝 주는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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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주석: 학문분야에 같은 개념이 둘 이상 포함될 때 어느 한개 분류체계에만 분류되도록 하기 

한 지시사항을 밝 주는 주석

∙참고주석: 연 된 분류항목을 안내해주어 서로 비교해보고 보다 합한 분류항목에 분류하여야 

함을 밝 주는 주석

∙ 문분석 주석: 문보조표의 용범 와 사용방법을 밝 주는 주석

분류표는 기본분류 외에 문헌의 내용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보조표를 도입하고 

있다. 보조표는 기본표의 간결성을 보장하면서도 구분단계에서 문헌들을 일련의 특징에 따라 더욱 

세분하기 한 분류의 보조  수단이다. 보조표는 크게 공통 보조표와 문분석 보조표로 나 어

진다(최 희, 2016, 20-21).

공통 보조표는 모든 류문(41개)에 공통 인 측면들을 따로 모아서 반복을 피하고 색인작업을 

효과 으로 진행하기 한 것이다. 공통 보조표에는 공통  보조표, 세계지리 보조표, 조선지리 

보조표, 국제시  보조표, 조선시  보조표, 공통시간, 지 보조표가 있다.

∙공통  보조표: 모든 과학분야에 공통 인 개념들을 일정한 분류체계로 구성한 표

∙세계지리 보조표: 세계지리  에서 나  지역, 나라이름을 묶어놓은 표

∙조선지리 보조표: 북한을 지리  에 따라 나  명칭들을 묶어놓은 표

∙국제시  보조표: 시 구분에 따르는 측면들을 묶어놓은 표

∙조선시  보조표: 북한의 시 구분에 따르는 측면들을 묶어놓은 표

∙공통시간, 지  보조표: 시간과 치를 나타내는 측면들을 묶어놓은 표

문분석 보조표는 어떤 일정한 류문 내에서 공통 인 측면들을 모아서 반복을 피하고 색인

작업에 효과 으로 사용하기 한 것이다. 이때 구분기호는 01~08을 사용한다(01 리론; 02 기계

설계, 계산기계, 제도; 03 구조, 부분품, 장치; 04 공업재료; 05 기계제작설비; 06 기계제작기술; 

07 설치, 운 과 수; 08 공장).

2. 제2권의 구성과 원리

제2권 ‘검색어-분류기호’는 북한의 <사회과학검색어사 (1995)>, <표 실마리어사 (1992)>을 

기 로 하고 <도서 건명표(件名表)(1990)>를 참고로 하여 검색어에 해당하는 분류기호를 응

시켜 놓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주제명표목표와 유사하다. 

주제명표목표는 자료의 주제나 형식을 나타내는 용어와 그들 간 계 표기로 구성된 통제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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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표 화된 주제의 근 을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주제명표목표는 종합 백과사 과 

같이 모든 분야의 주제어들이 체계 으로 수록되어 있어 이를 분석하면 련 주제 역을 포

으로 악할 수 있다.

제2권에서 기 로 하는 <사회과학검색어사 (1995)>은 국내 소장기 이 없어 그 실체를 확인

할 방법이 없다. 다만, 신순희(2018)의 에서 <사회과학검색어사 >의 를 보여주고 있어 그 

내용을 간 으로 악할 수는 있다. 

<사회과학검색어사 >의 자모순 주제어사 에서 ‘인간의 본질  속성’이라는 개념(주제어 

올림말, 주제명 표목)은 <그림 2>에서와 같은 개념들의 논리  계로 표 된다. <그림 2>에서 

‘Ⅲ-01-00, ㅊㅎ-01-01’은 범주기호를, ‘ㄷ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본질  속성’과 동의(ㄷ) 계를 

나타낸다. ‘ㅏ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인간의 본질  속성’의 아래(ㅏ)개념(종개념)에 속하고, 

‘ㅜ 속성’은 ‘인간의 본질  속성’의 웃(ㅜ)개념(류개념)에 속한다. 

인간의 본질  속성 → 주제어 올림말 

Ⅲ-01-00, ㅊㅎ-01-01 → 범주기호

  ㄷ 인간의 본성 → 동의 계

  ㅏ 자주성 → 아래개념(종개념)

     창조성 → 아래개념(종개념)

     의식성 → 아래개념(종개념)

  ㅜ 속성 → 웃개념(류개념)

<그림 2> <사회과학검색어사 >의 (신순희, 2018, 62)

<표 실마리어사 (1992)>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그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라 일, 윤주환(2010)의 2쪽짜리 논문에서 <표 실마리어사 >의 올림말 선정과 계설정 지원

방법에 하여 소개하고 있어, 이 사 의 구성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다. 라 일과 윤주환의 

에서는 <표 실마리어사 >의 범주, 계층 계, 연 계의 설정 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사회과학검색어사 >과 유사할 것으로 단된다. 

북한의 건명표목(件名表目, subject headings)에 한 기록은 <도서분류표(1964)>의 서문에서 

“분류표에 한 건명-자목순 색인은 사정에 의하여 후일에 발간할 것을 견하고 여기에는 첨부

하지 않았다”(국립 앙도서 , 1964, 2; 남태우, 2000, 79)는 기록이 문헌에서 찾은 부이다. <분

류-검색어사 (2000)>에서 참고한 북한 <도서 건명표(1990)>가 우리의 주제명표목표와 유사하다

는 것은 유추 가능하나 이것이 인지, 개정 인지, 어떠한 특징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개념들 사이의 논리  계는 정보조직에서 많이 응용되는데, 특히 분류법에서 기본 으로 응용

된다. 개념들 사이의 논리  계에는 종속 계, 동일 계, 교차 계, 병렬 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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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계는 한 개념의 외연(外延, 일정한 개념이 용되는 사물의  범 )에 다른 개념의 

체 외연이 포함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외연이 큰 개념을 류개념, 외연이 작은 개념을 종개념

이라고 한다. 동일 계는 두 개념이 외연상 완 히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를 들어, ‘사회주의 

조선의 수도’와 ‘평양’은 동일 계이다. 교차 계는 두 개념들 사이에 외연의 일부분만이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 를 들어, ‘청년’과 ‘노동자’, ‘기 사’와 ‘남자’는 교차 계이다. 병렬 계는 같은 류

개념에 속하는 여러 종개념들 사이의 계를 의미한다(신순희, 2018, 61).

<분류-검색어사 > 제2권 ‘검색어-분류기호’에서 기본 올림말은 검색어이고 자모순으로 배열

되며, 그 에는 응하는 분류기호가 주어진다. 둘 이상의 단어결합으로 이루어진 검색어는 각종 

조합기호에 의하여 결합되기도 한다(박철, 2016, 23; 최 희, 2016, 20-21; 2017b, 63-65).

제2권에서는 올림말과 함께 연 이 있는 용어들 사이의 논리  계를 보여 다. 제2권의 ‘검색

어-분류기호’의 일부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상 어’와 ‘하 어’는 우리의 ‘상 어’, ‘하 어’와 

용어가 동일하며, 북한의 ‘련 어’는 우리의 ‘ 련어’와 유사하다. 다만 북한의 ‘뜻같은말’은 등

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보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USE(비우선어에서 우선어로 참조)를 의미하

는지, UF(우선어에서 비우선어로 참조)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가극극작술 

분류기호 854.171 

상 어   극작술 

련 어 가극극조직 

뜻같은말 가극극작법 

원유가스 장 

분류기호 386.4 

하 어 가스 장

       원유 장 

련 어 원유가스 장운반 

[출처] 최 희, 2016, 21.

<표 6> 제2권 ‘검색어-분류기호’의 일부

분류표와 검색어사 을 통합하기 해서는 분류기호와 검색어의 응규칙이 필요하다. 즉, 기본 

주제모임이 같은 분류기호와 검색어 사이에 존재하는 m:n(다 다)의 계로부터 분류기호와 검색

어 사이의 응을 한 규칙이 필요하다. 분류기호에 응하는 검색어들은 분류기호의 기본 주제

모임과의 계에 따라 조합 계 는 포함 계를 가지며, 검색어 모임(집합)에는 표 실마리어

(표 검색어)와 자유실마리어(비표 검색어)가 있다. 검색어 사이의 조합 계는 <표 7>과 같이 

병렬조합, 교차조합, 수식어조합, 제한조합, 치환조합이 성립된다(리철호, 오세일, 20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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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호 설명

병렬 조합 ; 자동차와 뜨락 르(트랙터) → 자동차;뜨락 르(트랙터)

교차 조합 : 물리화학 가공 → 물리 가공:화학 가공

수식어 조합 , 기계식연신기 → 연신기, 기계

제한 조합 - 수학의 력사 → 수학-력사

치환 조합 △ 각국의 경제 → 경제, 각국△

[출처] 리철호, 오세일, 2007, 18.

<표 7> 검색어 사이 조합 계의 기호와 의미

북한의 리철호, 남순녀(2006)는 <분류-검색어사 >을 이용한 주제 분석 작업의 개선에 한 

연구에서 주제 분석을 일치시키기 한 여러 가지 ‘측면 공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측면 공식은 

주제를 나타내는 주제 개념들을 하나의 측면으로 보고 그것들 사이의 배열 순서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측면에 한 규정은 지식분야에 따라 변하며 주제색인, 분류색인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표 8>은 주제색인 작업과 분류색인 작업에 이용되는 측면공식들이다(리철호, 남순녀, 2006, 28).

측면 공식

주제색인 작업에 이용되는 

측면공식

∙ 상- 상부분-작용-장소-시간

∙ 상-성질-작용-장소-시간

∙ 상-작용-작용수단-장소

∙ 상- 상부분-과정-성질-조건

∙ 상-작용 상-작용수단(인자)-조건

∙ 상-작용수단(인자)-성질

∙ 상-객체-보조측면- 측면

분류색인 작업에 이용되는 

측면공식

∙실체-과정

∙사물-부분-재료-작용-시간

∙실체-물질-에네르기[에 지]-공간-시간

∙ 상- 상형- 상부분-재료-성질-작용-조건-장소-시간

[출처] 리철호, 남순녀, 2006, 28.

<표 8> 주제색인과 분류색인 작업에 이용되는 측면 공식

Ⅴ. 결 론

북한도서 의 문헌 분류체계에 한 연구의 필요성은 오래 부터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었다. 일 이 정분희(1993), 한상완(1994)은 ‘표 통일분류표’의 제정을 주장하 고, 

서울세계도서 정보 회(2006WLIC) 조직 원회는 2005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에 ‘통일 분류법

(목록규칙) 연구  제작’을 제안하기도 하 다(한국문화 연구원, 2021, 40). 정연경(2014)은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3권 제4호)

- 140 -

통일 비 남북도서 계의 통합을 한 국립 앙도서 의 응 략에서 ‘한국십진분류법 남북한 

통합  개발’을 제안하기도 하 다.

제1차 도서 발 종합계획(2009-2013)에서는 ‘도서  련 각종 표 에 한 공동 연구개발’과 

‘남북한 자료공유를 한 도서  련 표 화 사업 추진’에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제3차 

도서 발 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남북한 도서  교류 력을 한 장기 발 방안 연구’가 

포함되면서 해당 연구가 실제로 2021년 한국문화 연구원 주 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 도서 분류표 개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다(한국문화 연구원, 2021, 261).

이처럼 북한의 도서  련 표 화, 그 에서도 문헌 분류체계에 한 연구의 요성은 오랫동안 

여러 연구자, 장의 사서, 여러 기 의 보고서 등에서 제기되어 왔었다. 북한의 문헌 분류체계에 

한 연구는 더 이상 미 서는 안 되며 련 논의가 꾸 히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지 까

지 살펴본 북한의 <분류-검색어사 (2000, 2014)>은 분류와 주제색인을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분류표이다. <분류-검색어사 >이 편찬됨으로써 북한의 도서 은 표 화가 가능해지고, 컴퓨터망을 

통하여 통일 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기 가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 은 북한의 <분류-검색어사 >의 구성과 원리에 하여 살펴보는 것이며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의 문헌분류 체계의 내용을 갱신한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 주제에 

한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남북의 자원 공유를 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  통일분류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해서는 추후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북한 

분류체계의 세 한 분류 규정  합성 방법에 한 지속 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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