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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DC 4 을 심으로 국내 어린이도서 의 어린이 자료 분류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 다. 이를 해 

문헌 연구, 국내 51개 어린이도서 의 KDC 용 황 조사와 부모  어린이 이용자의 요구 분석을 실시하 다. 

국내 황과 이용자 요구 분석 결과를 토 로 KDC 개선 방안을 분류체계 부문과 배가 부문으로 나 어 제시하 다. 

우선, 분류체계 부문에서는 특정 기호에 집 되는 주제를 분산시키고, 어린이 자료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 다양한 

어린이 문학 장르를 KDC 상에 반 해야 한다. 한 학제  주제에 하여 상세한 주기  분류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배가 부문에서는 첫째, 이용자 친화 인 청구기호 구성과 배열 방법을 도입하고, 둘째, 이용자의 다양한 

심 분야를 반 한 컬 션 구성과 어린이와 부모를 상으로 이용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언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classification focused on KDC 4th edition for children's 

materials. For the study, literature study, KDC application and user survey in 51 libraries for children 

were performed. Based on the results, classification for children's materials is proposed to improve 

in two ways: classification system itself and arrangement in the shelf. First of all, it is required 

to scatter the subjects that are centered on specific numbers and to allow various types, characteristics 

and literature genre of children's materials to be classified in KDC. KDC also should provide specific 

notes and classification guidelines for interdisciplinary subjects. In the shelf arrangement, it is 

proposed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user-friendly call number and arrangement principles by 

ages or titles.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compose various collections that represent users' needs, 

and the user education program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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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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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

우리는 평생 교육과 학습 능력의 개발, 다문

화  풍요와 지식에 한 근이 요한 사회

에 살고 있다. 좋은 어린이도서 은 평생교육

과 학습능력 개발을 키워주고 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 바탕이다. 그

러므로 모든 어린이가 도서 에서 즐겁게 경험

하게 하고 일 부터 형성된 독서 습 을 통해 

지속 으로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소양을 

키워  필요가 있다. 어린이 자료의 출 량이 

증가하고 독서 교육에 한 사회  심이 높

아지면서, 어린이들의 풍부한 독서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 이 매년 건립되고 있

고, 공공도서 에서도 어린이를 한 장서와 

시설, 서비스 등을 확충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

서 의 가장 기본 인 서비스는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분류체계는 이용자의 자료 

이용에 가장 요한 근 을 제공하게 된다. 

왜냐하면 분류체계가 자료를 모아주고 구분하

는 논리 인 기 인 동시에, 서가의 치와 배

열에 직 으로 연 된 물리  기 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도서 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는 개별 자료의 특성, 어린이 자료의 

특성, 어린이도서 의 주된 이용자인 어린이나 

부모의 요구를 히 반 해야할 것이다.

일반 으로 도서 에서 사용하는 표  분류

법으로는 KDC(한국십진분류법), DDC(듀이

십진분류법), LCC(미의회도서 분류법), NDC 

(일본십진분류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학

문과 주제 기반의 분류체계로서 기본 으로 국

가도서 , 공공도서 , 학도서 의 성인 장서

에 맞게 개발되어, 어린이 자료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 어린이의 이용 행태에 한 반 이 미흡하

다. 그러므로 어린이도서 의 장서를 일반 인 

성인 장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류하거나 배가

한다면, 도서 의 주이용 상인 어린이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외국의 어린이도서 은 표  분류체계를 바

탕으로 어린이의 이용 행태  정보 요구를 반

하여 분류기호를 수정․ 용하거나 배가 방

법을 고안하고 있다. 국내의 KDC는 주로 성인 

자료 분류에만 을 맞춰 왔고, 상 으로 

어린이 자료의 유형과 특성은 반 하지 못하

다. KDC를 간략 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

는 어린이도서 도 있으나, 이에 한 통일된 

지침이 제공되지 않아 도서 마다 분류 용 

방식이 다 다르다. 한 도서 에 따라 자 개

발분류법인 느티나무분류법, 랑새분류법 등

을 용하고 있지만, 자 개발분류법은 KDC에 

비해 상 으로 분류항목이 고, 비체계 이

어서 계속 으로 증가하는 어린이 장서를 수용

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국내에 어린이도서 의 이용자인 

부모와 어린이를 상으로 분류체계에 한 요

구 분석을 다룬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

는 국내 어린이도서 의 KDC 4 의 용 황

과 함께 이용자 요구를 종합 으로 반 하여 

어린이 자료 분류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KDC가 어린이와 부모 

이용자의 자료 근  이용 편의성을 극 화

시킬 수 있는 분류체계방안의 기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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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범

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도서 의 분류체계 

용 황과 이용자 요구를 악하기 해 어린

이 자료 분류담당사서와 이용자를 상으로 설

문  면담 조사를 실시하 다. 이에 앞서 문헌

연구를 통해 어린이 자료의 유형과 특성을 고

찰하고, 이와 련하여 KDC 4 을 심으로 

특징과 문제 을 악하 다.

국내 황  요구 조사를 한 설문조사 

상은 본 연구의 목 과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의 어린이도서  구분 유형에 기반하여, KDC

를 사용하는 공공도서  어린이실  어린이

문도서 , 학교도서 , 기 의 도서 을 우선

으로 선정하 고, KDC의 개선  제안에 참고

하기 해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기 의 

도서  3개를 포함시켰다. 표본 구성은 한국도

서 연감(2008)의 장서 통계를 기 으로 어린

이 자료 2만권 이상을 보유한 총 51개 도서 의 

어린이 자료 분류 담당 사서와 부모  어린이 

이용자로 하 다. 조사 기간은 2008년 7월 21

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분류담당

자  이용자 조사 이외에도 개별 도서 의 어

린이 자료 배가 방식을 조사하여, 효과 인 어

린이 자료 분류를 해 용 가능한 사항들을 

도출하 다.

분류 담당 사서를 상으로 한 설문 조사는 

분류체계 용 황  문제  악에 주안

을 두었다. 조사 내용은 첫째, 분류 실무자의 경

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자료를 분류하는데 있어 

용 분류체계 사용에 해 알아보았으며, 둘

째 KDC를 심으로 어린이 자료 분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 고, 셋째 별치, 띠라벨 

등을 이용해 자 에서 분류기호의 문제 을 보

완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KDC에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할 사항을 악하 다. 

이용자 요구 조사는 첫째, 어린이와 부모의 

분류기호에 한 인식 정도를 악하고, 둘째 

자료 검색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자료검색 

방법, 자료 찾기의 용이성, 자료 찾기의 어려운 

이유를 알아보고, 셋째, 분류와 배가에 한 요

구 사항도 조사하 다. 이와 같이 국내 어린이

도서 의 이용자 찰  면담, 분류담당사서

와의 분류체계 용에 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 자료 분류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 다. 

1.3 선행연구

어린이도서 의 분류체계 용 황에 한 

연구는 주로 어린이도서 의 분류체계 개발을 

한 과정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본 

연구는 어린이도서 이나 어린이 자료를 한 

분류체계 개발과 각 주제 분야별로 KDC의 개

선방안을 다룬 연구를 심으로 살펴보았다. 

국내에는 이윤선(2001), 김천숙(2005), 민경록

과 성승경(2005), 박경숙(2005), 김정 과 문

지 (2007), 문지 (2008) 등 어린이도서  분

류체계에 KDC를 활용하여 수정․보완하거나 

독자 인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연구들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윤선(2001)은 학교도서 을 한 KDC 간

략 을 개발하기 해 학교도서  사서 교사를 

상으로 분류표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 다. 

김천숙(2005)은 공공도서 의 그림책 리  

이용에 합하도록 그림책을 효과 이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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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KDC의 개선방안을 

제안하 다. 민경록과 성승경(2005)은 어린이 

자료 분류에 합하도록 KDC 4  문학류(800)

의 수정  보완 방안을 제안하 다. 박경숙

(2005)은 소장 자료 검색을 통하여 공공도서

, 학교도서 , 작은어린이도서 의 분류표 사

용 황을 조사하고, KDC와 외국 분류표인 

NDC, DDC 간략 의 특징을 분석하여 어린이

도서 을 한 분류체계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

다. 김정 과 문지 (2007)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 어린이도서 에서 용하고 있는 분류표

를 조사한 뒤, KDC를 제외한 느티나무도서  

분류표, 랑새도서  분류표 분석 결과를 토

로 KDC의 문제 을 지 하고, 어린이도서

의 용 분류표 개발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도

출하 다. 문지 (2008)은 어린이 도서에 합

한 분류체계를 개발하기 해 공립  사립 어

린이도서 의 분류 담당 사서를 상으로 분류

표 사용 황과 분류내용을 조사하 다. 

외국에서는 주로 DDC나 NDC 등의 표 분

류체계를 사용하여 어린이 자료를 분류하고 있

기 때문에, 독자 인 분류체계 개발 보다는 사

례를 심으로 어린이 자료의 배가 방식이나 

표 분류법의 용 방안 등을 다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Boyce와 Boyce(2002)는 어린

이 장서를 한 특별한 배가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린이와 부모 이용자의 요구를 

반 한 배열  배가 방식을 제시하 다. 특히 

이용자의 심이 표 분류체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자료 분류와 배가를 해서는 

어린이 검색 요구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 다. 

Dumas(2005)는 이용자 요구 분석을 토 로 

학교도서 의 소설류 배가 방안을 제안하 다. 

이용자가 선호하는 소설 장르를 11개로 구분하

고 이를 청구기호에 추가함으로써 소설 자료의 

근성을 높이고자 하 다. Fountain(2006)은 

어린이를 한 목록 기술에 해 논의하면서, 

어린이 자료 분류 시 LCC, DDC 등의 표 분

류체계 용 방안에 해 소개하 다. 특히, 

DDC를 용하는 경우 소설은 E(Easy)나 Fic 

(Fiction)으로, 기는 B(Biography)와 같이 

문자 기호를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민속자료

(folklore)의 분류지침을 제공하 다. Intner 등 

(2006)은 어린이의 자료 검색 성향을 분석하여 

분류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 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어

린이 이용자의 요구나 행태 분석을 통해 자료

의 배가의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해온 반면, 국

내에는 어린이 분류 담당 사서를 상으로 분

류표의 용 실태와 문제 , 개선사항들이 

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도서 의 실제 이용자인 부모와 어린이

를 상으로 분류체계의 요구 사항을 조사하고, 

어린이 자료 분류 시 KDC에서 발생하는 문제

을 악하여 개선 을 도출하 다. 

2. 어린이 자료와 한국십진분류법

2.1 어린이 자료의 특징

2.1.1 어린이 자료의 유형

일반 으로 어린이에 해당하는 연령 는 취

학  단계(생후～만 6세)인 유아와 등학

교 6학년까지(만 12세 이하)를 포함한다. 川

照代(2007)는 어린이 자료를 어린이가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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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도서 에서 제공하는 책이나 그 밖

의 자료로 정의하 다. 따라서 어린이 자료는 

어린이를 상으로 하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비도서 등 모든 매체의 정보를 총칭한다. 본 연

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어린이 자료의 유형

을 정기간행물, 비도서, 단행본과 같은 물리  

매체 이외에도 구성형식과 내용에 따라 그림책, 

만화책, 어린이문학책, 지식정보책으로 구분하

고, 각 유형의 개념과 특성, 하  유형들을 살펴

보았다. 

가. 그림책

그림책은 문학과 술  측면을 모두 가진 

자료로서 재 그림책의 이용 상은 주로 어

린이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림책은 그림의 비 과 내용에 따라 하  구

분할 수 있다. 먼 , 그림의 비 에 따라 그림책

과 그림이야기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림

책은  없이 그림만 있거나 그림의 이름 정도

만 간단하게 쓰여 있는 책을 말한다. 그림책은 

각 페이지의 과 그림이 거리를 가지지 않

으며, 그림만 있는 책, 자책, 숫자책, 개념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이야기책은 과 

그림이 조합되어 그림과 함께 간단한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며, 의 비 이 그림책보다는 상

으로 더 크다(문지  2008, 36-37).

다음으로 내용에 따라 이야기그림책과 정보

그림책, 개념그림책으로 하  구분할 수 있다. 

이야기그림책은 허구 인 내용의 이야기를 그림

을 통해 표 한 것이며, 정보그림책은 지식정보

인 내용을 담고 있다(문지  2008, 37). 이  

정보그림책은 구성  측면에서는 그림책이면서, 

내용  측면에서 지식정보책에 속할 수 있다. 

나. 만화책

만화책은 수용자에게 정보를 달하거나 미

학  반응을 일으키기 하여, 의도된 순서로 

병렬된 그림  기타 형상들이다(McCloud 

1999, 17). 만화책은 내용  측면과 형식에 따

라 하  유형 구분 가능하다. 먼  내용  측면

으로 구분하면, 학습만화(정보만화)와 이야기

만화로 세분이 가능하다. 학습만화는 오락  

측면 신 특정 주제의 지식정보를 알리고 가

르치기 한 목 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야기

만화는 정보 달보다는 허구 인 내용으로 재

미와 오락  기능에 치 한다. 형식  측면을 

기 으로 만화책 유형을 나 어보면, 캐리커처

(Caricature), 카툰(Cartoon), 코믹스(Comics)

가 있다. 캐리커처는 특정 인물을 비 하거나 

조소하기 해 인물의 상을 변형, 과장, 생략 

기법 등을 사용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카툰은 

특정 주제나 사회 상에 해 풍자와 해학, 

트 등을 이용해 과장과 생략 기법으로 간략하

게 그린 그림으로 보통 1컷에서 4컷 정도로 표

된다. 코믹스는 이야기 구조를 지녔으며, 일

반 인 만화책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

다. 짧게는 한 페이지에서 길게는 수십 권에 이

르고, 코믹스에는 성인을 해 길고 복잡한 이

야기 구조를 지닌 그래픽 소설(Graphic novel)

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 어린이문학책

어린이문학을 성인문학과 같이 독립된 문학

으로 볼 것인지, 성인문학의 특수 장르로 간주

할 것인지에 해서는 문학 분야에서도 많은 

담론이 존재하고 있다. 어린이문학에는 동요․

동시, 어린이극, 동화 등이 있으나, 동화,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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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설, 옛이야기( 래동화)의 개념과 이들 

간의 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실 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화와 어린

이 소설을 동일 개념으로 간주하고, 하  유형

을 옛이야기, 창작동화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 , 옛이야기란 구 으로 내려오는 승문학

의 일종으로, 민담, 우화, 설, 설화 등의 내용

을 어린이에 맞게 재화하거나 재구성한 이야기

를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 옛이야기가 승문

학인지, 동화의 하  갈래로 볼 것인지에 해

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둘째, 창작동

화는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쓰인 문학으로 

환상  요소의 가미 정도에 따라 환상동화, 사

실동화, 역사동화로 구분할 수 있다. 환상동화

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 혹은 생물에 한 일로 꾸며진 이야기로

서 공상과학, 타지 등의 장르가 여기에 속한

다. 사실동화는 실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의 삶을 소재로 한 허구  이야기이며, 역사동

화는 과거의 역사  사실을 소재로 하여 허구

 상상력을 부여한 서사문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문지  2008, 34).

라. 지식정보책

지식정보책은 문학을 제외한 주제에 하여 

어린이에게 정보와 지식을 알리고, 가르쳐주는 

책이다. 지식정보책과 어린이문학책과의 차이

은 어린이문학책은 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

기를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에 따라 이야기 안

에 다양한 정보, 사실, 지식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 지식정보책은 특정 지식, 개념, 정보를 알

려주고 가르쳐주기 한 목 으로 만들어지며, 

이 때 산문 뿐 아니라 동화, 만화, 그림 등 다양

한 이야기 구조  구성형식으로 활용이 가능

하다(장지숙 2006).

마. 책 이외의 자료

어린이 자료도 책 이외에 잡지, 신문 등과 같

은 정기간행물과 CD-ROM, DVD, 비디오테이

, 카세트테이  등의 비도서 형태의 자료들이 

있다. 이들도 에서 제시한 유형과 같이 구성

형식이나 내용을 기 으로 하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 자료의 유형

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구분기 세부 유형

매체 단행본(장난감 책 포함), 정기간행물, 비도서

구성형식

내용
책 그림책

그림책

만화책

캐리커처

카툰
그림이야기책

코믹스

픽션
산문

동화/소설
래동화/소설(옛이야기, 승문학)

이야기그림책 이야기만화
창작동화/소설

아동극

운문 동요․동시

논픽션
지식정보책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과학, 술, 역사/ 기)

정보그림책
학습(정보)만화

개념그림책

<표 1> 어린이 자료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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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어린이 자료의 특성

어린이 자료는 어린이의 독서 흥미와 심을 

끌기 해 형태  측면, 즉 삽화와 편집요소 등이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삽화란 책, 잡지, 신문 등 

인쇄물에 끼워 넣는 본문과 계된 그림, 사진, 

설명도 등을 말한다. 어린이 자료에서 삽화의 기

능은 사실 인 사항을 달하는 지식정보책의 

 내용을 보조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허

구 인 내용을 다룬 경우는 독자의 이해를 돕거

나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문지  2008, 29). 삽화와 그림책의 

구별에 있어, 그림책은 그림 없이는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나, 삽화는 의 보조 역할이므로, 

삽화를 빼더라도 내용 상 차이가 없다.

어린이 자료의 편집요소  특징은 형과 책

의 크기 등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먼  형에 

있어 어린이 책은 사각형 모양 뿐 아니라 동물 

모양, 원형 등 다양한 형의 책들이 출 되고 

있다. 책 크기도 보드책(board book)과 같이 작

은 크기의 책부터, 일반 서가에 꽂기 어려운 큰 

크기의 책으로 다양한 양상을 띤다(문지  

2008, 29). 이외에도 어린이 책 에서 어린이

의 상상력과 독서 흥미 유발, 유아의 오감 발달

을 해 독특한 구성과 형식으로 출 되는 장난

감책(toy book)이 있다. 장난감책의 종류는 팝

업책(pop-up book), 날개책(flap book), 퍼즐

책(puzzle book), 보드책, 헝겊책(cloth book), 

만들기책(craft book) 등으로 다양한데 이러한 

형태의 책은 도서 에서 별치하는 경우가 많다.

2.2 한국십진분류법과 어린이 자료

많은 어린이도서   공공도서  어린이실

에서 KDC를 채택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있지

만 실제로 KDC를 이용해 어린이 자료를 분류

하는데 어려운 이 많다. 그동안 KDC는 어린

이 자료의 특성을 반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무엇보다 다양한 내용과 주제, 형태로 출

되는 어린이 자료를 분류할 수 있는 주기사

항과 지침이 부족하다. 한 어린이 자료가 가

장 많이 출 되고 있는 문학 분야의 경우 어린

이 련 기호가 아동문학 집(808.9), 한국동

요․동시(811.8), 한국아동극(812.8), 한국동

화 (813.8), 일본동요․동시(831.8), 일본동화

(833.8)의 6개 항목만 있어서 집을 제외하고 

상기 기호 외에 다른 언어군에서는 어린이문학

을 분류할 수 있는 기호가 없다.

이처럼 KDC가 어린이 자료를 분류하는데 

어려운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 사용되

고 있는 것은 첫째, KDC의 기본체계와 원칙을 

벗어나면 장서의 통합 리나 자료검색에 어려움

이 생기고 이용자들이 각 지역도서 을 이용하

는 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박경숙 2005). 

둘째, 체계 으로 개된 분류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류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학문의 체계를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

기 한 것이다. 자료 분류의 원리는 학문 분류

를 토 로 하여 실용 으로 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된 것으로, 분류기호에 한 이해는 지

식의 체계화에 한 훌륭한 정보원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분류기호를 개할 경우 이에 한 

충분한 이해를 토 로 조직화 하는 것이 어린

이들의 지식 체계 습득에 도움이 된다(민경록, 

성승경 2005). 그러므로 KDC의 분류체계를 벗

어나지 않는 범 에서 어린이 자료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도록 분류기호를 신설하거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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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통합하는 등 수정하고 분류지침  주기사

항 등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국내 어린이도서 의 분류 황

3.1 어린이도서  분류체계 용 황 분석

3.1.1 조사 개요

조사 상은 한국도서 연감(2008)의 장서 

통계를 기 으로 어린이 자료 2만권 이상을 보

유한 서울․경기 지역의 공공도서  어린이실 

37개와 기 의 도서  7개, 학교도서  5개, 국

립도서  1개, 문․특수도서  1개, 총 51개 

도서  어린이 자료 분류 담당 사서이며, 이  

응답자는 49명으로 94%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KDC 용 황에 을 맞추었기 때문에, 

체 조사 상  48개 기 은 KDC를 사용하는 

도서 으로 선정하 고, 개선방안에 참조하고

자 KDC 이외의 분류체계를 용하는 3개 도서

을 포함시켰다. 조사 기간은 2008년 7월 21

일부터 9월 12일까지, 어린이 자료 분류담당자

와의 화, 자우편, 직  방문을 통해 설문  

면담 조사를 실시하 고, 담당자 설문 조사 이

외에 개별 도서 을 방문하여 어린이 자료의 

배가 방식을 악하 다. 조사 내용은 첫째, 분

류 실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 자료를 

분류하는데 있어 용 분류체계 사용에 해 

알아보았으며, 둘째, KDC를 심으로 어린이 

자료 분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 다. 

셋째, 별치, 띠라벨 등을 이용해 자 에서 분류

기호의 문제 을 보완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KDC에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할 사항을 악

하 다. 설문지는 김천숙(2005), 이윤선(2001), 문지

(2008)의 연구를 참조하여 5개 부문인 응답

자의 일반 사항, 어린이실의 운  황, 어린이 

자료의 분류체계 용 실태, 향후 분류체계에 

반 되어야할 요소의 요구 조사, 실제 어린이 

자료의 배가 방식으로 구성하 다(표 2 참조).

3.1.2 분류법 용  배가 황

가. 응답자의 일반 사항

체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 89.8%, 남성 

10.2%로 어린이 자료 분류를 담당하는 사서는 

여성의 비율이 으로 높았다. 연령은 30

가 21명(42.9%)으로 가장 높았고, 40 가 18

명(36.7%), 20  9명(18.4%), 무응답 1명(2.0%) 

순으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경력은 평균 117.4

개월(약 9년)로, 최  2년에서 최고 25년으

로 다양하게 분포하 다. 학력의 경우, ‘4

년제 졸업’이 37명(75.5%)으로 가장 많았으

며, ‘ 학원 졸업’ 9명(18.4%), ‘ 문  졸업’이 

3명(6.1%) 순으로 나타났다. 취득 자격증은 ‘2

 정사서’가 33명(6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 사서’ 6명(12.2%), ‘1  정사서’ 4

명(8.2%), ‘사서교사’ 4명(8.2%), 무응답 2명

(4.1%) 순으로 조사되었다.

나. 응답기 의 운  황

① 1일 평균 이용자수와 주 이용 연령

응답 기   무응답을 제외한 36개 기 의 

1일 평균 어린이실 이용자는 487.95명으로 가

장 은 기 은 40명, 가장 많은 기 은 1,639

명에 달하 다. 어린이 서비스 담당자에 따르

면, 어린이 자료 이용률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히 많고, 어린이와 부모가 동반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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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범주 세부 분석 항목

응답자의 일반 사항 성별, 연령, 학력, 사서경력, 취득자격증

어린이실(어린이도서 )의 

운  황

1일 평균 이용자수

이용자 연령  

주제별 장서수

신규 구입 분야

이용교육 실시  계획 여부

어린이 자료의 분류체계 

용 실태

사용 분류체계와 용의 이유

 분류체계의 만족여부와 문제

분류체계 변경 계획 여부

어린이도서  표 분류체계의 용 의사

KDC의  수정 개 부문

분류체계의 용 수

분류기호 부여 시 참조 자료

용 도서기호의 종류  필요성

어린이 자료 분류에 한 

요구 사항

KDC의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문

분류에 고려해야 할 자료의 특성

변경이 필요한 조기표

추가 으로 도입할 조기표

배가 련 사항
용 별치기호의 종류

어린이 자료의 배가 방법(별도 배가, 띠라벨 등 포함)

<표 2> 설문 문항 구성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 다. 어린이 자료의 주 

이용 연령 는 ‘ 등학교 1～3학년’이 가장 많

았고, ‘만 5～6세’, ‘ 등학교 4～6학년’, ‘만1～

4세’ 순으로 조사되었다.

② 주제별 장서수

응답 기   36개 기 의 KDC 주류별 평균 

장서수는 체 40,788권  문학이 18,753권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연과학류 5,058권, 

사회과학류 4,542권, 역사 4,112권으로 나타났

다. 반면, 총류, 언어, 철학, 술, 기술과학, 종

교는 상 으로 차지하는 장서 비율이 히 

낮아 어린이 장서의 문학 편  상을 그 로 

보여주고 있었다.

③ 신규 구입 분야

주제별 어린이 자료의 구입 5순 를 조사한 

결과, 문학이 가장 높았고, 자연과학, 역사, 사

회과학, 언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린이 

자료의 출 동향을 그 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특히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국가 정책에 따

라 향후 언어 분야와 외국어 자료 구입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④ 이용교육의 실시

이용교육에는 도서 에서 어린이를 상으

로 정기․부정기 으로 실시하는 자료 검색  

자료 이용교육이 포함되었다. 체 49개 기  

 35개 기 (71.4%)이 이용교육을 실시하



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1호 2009

고, 7개 기 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실시하지 

않는 7개 기   5개 기 에서 향후 어린이를 

한 이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분류법 용 실태

① 사용 분류법  용 이유

체 49개 응답 기   93.9%(46개)가 어

린이 자료 분류법으로 KDC를 용하고 있었

으며, 3개 기 은 KDC 이외의 분류법을 용

하고 있었다. KDC를 사용하는 46개 기 의 

담당자를 상으로 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공동목록 이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가 34명

(73.9%)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타 도서

과의 이용 편의를 해서’가 27명(58.7%), 

‘성인 자료와의 분류 일 성  통일성 유지’가 

25명(54.3%), ‘분류기호  자료 이용에 한 

재교육 불필요’가 10명(21.7%), ‘책 찾기가 쉬

움’ 8명(17.4%), ‘새로운 분류법 개발의 어려

움’이 6명(13.0%), 기타 1명(2.2%)으로 조사

되었다. KDC 이외의 분류법을 용하는 3개 

기  응답자에게 KDC를 용하지 않는 이유

를 조사한 결과, ‘KDC가 어린이 자료에 한 

특성을 반 하지 못함’이 2명, ‘장서 편   주

제 부족 문제’, ‘어린이가 이해하기 어려움’, ‘배

열이 복잡함’에 각각 1명씩 응답하 다.

②  분류법의 만족여부와 문제

49개 응답 기   55.1%(27명)는 ‘만족한

다’고 응답하 으며, 44.9%(22명)는 불만족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 분류법에 따른 만

족 여부를 교차 분석한 결과, KDC 사용자는 

‘만족’과 ‘불만족’이 비슷한 분포를 보 다. 자

개발분류법을 사용하는 2명은 모두 만족한다

고 응답하 으며, KDC 이외의 분류법을 용

하는 도서 의 응답자(기타)는 불만족하 다. 

불만족하는 22개 기 을 상으로 이유를 조사

한 결과, ‘어린이 자료 특성의 미반 ’이 68.2% 

(15개)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분류기호의 이

용자 이해부족’이 22.7%(5개), ‘기타’가 9.1% 

(2개)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에는 ‘십진분류

의 특성 상 자릿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와 

‘KDC의 세목에 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의견

이 나왔다. KDC 이외의 분류법을 사용하는 응

답자는 ‘분류법의 주제 항목이 부족하다’는 문

제 을 지 하 다.

어린이 자료 분류 시 KDC의 문제 을 분류 

기호별로 조사한 결과, 종교, 사회과학, 과학, 

술, 언어, 문학, 역사 등 부분의 주류 항목

에서 나타났다. 종교(200) 부문에서는 신화와 

문학  작품 간의 구분이 필요하고, 종교와 철

학  측면을 함께 다루는 작 분류에 어려움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과학(300)에

서는 유아용 개념책에 한 분류 기호가 없

고, 옛이야기( 래동화)가 다수의 기호로 분류

가 가능하다는 도 문제 으로 지 되었다. 

과학(400, 500) 부문에서는 공룡(457.279)과 같

이 이용이 높은 주제의 분류기호가 길어져 어

린이가 식별하기 어려우며, 자연과학과 기술과

학을 함께 다룬 작이 많고, 성교육 자료도 분

류할 수 있는 기호가 다양하여 분류의 혼란을 

주고 있었다. 술(600)의 경우, 비도서 자료  

화/애니메이션 분류와 배열이 난해하며, 언어

(700) 부문에서는 외국어 자료와 번역 자료 간

에 식별이 필요하며, 학습용 외국어 자료의 분류 

기 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문학(800)에서

는 한국, 일본문학 이외의 언어권 문학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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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8) 표 을 할 수 없고, 동시와 아동극, 동화

를 제외하고는 어린이문학 장르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 기에서는 지역별 

기와 주제별 기(998), 주제+조기표( 기 

―99) 간의 용 기 이 없어서 도서 마다 모

두 다르게 용하고 있었으며, 인물의 기와 

술 작품, 역사  사건 등을 함께 다룬 작이 

많아 분류 시 어려움을 호소하 다. 

③ 분류표 변경 계획 여부

분류표의 변경 계획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아니오’가 압도 으로 많았으며(45개 기 , 

91.8%), ‘ ’가 2개(4.1%), 무응답 2개 기  순

으로 나타났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KDC 3

에서 4 으로 갱신하는 기 이 1개, KDC로 

변경 용 기 이 1개 이었다. 응답자에 따르

면, 어린이 자료의 장서수가 증가하고 지역 내 

다른 도서 과의 력 네트워크 구축, 이용자

가 타도서 과 연계하여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해 KDC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④ 어린이도서  표 분류체계의 용 의사

향후 어린이 자료를 한 표 인 분류체계

가 개발되면 이를 용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

한 결과, 22개 기 (44.9%)이 ‘ 용하겠다’고 응

답하 고, ‘ 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기 이 21

개 기 (42.9%), 무응답 6개 기 (12.2%)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면담 결과, 용하지 않는 이유

는 이미 구축된 장서의 목록 변경  장비 재작업

으로 인한 업무 가 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⑤ KDC의 수정 개 부문

재 수정 개 분야에 해 조사한 결과, 주

로 문학, 역사, 과학, 술 등의 주제 분야에서 

수정 개되었다. 문학 부문에서는 813.8(동화)

을 사용하지 않고, 성인문학과 동일하게 분류

하거나 국내 동화를 창작동화와 래동화로 구

분하여 이루어졌다. 역사 부문에서는 간략한 

시 구분 용하거나 기를 우리나라, 동양, 

서양으로 3개 구분하여 기호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연과학  기술과학 부문에서는 목 

 세목 단 는 강 단 로 올려 사용하는 도서

이 있었다. 

⑥ 분류표의 용 수

어린이 자료의 분류기호 용 수 을 알아본 

결과, ‘세목수 ’ 용이 31개 기 (6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목수 ’ 14개 기

(28.6%), ‘강수 ’ 2개 기 (4.1%), ‘혼용 용’과 

무응답이 각각 1개 기 (2.0%)으로 나타났다.

⑦ 분류기호 부여 시 참조 정보

분류기호 부여시 응답자가 참조하는 정보로

는 ‘KOLIS-NET'이 34명(68.8%)으로 가장 높

았고, ‘타도서  분류기호’ 12명(25%), ‘기타’ 7

명(14.6%), ‘CIP’, ‘참조하지 않음’ 5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동목록(KOLIS-NET)

을 사용하는 공공도서 의 환경이 반 된 것이

며, 기타 참조하는 정보로는 자 의 소장 도서 분

류기호, DLS(학교도서  공동목록), 국립 앙

도서 의 분류기호 등이 있었다.

⑧ 도서기호

모든 응답 기 에서 도서기호를 사용하고 있

었으며, 동서 자기호로는 ‘장일세도서기호법’

이 25개 기 (51%)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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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이재철도서기호법’ 19개 기 , ‘국립 앙

도서  도서기호법’ 3개 기 , 기타와 무응답이 

각각 1개 기 으로 나타났다. 양서는 ‘커터-샌

본 자기호법’을 20개 기 에서 사용하고 있었

고, ‘입수순’이 2개 기 , 기타 1개 기 으로 조

사되었다.

⑨ 재 사용하는 도서기호법에 한 만족 

여부와 문제

사용 인 도서기호법에 한 만족 여부를 조

사한 결과, 35명(71.4%)이 ‘만족한다’, 14명

(28.6%)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 다. 

한 33명(67.3%)은 어린이 자료에 도서기호법

이 ‘필요하다’, 11명(22.4%)은 ‘필요하지 않다’

고 하 다. 도서기호법은 자를 기 으로 

작을 모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

들은 도서기호는 어린이가 이해하기에 어렵다

는 문제 을 제기하 다.

라. 어린이 자료 분류에 한 요구 사항

① KDC의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문

KDC에 우선 으로 수정․개선이 필요한 주

제 분야를 조사한 결과, 문학이 가장 높았고, 사

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총류, 역사, 언어, 

술, 종교, 철학 순으로 나타났다.

② 분류에 고려해야 할 자료의 특성

주제 이외의 어린이 자료 분류에 고려해야할 

특성을 조사한 결과 연령 측면이 28명(57.1%)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그림책, 팝업책

과 같은 물리 ․내용  유형에 25명(51%)이 

응답하 다.

③ 조기표

변경이 필요한 조기표는 문학류(800)를 세

분화할 수 있는 ‘문학형식구분’이 19명(79.2%)

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KDC의 문학형

식구분이 어린이문학 자료의 형식  특성을 반

하지 못하며, 그림책이나 만화책과 같이 다

양한 구성형식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가 필요

하다고 조사되었다. 조기표로 추가될 필요가 

있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 연령과 자료 유형(만

화책, 그림책), 어린이문학 형식을 한 새로운 

조기표에 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마. 배가 실태

① 별치기호

체 응답 기 에서 별치기호를 사용하고 있

었으며, 별치기호 사용이 높은 자료는 어린이 

자료가 32개로 가장 높았고, 비도서 28개, 그 

다음으로 일반도서, 그림책, 기타(유아 자료, 

참고자료 등), 정기간행물과 만화, 동화책, 옛

이야기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 은 성인 

자료와 어린이 자료의 소장처가 분리되어 있으

므로 이를 표시하기 해 별치기호를 용하고 

있었다. 기 의 도서 은 어린이 자료 주로 

장서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성인을 한 일반도

서에 한 별치기호를 용하 으며, 비도서는 

도서 의 리 편의를 해 별치하여 내부 으

로 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만화, 동화, 

그림 등 자료 구성형식에 따른 별치기호 사용

은 상 으로 었다.

② 어린이 자료의 배가 방식

조사 상 기  모두 유아실과 어린이실로 

나 어 장서를 구분하여 배가하고 있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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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으로 별치기호 용 후, 청구기호 순으로 

배열하고 있었으며, 도서 에 따라 어린이의 

자료에 한 주요 근 을 서명과 출 사로 

간주하여, 자기호를 무시하고 출 사와 시리

즈별로 배가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기 의 

도서 은 주제를 먼  용하고, 유아와 등

학교로 연령  수  구분하여 배가하 다. 공

공도서 의 경우, 외국어 자료를 주제 용 후 

학습 단계로 구분하여 배가한 경우가 있었고, 

신착자료, 외국어 자료, 만화책, 그림책, 정기간

행물, 아주 큰 책과 작은 책, 집, 이용도가 높

은 자료 분야(곤충, 권장도서, 테마별 교과 련 

도서) 등 자료의 형태나 유형에 따라 별치기호 

없이 별도 배가하 으며, 특히 외국어 자료는 

띠라벨을 사용하여 자료의 연령별․단계별 수

을 반 하고 있었다. 

    4. 국내 어린이도서 의 
이용자 요구

4.1 어린이  부모 이용자 요구

4.1.1 조사 개요

이용자인 어린이  부모의 요구 조사를 통

해 이들의 분류체계에 한 인식  이용의 용

이성을 악하 고, 특히 이용자가 원하는 분

류체계, 배가방식 등에 한 선호 형태를 조사

하여 이용자를 한 분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 하 다. 설문조사는 사서 설문을 조사한 기

과 동일한 총 51개 도서 을 이용하는 어린

이 251명, 부모 177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

며, 조사 방법은 설문지법으로 사용하 고, 일

부 이용자에 해서는 찰  면  조사도 실

시하 다. 조사 내용은 첫째, 어린이와 부모의 

분류기호에 한 인식 정도를 악하고, 둘째, 

자료 검색  이용행태를 조사하여 자료검색 

방법, 자료 찾기의 용이성, 자료 찾기의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분류와 배가에 

한 요구 사항도 조사하 다. 설문 문항은 응

답자의 일반 사항, 도서  이용 황, 분류기호 

인지 실태, 자료 검색  이용 행태 조사, 배가

에 한 요구의 범주로 구성하 다.

4.1.2 어린이 이용자의 요구 분석 결과

가. 응답자 일반사항

조사 상 어린이는 총 251명으로 연령은 8

세부터 13세까지이며, 응답이 가장 많은 연령

은 11세로 26.7%를 차지하며, 12세는 24.3%, 

13세 21.1%로 주로 11～13세가 체의 72%

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등학교 4, 5, 6학년이 25.9%, 24.3%, 22.3%

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 다. 성별은 여자가 

57.4%, 남자는 42.6%를 차지하 다. 

나. 도서  이용 황

도서  방문 횟수는 47.4%의 어린이가 1주

일에 3～4번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1주일에 

1～2번 이용하는 어린이는 28.7%를 차지하여 

76.1%의 어린이가 1주일에 1번 이상 도서 을 

이용하고 있었다. 도서  1회 방문 시 평균 이

용 시간은 36.7%가 1～2시간을, 32.9%가 3～4

시간을 이용하고 있으며, 5～6시간 이상을 머

무르는 어린이는 12%를 차지하고 있었다. 도

서  방문 목 은 책읽기를 한 목 이 88%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책 출이 32.3%,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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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숙제가 25.1% 순으로 높았으며, 친구 만나

기(4.4%), 컴퓨터 이용(3.2%)의 목 은 낮게 

조사되었다. 

도서  이용교육 이수 여부는 이용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어린이가 64.1%를 차지하 고, 이

용한 어린이는 34.7%로 이용교육 이수자가 많

지 않았다. 도서  이용교육을 이수한 학생들 

에서 이용교육을 받은 기 은 학교도서 이 

19.1%를, 공공도서 이 9.6%를 차지하 다. 

기타 22.7%에는 스스로 터득함(42명), 부모님 

 가족(15명)을 통해 분류기호에 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도서 을 자주 이용하면서 

스스로 터득하게 된 어린이가 42명이나 되고 

있는데 이는 도서  이용을 지속 으로 하게 

됨으로 분류기호에 한 이해가 증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분류기호 인지 실태 

도서  분류기호의 인지 여부 조사 결과 ‘알

고 있다’고 답한 어린이는 146명으로 58.2%

를, 알지 못하는 어린이는 104명으로 41.4%를 

차지하 다.

라. 자료 검색  이용 행태 

도서 에서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에는 동화

가 62.2%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료이며, 만

화책이 58.6%, 옛이야기가 42.6%, 역사/ 인 

25.9%, 과학 24.7%, 그림책 13.5%, 술 13.1%, 

사회과학 11.2%, 외국어 10.8%, 철학 8.4%, 참

고자료 8.0%, 종교 6.4%, 비도서 4.8%의 순으

로 많이 이용되고 있었다. 도서 에서 자료 검

색 방법은 컴퓨터 검색 48.6.%, 서가 라우징 

45.8%로 높았으며, 사서에게 문의한다는 어린

이는 17.5%, 부모에게 문의는 8.4%, 친구에게 

문의는 3.5%이었다. 컴퓨터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가 라우징의 비율도 높아 어린이의 

자료 근에서 서가 배치가 요한 것임을 보

여주었다.

분류기호에 한 인지 여부에서는 41.4% 

어린이가 분류기호를 모른다고 답했으나 

자료 찾기의 용이성에 해서는 어려움이 높

지 않아, 분류기호를 아는 것과 자료 찾기는 

별개의 문제로 분석되었다. 도서 에서 자료 

찾기가 어려운 이유는 ‘비슷한 번호의 자료가 

많음’이 32.3%, ‘자료배열 순서의 복잡성’이 

31.1%, ‘자료 찾는 법을 몰라서’가 8%이었으

며, 기타 의견으로 ‘책이 자리에 없음’, ‘번호

가 무 작게 쓰여 있음’ 등이었다. 이를 통해 

자료 배열 방법과 청구기호에 한 개선이 필

요하며, 특히 청구기호  자기호에 한 

어린이의 이해가 낮아 비슷한 기호의 자료가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배가에 한 요구

도서 의 자료  별도의 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는 소설 24.7%, 만화 22.3%, 과

학 12.4%, 역사 6%, 사회 3.6%, 권장도서 

2.8% 학습자료 2.8%, 외국어 2.4%, 인  

2.4%로 조사되었다. 별도 배가에 한 어린이 

응답 결과를 보면,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자

료에 해서 별치 요구가 조사되었다. 원하는 

배열 방식으로는 서명순 배열에 한 요구가 

2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주제별을 

16.3%, 학년별 15.5%, 문학 장르별 14.7%, 입

수순 12.7%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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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부모 이용자의 요구 분석 결과

가. 응답자 일반사항

부모 응답자는 총 177명이며, 성별은 여자가 

162명(91.5%), 남자 15명(8.5%)이었다. 부모

의 연령 는 30 가 58.2%로 가장 많았고, 40

 40.7%, 50  1.1% 순이었으며, 학력은 졸 

56.5%, 문 졸 20.9%, 기타 13.6%, 학원

졸 7.9% 순이었다. 부모의 자녀수는 2명 61%, 

1명 30.5%, 3명 7.9% 순이었고, 자녀의 연령은 

등학교 1～3학년 43.4%로 가장 많았으며, 

등학교 4～6학년이 26.1%, 만 5～6세 18%, 

만 1～4세 12.5% 순으로 응답자의 분포는 

등학교 1～3학년 부모가 가장 많았다.

나. 도서  이용 황

도서  방문 횟수는 1주일에 1～2회가 

41.8%, 1주일에 3～4회가 22%, 1개월에 1번 

18.6%, 기타 11.9%, 1년에 6회 4.5% 순으로 

1주에 1회 이상 도서 을 이용하는 부모는 

63%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  방문 

시 평균 이용시간은 1～2시간이 58.2%, 3～4

시간이 26%, 1시간 이내 7.9%, 5～6시간 

5.6%, 6시간 이상 1.7% 순으로 나타났다. 도

서  방문 목 은 자녀의 독서지도 79.7%, 

출반납 49.2%, 학교숙제 16.4%, 육아정보습득 

15.3%, 놀이 5.6%, 컴퓨터 이용 0.6% 순으로 

나타났다. 

다. 분류기호 인지 실태

부모의 분류기호 인지 여부는 39%는 알고 

있지만, 59.9%가 분류기호를 모르고 있어 부모

를 상으로 한 분류기호에 한 교육이 필요

하 다. 분류기호의 습득에 한 개방형 질문

에 도서  교육이 17명으로 가장 높았고, 자가 

습득이 7명, 도서명 교사 6명, 책을 통해서가 

2명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로 필독서 목록

을 통해, 배우자를 통해, 기타 기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 다. 

라. 부모의 자료 이용 행태

부모의 어린이 자료 찾기의 용이성에 해 

‘어렵다’고 느낀 부모는 63.8%, ‘쉽다’는 35.1%

로 조사되어, 부모는 어린이 자료 찾기에 어려

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료 찾기가 어려운 이유

는 ‘자료배열 순서의 복잡성’이 48.6%, ‘자료 찾

는 법을 몰라서’ 33.6%, ‘비슷한 번호의 자료가 

많음’ 6.4%로 조사되었다. 부모는 자료를 찾을 

때 복잡한 자료배열 순서를 가장 큰 문제로 지

하 으며, 둘째로 자료 찾는 법을 모른다고 

응답하고 있어, 부모를 상으로 자료 검색 교

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린이실 내 

부모를 한 자료로는 자녀 성장  교육 련 

자료를 가장 많이 선호하 고, 다음으로 자기

계발과 여가생활, 생활 련 실용서. 부모교육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 어린이실 자료 배가에 한 요구 조사

부모의 어린이 자료 배가에 한 조사에서 

학년․연령별 필독서, 권장도서의 별도 배가를 

요구하 다. 즉, 학년․연령별 필독서와 권장

도서에 별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으로 과학 련 서 , 역사서, 참고도서류, 그림

책, 신간도서, 외국어, 인, 집, 만화, 교과

련 도서 등의 순으로 별도 서가를 요구하 다. 

특히 부모가 어린이를 한 자료를 찾아주기 

해서 연령별 구분을 원하 으며, 양질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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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선택하기 해 권장도서나 수상 도서를 

심으로 한 서가 구분을 원하 다. 

5. 어린이 자료 분류의 개선 방안

5.1. 분류체계 부문

5.1.1 특정 기호에 집 된 자료의 분산

KDC를 용해 어린이 자료를 분류하는 경

우, 각 주류의 집에 해당하는 기호, 비도서 자

료와 련된 기호, 동화에 해당하는 기호 등에 

자료가 집 되기 때문에, 이용  리상 어려

움을 래하고 있었다. 특히 다음의 기호에 자

료가 몰려 기호를 세분화하거나 조기표 기호를 

생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가. 집

집에 해당하는 KDC 분류기호(080, 408, 

808.8, 808.9, 908, 990.8)에 작이 집 되고 있

었는데, 이는 다수의 어린이 자료들이 집과 

시리즈의 형태로 출 되기 때문이다. 분류체계 

황조사 결과, 분류담당자는 기본 표목을 출

사로 하는 집 처리를 선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집 기호의 집  상을 더욱 가 될 것

으로 보인다.

나. 비도서 

비도서 자료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인 화

(688)와 애니메이션(688.6)에 자료가 집 되

어 있었는데, 상 으로 비도서 자료의 분류 

방식이 KDC 상에서 명문화되지 않아 분류작

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학습 

상자료는 주로 화나 교육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에 한 한 분류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다. 동화

문학의 동화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에 자료가 

집 되고 있었는데, 재 문학류는 도서 에서 

소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신규 구입 1순 이

기 때문에, 이러한 상은 더욱 심화될 망이

다. 이와 련하여 문학의 여러 장르  특히 동

화에 해당 기호를 세분화시키거나, 문학형식구

분 조기표 수정, 어린이문학을 한 조기표 마

련 등에 한 의견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동화 

기호를 세분화하거나, 조기표를 생성하기 에 

어린이 문학 장르의 반 이 미미한 KDC의 문

제 을 함께 검토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1.2 어린이 자료의 다양한 유형  특성 반

어린이 자료의 다양한 유형 에서 특히, 그

림책과 만화책, 유아용 개념그림책에 용할 

수 있는 한 분류기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

으로 나타났다. 한국십진분류법해설 에는 

어린이를 한 그림책과 만화책을 657.7(아동

화집), 657.1(만화)로 분류하도록 지침을 제공

하 지만, 실제로 어린이도서 에서는 허구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그림책과 만화책은 부

분 문학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 다 보니 문

학에 자료가 집 되는 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림책과 만화책에 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한 분류기호를 할당하

도록 해야 한다. 

한 자를 모르는 유아의 감각, 인지 발달

을 한 개념그림책의 경우, 이를 분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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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호가 없어, 도서 에 따라 375.1(유아교

육), 813.8(동화) 는 특정 주제에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를 한 표 인 지침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최근 악보가 함께 

수록되거나 외국어로 된 동요집의 출 량이 많

아 이를 문학 아래 동요․동시에 모두 분류하는 

것이 하지 않다는 문제 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KDC는 어린이 자료가 갖는 특수한 

구성 형식이나 물리  형태의 측면을 충분히 

반 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성형식 측면에서 

사실 정보를 다룬 지식정보책에도 동화, 그림, 

만화, 혼합(그림+동화) 등의 다양한 구성형식

을 사용하고 있지만, KDC 상에서 이와 같은 특

성들을 표 할 수 없었다. 한 팝업책, 헝겊책, 

키 큰 책, 키 작은 책 등과 같이 어린이 자료는 

성인 자료에 비해 물리  형태가 다양하고, 

리 상 별도 배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한 

표 인 지침이 없어서 어린이도서 에서 표

으로 용할 수 있도록 KDC 기호나 분류지

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5.1.3 어린이문학 장르의 반

선행연구에서도 지 한 바와 같이 KDC는 

어린이문학 장르에 한 반 이 미미하기 때문

에 이에 한 개선이 필요하다. KDC의 문학류 

개 방식은 강수 을 언어권으로, 목수 을 

문학 하  장르로 세분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

의 문학 장르를 주로 표목을 선정하 기 때

문에, 다양한 어린이문학 장르 에서 동화, 동

요․동시, 아동극만 기호(.8)로 반 되었고, 한

국문학과 일본문학 등 일부 언어권 문학에만 

나타났다. 따라서 언어권별 문학에 어린이문학

을 일 성 있게 반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 상

의 수정이 필요하다. 

5.1.4 학제  주제에 한 상세한 주기  

분류지침 제공

어린이 자료에도 학제  성격의 작이 많지

만, KDC에는 이를 한 한 분류지침이 마

련되어 있지 않았다. DDC의 경우, 분류표 상의 

지침과 주기사항을 통해 이러한 학제  작에 

한 분류기 을 마련하고 있다. KDC는 한국

십진분류법해설 에서 DDC의 분류지침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어린이 자료와 

련된 내용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어린이를 

한 옛이야기, 신화  설, 과학, 기 부문에

는 학제  작들이 많고, 분류할 수 있는 기호

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분류담

당자의 주 인 단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에 

결과 으로 도서 마다 용하는 분류기호가 

모두 달라 일 성이 해된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주제에 있어서는 KDC 상에 우선순 와 임

의 용과 같은 분류지침과 정의주기, 포함주기 

등을 구체 으로 제시하여, 어린이도서 에서 

공통 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 어린이 자료의 배가 부문

5.2.1 이용자 친화 인 청구기호  

배열의 용

어린이와 부모의 요구 조사 결과, 도서 에

서 자료 찾기가 어려운 이유로는 ‘비슷한 번호

의 자료가 많음’과 ‘자료배열 순서의 복잡성’에 

응답이 많았다. 청구기호는 분류기호와 자기

호로 구성되며, 자료의 배열과 물리 인 치

에 직 으로 련된다. 따라서 이용자 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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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청구기호와 배열 방식을 도입해야 할 필

요가 있다.

가. 분류기호의 간략화

이용자 조사 결과, 어린이는 주로 유강목  

세목으로는 인식하지만 그 이후의 기호에 한 

구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어린

이 자료가 성인과 달리 특정 주제에 집 되어 

있고,  자료가 없는 주제기호도 있다는 

을 고려하면, KDC를 기반으로 어린이 자료에 

합하도록 KDC의 간략 이나 어린이도서

용 KDC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DDC가 

소규모 도서 과 학교도서  등을 해 DDC 

간략 을 출 ․보 한 것을 보아도 그 필요성

을 알 수 있다.

나. 새로운 자기호 방식의 도입

어린이 이용자는 청구기호 에서 자기호

에 한 이해가 비교  낮기 때문에 비슷한 기

호의 자료가 많다고 인식하 다. 자기호는 

자별로 자료를 모아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 

청구기호가 길어져 어린이 이용자가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 을 함께 가진다. 따라서 어린이

가 쉽게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는 자기호 표

기 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도서  

간에 KOLIS-NET, DLS 등의 공통 인 시스

템을 사용하여 목록데이터를 공유하는  체제

에서는 지 까지 사용한 자기호 방식을 변경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다양한 배열 방식의 용

자료의 서명순 배열을 선호하는 이용자 요구

를 반 하여, 특정 주제는 서명순 배열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요구 조사 결과, 어린이

는 서명순 배열을 가장 선호하 는데, 이는 자

료의 서명에 한 기억이 가장 오래가기 때문

이다. 한 재의 분류체계가 주제를 기 으

로 함에도 불구하고 주제 배열에 한 선호가 

높았으므로 어린이가 인식하기 쉽도록 분류기

호 신 주제명으로 지시하는 사인시스템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학년별 배열은 부모와 어린

이 모두 선호하는 배열로 나타나, 도서 에서 

연령이나 학년을 표시하는 띠라벨을 부착하고, 

장서의 배가에서도 학년별 연령별로 배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한다. 

라. 연령 구분의 반

KDC는 연령 구분에 한 이용자 요구를 반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 KDC의 표목과 조

기표로는 이와 같은 특성을 반 할 수 없으므

로, 개별 도서  차원에서 별치기호나 온라인

목록, 띠라벨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보완하고 

있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령별 배가에 

한 이용자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한다

면, 이를 단지 띠라벨과 같은 배가 단계에서만 

용하기 보다는 어린이도서 에서 공통 으

로 용할 수 있도록 분류기호 상에 반 할 필

요가 있다. DDC의 경우, 표 세구분표에 연령 

구분을 두어, 도서 에서 언제라도 연령 구분 

기호를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KDC 

상에도 연령 구분에 한 조기표를 마련함으로

서 모든 어린이도서 에서 공통 으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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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이용자 심을 반 한 다양한 컬 션 

구성

어린이 이용자의 자료 검색  이용 행태 조

사 결과 도서 에서 자료 검색 방법으로 서가

에 바로 가서 자료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가 배치가 어린이 자료 

근에 요하며, 어린이의 자료 이용을 해서

는 이용자의 심을 반 하여 다양한 서가 구

분 즉, 컬 션을 구성해야 한다. 요구 조사 결

과, 어린이는 자주 이용하는 자료를 분산시켜 

여러 곳에서 이용하기 보다는 한 곳에서 련 

자료들을 쉽게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

러므로 컬 션을 이용하면 자료의 주제뿐 아니

라 여러 주제가 모인 테마로도 구성이 가능하

고, 한 도서  운 에 따라, 물리  형태, 연

령 등을 복합 으로 반 할 수 있다. 컬 션 구

성과 더불어 어린이는 분류기호가 길어지면 이

해력이 떨어지므로, 컬 션을 식별할 수 있는 

간략한 문자기호를 용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도서 의 자료  별도의 컬 션으로 운 될 

필요가 있는 자료에서 어린이는 동화(소설), 

만화, 과학의 순으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어

린이와 부모의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도서 에

서는 학년․연령 별 필독서, 권장도서, 그림

책, 인, 외국어, 만화, 교과 련 자료의 컬

션 구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2.3 도서  이용 교육 실시

도서 에서 어린이와 부모를 상으로 도서

 이용 교육 로그램을 운 해야 하며 그 

로그램 안에 분류체계와 청구기호, 배열에 

한 안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 으

로 어린이도서 은 부모가 자녀를 동반하여 방

문하거나, 자녀를 신해 부모가 이용하는 경

우가 많은데 어린이는 그나마 학교도서 에서 

분류기호에 해 학습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

모는 습득하는 경로가 매우 제한 이므로, 어

린이도서 에서는 어린이와 부모를 상으로 

이용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6. 결 론

분류체계의 기본 기능은 자료를 주제나 형식

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모으고 구분하는 것이

다. 한 분류체계는 시 의 특성과 흐름을 

하게 반 하여 최신 주제와 유형  특징을 

가진 문헌도 이를 사용해 분류할 수 있어야 한

다. 우리나라 표  분류체계인 KDC는 1964년 

이 발행된 이래 제 5 이 발행되었다. 제 

4 이 발행된 1996년까지만 해도 어린이 자료

의 출 량은 성인에 비해 은 비 을 차지하

기 때문에, 상 으로 어린이 자료의 유형

과 특성은 반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장서의 분

류가 가능하 다. 그러나 최근 10년 사이에 어

린이 자료의 출 은 양 으로 증하고, 질

으로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9년 

발행된 KDC 5 에서도 이에 한 반 은 여

히 미미하다.

어린이 문도서  건립이 활성화되고 공공

도서  어린이실도 확충되면서, 어린이 자료를 

주로 운 ․서비스하는 도서 에서 KDC를 

용할 때 많은 문제 들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어린이도서  51개의 KDC 

용 실태 조사와 이용자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어린이 자료 분류를 한 KDC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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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하 다. 이와 함께 개별 도서  차원에

서 용이하게 구 할 수 있는 어린이 자료의 배

가 방안도 제시하 다.

분류체계 부문에서는 첫째, 각 주류의 집

에 해당하는 기호, 비도서 자료와 련된 기호, 

동화에 해당하는 기호 등에 자료가 집 되므로, 

해당 기호를 세분화하거나 조기표 기호를 생성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분산시켜야 한다. 둘

째, 어린이 자료의 다양한 유형 에서 특히, 그

림책과 만화책, 유아용 개념그림책에 용할 

수 있는 한 분류기호를 할당하고, 어린이 

자료가 갖는 특수한 구성 형식이나 물리  형

태의 측면을 반 할 수 있도록 조기표를 마련

해야한다. 셋째, 어린이문학의 다양한 장르를 

반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 상에 수정이 필요

하다. 넷째, 어린이 자료  옛이야기, 신화  

설, 과학, 기 부문에는 학제  작들이 많

고, 분류할 수 있는 기호가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어, 우선순 와 임의 용과 같은 분류지침과 

분류표 상에 정의주기, 포함주기 등을 구체

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자료 배가 방안으로는 첫째, 분류기

호를 간략화하고 어린이가 이해하기 쉬운 자

기호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료 배열 방법과 청

구기호에 한 이용자 친화  근이 필요하다. 

특히 연령 구분에 한 이용자 요구가 높으므

로 띠라벨과 온라인 목록을 활용해 이를 반

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연령 구분은 원하는 모

든 어린이도서 이 공통 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장기 인 차원에서 KDC에 연령 구분 조기

표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둘째, 

어린이 이용자는 서가를 훑어보며 자료를 찾으

므로, 어린이의 심 분야를 반 한 다양한 컬

션을 구성해야한다. 컬 션 구성과 더불어 

어린이는 분류기호가 길어지면 이해력이 떨어

지므로, 컬 션을 식별할 수 있는 간략한 문자

기호를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KDC 5 이 발행되기 에 이루

어졌기 때문에 KDC 4 을 심으로 문제 을 

분석하여 개선 을 도출하 다. 그러나 새로 

발행된 KDC 5 에서도 여 히 어린이 자료 분

류에 한 특성은 반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KDC 5 이  다시 개정될 

때에도 그 용이 가능할 것이다. 한 본 연구

에서 제안한 KDC 개선 사항을 바탕으로 실질

인 기호 수정이나, 주기와 분류지침의 추가

에 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이용자 친화 인 자기호나 청구기호 구성 방

식에 한 연구와 국내 실정을 반 하여 어린

이 자료의 컬 션 구성 방안에 한 연구도 지

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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