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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복합적인 주제 영역인 이민정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최적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류표를 개발하기 위해 관련 문헌 연구와 다양한 문헌분류표를 조사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이민정책의 학문적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주제 영역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듀이십진분류표, 미의회도서관분류표, 한국십진분류표, 국제십진분류표에서 이
민정책 분야의 구조와 전개 항목,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분류표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DDC 23판을 바탕으로 이민정책 분야를 수정 전개하기
위한 설계 원칙과 본표, 보조표를 제안하였다. 수정 전개된 듀이십진분류표는 이민정책을 다루는 주요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민 정책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나 도서관에서 소장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조직하며 이민정책 전문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various library classification systems and related
literature in order to suggest some modifications and expansion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the 23rd edition (DDC 23) in the area of immigration policy - an interdisciplinary subject - for the best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services. First of all, definitions
and scopes of the immigration policy were dealt with and then primary subject areas of
it were selected. And then, DDC,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were compar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structures, headings and characteristics. Finally, modified classification schedules
in immigration policy of the DDC 23 - the most frequently used one with an regular revision
was proposed with their principles and main schedules with an auxiliary table. It can
be used for an effective information organization in immigration policy area and it will
be useful for many libraries and research institutes on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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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이민정책 분야 분류표를 개발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기존의 표준 문헌분류표를 조

전 세계적으로 개방화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

사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이민정책의

의 전환이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88

학문적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이주 노동자, 결혼 이

핵심 주제 영역을 선정하였다. 이민정책 관련

주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외국

개론서를 중심으로 이민과 이민정책의 관련 학

인 1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다인

문 영역을 고찰하였고, 문헌분류표에서 제공하

종․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게 되었다. 이

는 색인을 조사하여 학문적 범주와 핵심 주제

렇게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이민

영역을 설정하였다.

유입국’으로 변모하였으며, 최근 세계화의 확대

다음으로, 핵심 주제 영역에 대해 기존 문헌분

와 심화에 따라 이민의 송출국가이면서, 동시에

류표의 구조와 전개 항목,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

아시아의 주요 수민국가로서 다문화사회로의

다. 분석 대상은 열거식 문헌분류표 중에서 범국

본격적인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

가적으로 사용되는 듀이십진분류표(Dewey Deci-

이민정책은 국가마다 경제․정치․문화적

mal Classification, 이하 DDC) 23판과 미의회도

실정이나 다문화의 진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관분류표(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각 국가의 상황과 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이하 LCC), 한국십진분류표(Korean Decimal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정책 관련 연구자와

Classification, 이하 KDC) 5판, 그리고 준열거

실무자, 정책 입안자가 양질의 정보에 효과적으

식 분류표인 국제십진분류표(Universal Decimal

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연

Classification, 이하 UDC) 3판(British Standard

구 활동의 기초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이민정

Institution 2005)을 선정한 후, UDC와 KDC는

책 정보를 조직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본 도

인쇄본, DDC는 인쇄본과 웹듀이(WebDewey),

구인 분류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분류체계로

LCC는 Classification Web을 활용하였다. 그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고 4개 분류표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민정책 전문 연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DDC 23

구기관이나 소속 도서관에서 소장 자료를 효과

판을 바탕으로 이민정책 분야를 수정 전개하기

적으로 분류하고 조직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위한 설계 원칙과 본표, 보조표를 제안하였다.

이민정책 전문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민 정책 분야 듀이십진분류표 수정 전
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1.3 선행연구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의 전문 분류체계에 관
한 연구로는 김자후(1995)의 법학 분야에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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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석(1997)의 토목공학 분야, 정연경(1998)의

고, 문헌분류표에서 비교할 주제 분야를 설정하

국제통상 분야, 한경신(1998)의 음악 분야, 김정

기 위해 이민정책 관련 개론서를 바탕으로 이민

현과 문지현(2002), 김정현과 이명규(2003)의

의 학문적 영역을 고찰한 다음, DDC 23판의 상

농학 분야, 김명옥(2003)의 기독교 분야, 정해

관색인에서 이민 관련 키워드를 조사하였다.

성(2003)의 문학 분야, 정경희(2004)의 의학 분

정재각(2010, 58-62)은 이민과 관련된 주요

야, 김정현과 배주연(2005)의 광고 분야, 김정

인접 학문을 다음과 같이 보았다. 첫째, 사회학적

현(2008)의 식물학, 여지숙 등(2008)의 화학공

측면에서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민의 원인에 대

학 분야, 김연례(2009)의 토목공학 분야, 김연례

하여 관심을 가지며, 주로 이민과정을 다룬다. 둘

(2010)의 교육학 분야, 이명희와 이인순(2010)

째,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이민에 대한 국제간 협

의 영화 분야, 정연경과 최윤경(2010)의 음식 문

력과 정책 결정, 난민의 지위에 대한 협상, 정책

화 분야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연구가 이

적 조정 등과 관련된 이민과 난민의 전체적인 문

루어졌다. 그러나 이민과 관련된 분류체계에 관

제를 다룬다. 셋째, 법적 측면에서 이주민의 법적

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이

지위문제, 난민 문제, 국적 취득, 노동의 법적 문

는 국내에서 이민 정책 분야가 1980년대 말에

제를 비롯하여 국제간 비교, 법의 개선 문제 등

들어서서 그 영역을 넓히기 시작해서 최근 들어

을 연구한다. 넷째, 경제학적 측면에서 이동의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원인과 현상, 국가간의 이동, 국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노동시장 및 노동인력의
문제 등을 다룬다. 다섯째, 교육학적 측면에서는

2. 이민 정책의 개념과 범주

이주민, 이주민 자녀의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룬
다. 여섯째, 심리학적 측면에서 사회적, 문화적

2.1 이민 정책의 정의

맥락에서 이주민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연구한다. 일곱째, 인구학적인 측면에

이민(移民)이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서는 이민이 인구의 수준 및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주함을 뜻한다. 이민은 정치․경제적 문제 혹은

등에 대하여 연구한다. 여덟째, 역사학적인 측면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

에서 이민과 관련된 문제를 시간적 흐름을 중심

며, 개인적인 수준에서 해외 노동이나 국제결혼으

으로 연구한다. 그러므로 이민정책은 내국인과

로 인해 일어나기도 한다(정재각 2010, 39). 그래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입국과 체류 문제뿐 아니

서 이민의 정의는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라 국민․시민의 경계 및 그 권리의 내용까지 정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치, 사회 일반 및 인구, 경제 및 노동, 교육, 문화,
노동, 복지 및 건강, 기후 및 환경 등의 다양한

2.2 이민정책의 학문적 범주
본 연구는 이민 정책의 학문적 영역을 파악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DDC 23판에서 ‘migration(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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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분류 항목을 조사하였다. <표 1>은 이

분류 항목들은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 집중적으

민과 관련된 분류기호들을 목 수준(소분류)으

로 분류 항목들이 전개되었으며, 사회 일반/문

로 범주화한 결과이다. DDC 상에서 이민관련

화(300), 정치(320), 경제(330), 법(340), 행정

<표 1> DDC 23판에 나타난 이민의 학문적 범주
강 수준
(중분류)

목 수준(소분류)
303 Social processes

사회
일반/
문화
(300)

304

Factors affecting social
behavior

305 Social groups
306 Culture and institutions

320

정치
(320)

Political science
(Politics and government)

323 Civil and political rights

325

International migration &
colonization

세목 수준(상세분류)
303.482
304.8
304.82
304.83-89
305.8
305.906912
306.446
306.845
320.56
320.561
320.569
323.32
323.623
325
325.1
325.2
325.4-.9

경제
(330)
법
(340)
행정
(350)

331 Labor economics

342

Constitutional &
administration law

345 Criminal Law
Specific fields of public
353
administration

331.544
331.62
331.621-.629
342.08
342.082
345.0237
353.484

362.108691
362.77912
Social problems of and services
사회
362.839812
362
to groups of people
문제/
362.85
복지
362.89912
(360)
364.137
364 Criminology
364.256
370 Education
370.117
교육
374 Adult education
374.017
(370)
379 Public policy issues in education 379.129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해당하는 분류 기호임.

Contact between cultures*
Movement of people, Migration
International movement(Immigration - Sociology, Emigration)
Migration
(Multiculturalism - Sociology)
Immigrants
Bilingualism and multilingualism*
Intercultural marriage
Ideologies based on groups of people*
Multiculturalism*
Ideologies by ethnic and national groups*
Groups identified by miscellaneous social attributes
Naturaliz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lonization
Immigration
E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to and colonization in specific continents,
countries, localities in modern world
Migrant workers
Immigrants and aliens
Immigrants and aliens by place of origin
Jurisdiction over persons
Entrance to and exit from national domain(Emigration--law)
Human smuggling--law, . . . (Immigration - illegal - law)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Immigration - public
administration)
People with physical illnesses - Immigrants
Immigrants - young people - social welfare
Immigrants - women - social welfare
Working class
Immigrants - Social welfare
Illegal immigration
Influence of social conflict(Immigration-influence on crime)
Multicultural and bilingual education*
Multicultural and bilingual education - adult level*
Interna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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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사회문제/복지(360), 교육(370)에 분포

총 7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분류 기호

되어서 정재각(2010, 58-62)이 제시한 이민과

의 전개 방식과 구조를 살펴보았다.

관련된 주요 인접 학문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3.1 사회 일반 및 문화
사회 일반 및 문화 분야에서는 4개 분류표 모

3. 문헌분류표에서의 이민 정책

두 사회 일반적 현상의 하나로 인구학적 측면에
서 인구 이동과 이주를 다루고 있었다. 인류 생

한국에 외국인의 유입이 다양하게 증가함에

태학, 인구학, 인류학 등 일반적인 사회․문화

따라 이민 정책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주제를 포괄하는 304 Factors affecting social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의 발행이 증가되고 있

behavior(사회적 행동의 영향 요인) 아래 304.8

다. 이러한 이민 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내

Movement of people로 분류하였으며, 국제 이

기관으로는 ‘IOM MRTC 이민정책연구원’과

주를 포함하고 있었다. 하위 항목으로 304.81

‘한국이민재단’,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Causes는 인구 이동 및 이주의 사회․문화․환

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위 기관들은 이민 정책

경․기후와 같이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KDC, DDC, 기관별 보고

요인과 원인을, 304.82 International movement

서 분류번호표 등을 활용하고 있다. 다른 학문

는 국제 이주에 관한 분류 항목으로 국제 이주

분야의 주요 정책연구원들도 모두 분야별 전문

와 관련하여 취업, 교육, 투자 등 다양한 목적을

분류표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기관은 사실상

가지고 있었다.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는 분야별 전문 분류표

304.83-.89 Migration은 제 2보조표에서 지

의 개발이나 활용이 실재로 어렵기 때문에 가장

역구분기호를 합성하여 특정 국가에서의 인구

많이 사용되는 표준분류표를 수정하여 활용하

이동 및 이주를 분류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특

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차선책임을 의미하는 것

정 지역이나 국가로부터의 이입은 304.809에 분

이다.

류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특정 사회 집단에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민정책 분야의 효율적

해당하는 305 아래 305.906912 Immigrants와

인 분류표를 설계하기 위해 DDC 23판을 중심

305.906914 Displaced persons를 전개하였는

으로 열거식 분류표 중 범국가적으로 사용되는

데, 이 기호들은 표준세구분표의 이민자(Immi-

LCC와 UDC, 한국의 표준문헌분류법인 KDC

grants) T1-086912, 난민(Displaced persons)

의 관련 항목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 대

T1-086914가 합성된 결과이다.

상 주제는 <표 1>에서 ‘이민’과 직접적인 관련

LCC는 H 사회학 아래 HB 경제 이론 및 인구

이 있는 분류 기호로 선정하였고, DDC의 강 수

학(Economic Theory and Demography)에서

준 기호를 기준으로 ‘사회 일반/문화’, ‘정치’,

HB1951부터 HB2160까지 인구 이동 및 이주에

‘경제’, ‘법’, ‘행정’, ‘사회 문제 및 복지’, ‘교육’,

관한 항목들이 있었다. DDC와 비교하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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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보다는 도시와 농촌 간 이주와 같은 인구학

식민화에 관한 분류 항목들이 함께 나타나게

적 측면에서의 국가 내 거주지 이동을 중점적으

된 것이다.

로 다루었다.

DDC에서는 323.3 Civil and political rights

UDC도 인구학 아래 해당 분류 항목들이 있었

of other social groups에서 이민자에 대한 시민

으나, DDC, LCC와는 달리 314.151.1~314.151.7

평등권과 정치적 권리를 다루고 325 International

까지 국외 거주 및 추방, 본국 송환, 재이출 등 이

migration and colonization에 국제 이주와 식민

주 유형에 따라 세분한 점이 특징이었다. 314.151.2

화에 관한 분류 항목을 두면서, 세목 수준에서

Types of migrant는 이주자의 종류에 관한 분

이 두 주제를 구분하였다. LCC는 JF20-2112

류 항목인데, 보조표 1k(Common auxiliaries of

Political institutions and public administra-

general characteristics)의 -05 기호를 합성하여

tion(General)의 하위 세목으로 시민권(JF801)

사람의 특성에 해당하는 기호를 추가하여 전개

을 다루고 있으며, 국제 이주와 식민화에 관한 분

하였다. 따라서 314.151.3-054.72는 자발적 이주

류 항목을 JV1-JV9480 Colonies and coloniza-

자, 314.151.3-054.74는 난민, 314.151.3-054.74

tion. Emigration and immigration. Interna-

는 강제추방자, 314.151.3-054.75는 본국송환자,

tional migration에 두었다. 귀화의 경우는 정치

314.151.3-054.7은 국외추방자를 의미하였다.

학이 아닌 법학 아래 K3226 Naturalization으로

KDC에서는 331 사회학 아래에 331.37 국제

항목을 전개하였다. UDC는 327.3 Internation-

인구 이동, 이민, 331.3701 이민 정책 및 행정,

alism. International movements, objectives에

331.39 피난민을 분류항목으로 갖고 있었다. 이

는 국제 이주를, 325 Opening up of territories.

민 정책 분야는 세분하지 않고 모두 331.3701

Colonization에 식민화 관련 항목을 전개하였

에 분류하게 되어있어서 다양한 이민 정책의

다. KDC에서는 일반적인 국제 이주와 이민은

측면을 나타낼 수 없었다.

330(사회학, 사회문제)에 분류하기 때문에, 정
치학 분야에서 342.1 국가와 개인 아래 342.15

3.2 정치
정치학 분야에서는 이민 정책에 대한 가장 핵

시민권, 342.158 귀화로 이민 정책과 관련된 주
제가 전개되었으며 여기에서는 국제 이주와 식
민화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심적인 분류 항목을 수록하였으며, DDC, LCC,
UDC, KDC 모두 국제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3.2.1 국제 이주

분류 항목들을 마련하고 있었다. 전개 항목이 많

DDC에서는 325 아래 325.1 Immigration에

다는 것은 ‘이민’에 대해 정치학적 측면이 가장

국제 이주 중 이입에 관한 항목들을 배치하였다.

일반적이면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상대적으

325.21 Refugees에는 여러 이주자의 유형 중에

로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서 망명자에 관한 분류 항목을 별도로 전개하였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제

고, 하위 기호인 325.21093-.21099 Specific con-

이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헌분류표 상에는

tinents, countries, localities에서는 특정 국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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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B로 망명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시

327.37 Disarmament movements는 군비 축소

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출도 325.23-.29

를 위한 이주, 327.39는 언어, 인종, 종교, 지역

Emigration from specific continents, coun-

간 연합이나 통합을 위한 이주로 나누어서 상당

tries, localities에서 분류하고, 제 2보조표를 적

히 정치적인 주제에 국한시켰다는 것을 파악할

용하여 양국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 DDC

수 있었다.

에서는 이민 송출국과 수민국 즉, 이주 국가의

한편, KDC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선후 관계를 기호 합성을 통해 표현하되, 수민국

민에 관한 분류 항목들이 사회학 아래 전개되

보다는 송출국을 강조하였다.

었기 때문에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342.15 시민

LCC는 DDC와 같은 양국 간 관계보다는 국

권과 342.158 귀화 등 소수 항목만이 있었다.

제 이주와 관련된 다양한 하위 주제들을 분류
항목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LCC에서 국제 이주

3.2.2 식민화

와 관련된 분류 기호는 JV6001에서 JV9480까

DDC는 325.3 Colonization 아래 식민화와

지 Emigration and immigration. International

관련된 분류 항목들을 배치하였다. DDC가 고

migration이며, 하위에는 JV6038 Government

대 세계와 국가로만 세분한 반면, LCC와 UDC

policy가 정부 정책에 관한 분류 기호이며, JV

는 비교적 다양한 분류 기호들을 전개하고 있

6198.2-JV6348 Immigration이 이입, JV6061-

었다. LCC는 토착민과의 관계나 식민지 관리

JV6149 Emigration이 이출, JV6135-JV9480은

및 정책을, UDC는 식민지 정책과 관련하여 다

국가별 전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국제 이주 및

양한 분류 항목을 세분하였다. 이는 UDC가 유

이민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분류할 수 있는 별도

럽에서 처음 발행되었고, 현재 네덜란드에 소

의 항목을 두었으며, 이입과 이출 아래에는 정치,

재한 UDC Consortium이 유지․관리하고 있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학제적 주제에 관한 분류

는 유럽 중심 분류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UDC

기호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DDC와는 달리 LCC

Consortium, “About UDC”), 분류표 상에 전

는 정치적 망명자를 이입 아래 망명자로 분류하

제주의 시대를 풍미했던 유럽의 세계관이 반영

였다.

된 것이다. 이상의 3개 분류표와는 달리, KDC

UDC는 이출과 이입을 구분하지 않는 대신, 국

는 사회학, 사회문제 아래 331.38 식민을 전개하

제 이주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327.33부터 327.39

여 식민지 정부, 행정, 총독, 식민정책 등을 분류

까지 분류 기호를 전개하였다. 327.33 Move-

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ments for harmony,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는 조화를 위한 이주, 327.35 Unification
movements with political basis는 정치적 배경

3.3 경제

을 가진 이주, 327.36 Movements for the estab-

경제 분야에서 이민정책 관련해서는 노동 시

lishment and maintenance of peace between

장 아래 이민 노동자를 다룬 분류 항목들이 전

peoples는 평화 수립 및 유지를 위한 이주,

개되었다. DDC의 경우, 노동력(labor forc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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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331.5 Workers by personal attributes other

331.556.48 Frontier workers였다. 그리고 이민

than age(나이 이외의 개인 특성에 의한 노동

노동자 이외에도 331.556.46 Emigration of la-

자)와 331.6 Workers by ethnic and national

bour로 노동력의 이출에 대한 분류 항목을 전개

origin(인종 및 국적에 의한 노동자), 두 부문

한 점이 특징이었다. KDC는 경제학 아래 321.543

으로 분류 항목이 전개되었다. 전자인 331.54

이민 노동자, 321.544 외국인 노동자가 이민에

Workers in special economic situations 아래

관련된 항목으로 세분되어 노동경제의 측면을

에는 이주 및 임시 노동자를, 후자인 331.6 아래

다루고 있었다.

에는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를 분류하였다.
331.62 Immigrants and aliens의 하위 항목으
로 331.621~.629는 이민 노동자의 이전 국적에

3.4 법

따라 전개하도록 지시하였다. 지시 사항을 살펴

법 분야에서 이민정책과 관련된 분류 항목으

보면, 원래 국적을 표현하기 위해 331.62에 제

로는 DDC, LCC, UDC 모두 출입국관리, 시민

2보조표에서 원 국가에 해당하는 기호를 추가

권 및 국적법과 같은 이민자의 법적 권리와 불법

한 후, 패싯 지시기호 ‘0'과 현 국적의 국가 기호

이주,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이

를 부여할 수 있었다.

민자의 법적 권리와 관련하여 DDC에는 342.08

LCC도 DDC와 유사하게 H 아래 HD5855-

Jurisdiction over person(사람에 대한 재판권)

HD5856 Seasonal labor. Migrant labor를 두어

아래 342.082 Entrance to and exit from

계절 근로자와 이주 근로자를, HD6300 Immi-

national domain과 342.083 Citizenship and

grant labor. Foreign workers에는 이민 및 외

nationality가 각각 이민자의 출입국 관리와 망

국인 근로자를 분류하였다. 특히 HD6300 아래

명, 난민, 피난자 등을 포함한 이민자의 시민권

HD6300.5로 인접국가에서 근로를 하면서 최소

에 해당하는 분류기호였다. 한편 LCC는 법률에

일주일에 한번 국경을 넘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해당하는 K 아래 K3273~K3277까지 외국인과

국경근로자(frontier worker)를 세분하였다. HD

이민자의 권리에 관한 항목을, KF4819는 이민

8108.5 Labor in politics-Minority employees,

과 관련된 법 일반을, UDC는 341 International

Foreign workers. Immigrant labor에서 이민

law(국제법) 아래 망명권을, 342.7 Public law.

노동, 외국인 노동자, 소수 집단의 노동에 관해

Constitutional law(공법, 헌법) 아래 관련 항목

분류할 수 있었다.

들을 각각 배치하였다.

UDC는 331.5 Labour market. Employment

다음으로, 불법 이주 관련법은 DDC에서 345

(노동 시장 및 고용) 아래 331.556.4 International

Criminal law(형법) 아래 345.0237 Human

mobility. International migration of labour에

smuggling--law가 있었다. 이는 345.02 Criminal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 및 이주에 관한 분류 항

offenses(범죄 예방)의 기본 기호에 364 Crim-

목을 전개하였다. 이 중에서 이민 노동자와 관

inology(범죄학) 아래 불법 이주에 해당하는

련된 항목은 331.556.44 Immigrant labour와

364.137을 부가한 합성 기호로 UDC의 불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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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및 이출을 포함하였다. 불법 이주와 관련된 항
목들은 LCC의 K5299와 UDC의 343 Criminal

3.6 사회 문제 및 복지

law 아래 있었다. 특히 UDC는 불법 이주를 불법

이민자의 복지와 건강과 관련하여 DDC는 362

이입과 불법 이출을 구분하여 분류 항목으로 설

Social problems of and services to groups of

정하였다.

people(특정 집단의 사회 문제와 복지 서비스)

앞서 언급한 3개 분류표와는 달리 KDC에서

아래 362.85 Working class를 두고, 포함주기에

는 국제법 아래 361.817 국적법을 두어 외국인

이민 노동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항목을 두었

법, 귀화, 국적 변경 등을 분류할 수 있었지만

다. 또한 이민 노동자가 아닌 일반적인 이민․

이민자의 출입국 관리법을 포함한 이민자의 법

귀화자를 분류할 수 있도록 362.899 People by

적 권리나 불법 이주에 관한 항목은 없었으며,

miscellaneous social attributes 아래 362.8991

시민권에 관한 항목은 법학이 아닌 정치학 아

People with status defined by changes in

래 두었다.

residence에는 거류 외국인이나 국외추방자를,
362.89912 Immigrants에는 이민자에 관한 포괄

3.5 행정

적인 저작을 분류하였다. 한편, 불법 이주에 대한
항목으로 범죄 아래 364.137 Illegal immigra-

행정학 측면에서는 DDC에서만 공공 행정

tion, 이민자의 신체 건강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아래 353.484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관한 항목으로 362.1 People with physical ill-

services에 이민 및 귀화에 관한 행정 서비스를

nesses 아래 이민자에 해당하는 표준세구분기호

분류하도록 하였다.

T1-08691을 합성하여 362.108691에 분류하도

LCC와 UDC에는 해당 분류 항목이 없는 대

록 지시하였다.

신, LCC는 JV6001-JV9480에 UDC는 323.7

LCC의 경우, 이민자에 관한 복지 서비스는

Internationalism. International movements,

HV4005-HV4013 Immigrants에, 불법 이주

objectives, KDC는 342.15 시민권과 같이 정치

를 포함한 이민 및 이주 관련 범죄는 HV6181

학 아래 분류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DDC에서

Immigration and crime에 분류하였다. 그리고

정의하는 행정학의 범주가 LCC, UDC, KDC와

이민자의 건강과 보건은 의학 아래 RA448.5

는 다르기 때문이다. DDC는 21판에서 행정학

Public health. Hygiene. Preventive medicine-

분야를 대폭 개정함으로써 관할 지역이나 행정

Immigrants에 분류 항목을 두었다.

기구와 상관없이 행정적 기능에 따라 분류하도

UDC는 364.614 Disadvantage. Social disad-

록 하였다. 반면 LCC, UDC, KDC는 여전히 행

vantage. Underprivilege에서 사회적인 불이

정의 기능에 따른 분류보다는 관할 지역과 행정

익에 관한 항목을 전개하였고, 콜론(:)을 이용

기구 및 부서를 기준으로 항목을 세분하고 있기

한 주제 합성 방식을 사용해서, 기본 기호에

때문에 다양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항목이 빠지

314.151.3 Types of migrant를 부가하여 이민자

거나, 다른 주제에 포함되었다.

의 사회적 고립이나 불이익(364.624.4:3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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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불법 이주 및 이

UDC는 특수 집단의 교육, 교수, 훈련에 해당하

민에 관한 항목은 별도로 전개되지 않았다. 건

는 376 Education, teaching, training of special

강의 경우, 364 사회 복지 아래 364.69 Health

groups of persons. special schools에 이민자에

welfare만 있고, 이민자나 이민정책에 관한 항

해당하는 보조기호를 합성하여 376-054.62 Edu-

목은 없었다.

cation of aliens, foreigners, immigrant(이민

KDC는 이민자의 사회 문제나 복지 서비스에

자를 위한 교육) 분류 항목을 마련하였다. KDC

관한 항목은 별도로 전개되지 않았다. 330 사회

는 특수 교육 아래 379.3 다문화 교육이 있었고,

학, 사회문제 아래 334 사회문제~338 사회복지

이외에 이민자를 위한 교육을 분류할 수 있는

에 일반적인 사회 문제나 복지 서비스에 대한

항목은 없었다.

분류 항목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이민자를 특정
적으로 다루는 분류 항목은 없었다.

3.7 교육

4. 이민정책 분류표 수정
전개 방안

DDC의 이민자를 위한 교육에 관한 분류 항

지금까지 DDC, LCC, UDC, KDC에서 이민

목은 일반적인 다문화 및 두 언어 병용 교육을

정책 분야를 어떻게 분류하고 전개하였는지를

지칭하는 370.117 Multicultural and bilingual

살펴보았다. DDC는 이민을 주로 정치학적 측면

education과 성인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 해당

에서 325에 출국, 입국, 식민, 특정대륙․국가․

하는 합성 기호로 374.017(특수 목적을 위한

지역에 해당하는 국제적인 이민 및 식민으로 구

성인 교육 374.01 + 다문화 교육 370.117), 교

분하여 이민의 범주에 따라 전개하였으나, KDC

육 분야에서 공공 정책적 쟁점의 일환으로 국

는 사회학과 사회 문제 분야 아래 이민의 범주

제적인 다문화 교육 원조에 해당하는 379.129

를 331.37 국제인구 이동 및 식민, 331.38 식민,

International support가 있었다.

331.39 피난민으로, 세목 이하에서 동일한 수준

LCC에서는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의

으로 구분하여 분류 항목의 계층적 구조가 비

특수한 측면(Special aspects of education)의

논리적이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DDC와 비교

하위 항목으로 LC1099-LC1099.5 Multicultural

할 때 분류 항목의 구체성이나 포함하고 있는

education(General)을 두었으며, 이민자와 인

개념의 영역이 매우 부족하였는데, 예를 들어

종 및 언어 소수자를 위한 교육에 해당하는

331.3701 이민정책 및 행정에서 이민과 관련된

LC3701-LC3740 Immigrants or ethnic and

다양한 주제가 세분화되지 않아서 분류의 정확

linguistic minorities. Bilingual schools and

성을 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불법

bilingual education, 그리고 이민 일세대 자녀를

이민, 이민으로 인한 사회 갈등, 이민과 관련된

위한 교육에 해당하는 LC3745-LC3747 Children

법적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문헌

of immigrants(First generation)를 세분하였다.

을 분류할 때 법적 측면을 반영한 분류 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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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가 곤란하였다. 그리고 LCC는 정치학 분야

한 사회 일반 및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및

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민 정책에 관한 검사,

복지, 총 4개 영역을 대상으로 본표를 수정하였

등록, 인두세, 규제, 통제 등을 미국의 이민 상황

다. 수정 전개표 상에 본 연구에서 수정한 내용

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구분하고 있어 범국가적

은 밑줄과 굵은 글자로 표시하였다.

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UDC는
DDC와 유사한 분류체계를 갖고 보조표를 적용

4.2.1 사회 일반 및 문화

하여 이민자 관련하여 분류 항목을 보다 더 확

304.82 International movement는 이입과 이

장할 수 있었지만 그 결과, 분류기호가 매우 복

출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적 이주에 관한 항목으

잡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로 UDC에서 전개한 ‘국외 추방(Expatriation)’,

DDC가 이민정책 분야에 수정 전개해서 사용할

‘본국 송환(Repatriation)', ‘통과 이주(Transit

분류표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DDC를 좀

migration)', ‘재이출(Re-emigration)' 항목을

더 상세한 주제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

포함 주기로 추가하였다. 또한 기후 및 환경 등

정 전개하는 방식으로 분류표를 제시하였다.

국제 이주 정책에 관한 포괄적이고 학제적인 저
작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지시주기를 추가하였

4.1 설계 원칙

다. 그리고 IOM MRTC의 주요 연구 분야를
반영하여 기후 변화와 환경에 따른 국제이주에

이민정책 분야 분류표의 수정 전개 설계 원칙

대해 도서관에 따라 하위 전개하거나 기호를 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DDC가 이민정책 분야에

약하는 문자기호를 사용하도록 임의규정을 추

적용하는 분류 방식을 최대한 준용하였다. 둘째,

가하였다(<표 2> 참조).

분류 항목의 채택 과정에서 LCC와 UDC에서
전개한 항목 중에서 DDC에는 누락된 항목을 선

4.2.2 정치

정하였다. 셋째, 분류 기호의 할당 측면에서 관

UDC에는 국제 이주에 대한 다양한 목적에 따

련 주기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분류

라 분류 기호를 세분하였다. 이에 325 Interna-

기호를 추가하였다. 넷째, 수정 전개한 이민정

tional migration and colonization에 분류지시주

책 분야 분류표는 본표와 보조표로 구분하여 제

기를 추가하였고, 예시로 국제 이주의 목적을 구

안하되 특정 학문에 국한된 분류 항목은 본표에,

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다음으로 325.1 Immigra-

인물의 특성과 같이 특정 학문에 국한된 것이

tion 아래 LCC에서 전개한 이민자 통합(assimila-

아닌 여러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측면

tion of immigrants)과, 귀환 이주(return migra-

은 보조표에 추가하였다.

tion)를 포함주기에 명시하고, 이민에 관한 각종
정부 정책을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지시주기를

4.2 본표
이민정책과 관련하여 수정 전개가 가장 필요

추가하였다. 또한 325.2 Emigration에는 이출의
원인과 영향에 관한 저작을 분류할 수 있도록
분류지시주기를 추가하였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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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정 전개표: 사회 일반 및 문화
기호

표목 및 주기 사항

참조

비고

UDC
IOM
MRTC

포함주기,
분류지시주기,
임의규정 추가

참조

비고

UDC

분류지시주기
내용 추가

LCC

포함주기,
분류지시주기
내용 추가

LCC

분류지시주기
내용 추가

International movement 국제적 이주
Including expatriation, repatriation, transit migration,
re-emigration 국외추방, 본국송환, 통과이주, 재이출을 포함한다.
Class here comprehensive works on international migration e.g.
migration according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예를 들어
기후 변화와 환경에 따른 국제이주에 관한 복합 저작은 여기에 분류한다.

304.82

....
See also 325 for political aspects of international movement 국제적 이주의
정치적인 측면은 325도 가서 보라
(Option: Class international movement for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in 304.82001 or 304.82A)
(임의조항: 기후 변화와 환경에 따른 국제 이주는 304.82001 또는 304.82A로
분류한다.)

<표 3> 수정 전개표: 정치
기호

325

표목 및 주기 사항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lonization 국제 이주와 식민지
Standard subdivisions are added for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lonization together, for international migration alone 국제 이주와 식민지
를 모두 다룬 저작이나 국제 이주만을 다룬 저작에 표준세구분표를 추가한다.
Including population transfers 인구이동을 포함한다.
Class here objectiv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e.g., movements
for harmony understanding between peoples, movements for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peace between peoples, unification
movements with political basis, disarmament movements
국제적 이주의 목적, 예를 들면 사람들 사이의 조화로운 이해의 운동,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유지하고 설정하기 위한 운동, 정치적 편견을 가진 통일 운동, 군비 축소
운동을 여기에 분류한다.

Immigration 이입
Including assimilation of immigrants, return migration 이민자 통합,
325.1

325.2

귀환 이주를 포함한다.

Class here government policies related on immigration
이민에 관련된 정부 정책을 여기에 분류한다.
For illegal immigration, see 364.137 불법 이민은 364.137로 가시오.
Emigration 이출
Class here causes and effects of emigration 이출의 원인과 영향은 여기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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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경제

을 추가하였다.

331.62 Immigrants and aliens 아래 이민 근
로자의 일종으로 국경근로자(frontier workers)

4.2.4 사회 문제 및 복지

와 노동력의 이출(emigration of labor)을

364.137 Illegal immigration에 불법 이출도

‘Including frontier workers, emigration of labor’

함께 분류할 수 있도록 포함주기를 추가하였다

와 같이 포함주기로 추가하였다(<표 4> 참조).

(<표 5> 참조). 그리고 이민자의 신체 건강을

또한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는 국제 이주 방식

위한 복지 서비스에 관한 항목은 이미 DDC에

과 관련하여 338.9의 경제 개발 및 성장 아래에

반영되어 있듯이 362.1 People with physical

투자 이민에 관한 학제적이고 복합 주제를 분류

illnesses 아래 이민자에 해당하는 표준세구분

하고 도서관에 따라 하위 전개하거나 기호를 축

기호 T1―08691을 합성하여 362.108691에 분

약하기 위한 문자기호를 사용하도록 임의규정

류하도록 지시된 것을 따르도록 하였다.

<표 4> 수정 전개표: 경제
기호

331.62

표목 및 주기 사항

참조

비고

Immigrants and aliens 이주자와 외부인
Standard subdivisions are added for either or both topics in heading 이주자나
외부인, 또는 두 주제에 표준세구분을 부가한다.
Including frontier workers, emigration of labor 국경근로자, 노동력의 이출을

UDC
LCC

포함 주기
내용 추가

UDC
IOM
MRTC

포함 주기
분류지시주기
임의규정
추가

참조

비고

UDC

포함 주기
내용 추가

포함한다.

338.9

See also 331.544 for migrant workers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는 331.45도 보라.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경제 개발 및 성장
Standard subdivisions are added for either or both topics in heading 경제
개발이나 경제 성장, 또는 두 주제에 표준세구분을 부가한다.
Class here comprehensive works on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related to migration e.g. migration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예를 들어 투자와 개발을 위한 이주와 같이 국제 이주에 관한 복합 저작은 여기에
분류한다.

(Option: Class migration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 338.90001
or 338.9A)
(임의조항: 투자와 개발을 위한 국제 이주는 338.90001 또는 338.9A로 분류한다.)

<표 5> 수정 전개표: 사회 문제 및 복지
기호
364.137

표목 및 주기 사항
Illegal immigration 불법 이입
Including illegal emigration 불법 이출도 포함한다.
Class here human smuggling 밀입국을 여기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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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피난․추방자(Refugees. Evacuees. Dis-

4.3 보조표

placed persons), 본국송환자(Repatriates), 강

본 연구에서는 이민정책 관련 기관이나 전문

제 추방․억류자(Compulsory exiles. Expellees.

도서관에서 본표의 주제에 자유롭게 적용할 수

Deportees Repatriates), 무국적자(Stateless

있도록 DDC 표준세구분표를 부분적으로 수정

persons)가 있었다. 그래서 UDC에서 적용한 5가

하였다. 수정 방안은 이민자 관련 분류 항목의

지 유형을 DDC의 표준세구분기호 -086에 추가

확장과 축약 기호의 사용으로 우선, 이민자 관련

하였다. 그리고 이민자에 해당하는 DDC 기호가

분류 항목 확장에서는 UDC의 전개 체제를 활용

무려 6자리로, 본표 상의 어느 분류 기호에 부가

하였다. UDC의 경우 이민자와 관련된 기호로

하던지 전체 분류 기호가 매우 길어지는 폐단을

Table 1k-054.7 Expatriates. Exiles. Repat-

야기하므로 기관에 따라 알파벳 문자를 적용해

riates. Migrants. Stateless persons 아래 5개 항

서 분류기호를 간략화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을

목, 즉 자발적 이민자(Voluntary migrants), 망

추가하였다. 보조표 수정안은 <표 6>과 같다.

<표 6> 표준세구분표 수정(안)
기호

표목 및 주기 사항

T1--086912

Immigrants 이민자
Class here voluntary migrants 자발적 이주자를 여기에 포함한다.
Class displaced persons, refugees in T1--086914 추방자나 망명자는
T1-086914에 분류한다.
(Option: Class immigrants in T1--086912 or A)
(임의조항: T1-086912 또는 A로 분류한다.)

분류지시주기,
임의규정
내용 추가

T1--086914

Displaced persons 추방자
Class here refugees 망명자를 여기에 분류한다.
(Option: Class displaced persons in T1--086914 or B)
(임의조항: T1-086914 또는 B로 분류한다.)

분류지시주기,
임의규정
내용 추가

T1--086915*

Repatriates 본국송환자
(Option: Class repatriates in T1--086915 or C)
(임의조항: T1-086915 또는 C로 분류한다.)

T1--086916*

Exiles 추방자
Class here compulsory exiles, expellees, deportees repatriates
강제추방자, 억류자를 여기에 분류한다.
(Option: Class exiles in T1--086916 or D)
(임의조항: T1-086916 또는 D로 분류한다.)

T1--086917*

Stateless persons 무국적자
(Option: Class stateless persons in T1--086917 or E)
(임의조항: T1-086917 또는 E로 분류한다.)

* 신설한 분류기호임.

참조

UDC

비고

분류 항목,
임의규정
내용 추가
분류 항목,
분류지시주기,
임의규정
내용 추가
분류 항목,
임의규정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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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나 측면은 보조표로 제시하였다. 본표에서는 총
4개 학문 분야인 사회 일반, 인구 및 기후변화,

본 연구는 2011년에 개정된 DDC 23판을 기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복지 및 건강 분야를 수

반으로 이민정책 유관 기관 및 전문도서관에서

정하였다. 보조표에서는 표준세구분표 상에 이

활용할 수 있는 분류표를 제안하였다. 이민정책

민자 관련 분류 항목을 확장하고, 임의규정을

은 고유한 학문 분야가 아니라 기존 학문 분야

통해 도서관에 따라 기호를 간략하게 사용할 수

와 결합하여 파생되는 주제 분야이기 때문에 기

있도록 하였다.

본적으로 학제성이 강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첫

후속 과제로는 첫째, 다문화와 같이 주제 범

단계로 관련 분야 개론서와 DDC 상관색인을 이

주를 확장하여 분류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용하여 이민정책의 개념과 학문적 영역을 설정

이는 단기적인 연구과제보다는 장기적인 연구

하고 핵심 주제를 설정하였다. 다음 단계로 열

과제로 실재 자료를 바탕으로 분류번호가 해당

거식 분류체계인 DDC, LCC, UDC를 대상으로

주제를 명확히 표현해 주지 못하는 자료의 분석

핵심 주제의 전개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DDC

을 통해 가능하다. 둘째, 국내외 이민정책 유관

에서 수정 및 확장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였다.

기관이나 소속 도서관에서의 분류 적용 실태를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이민정

파악하여 문헌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분류 기

책 전문분류표의 설계 방향은 첫째, DDC 분류

호의 신설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방식을 최대한 준용하였고, 둘째, LCC와 UDC

주제 전문 분류표의 개발은 분류 이론의 전문가

에서 전개한 항목 중에서 DDC에는 누락된 항

와 해당 주제의 전문가가 함께 개발해야할 필요

목을 분류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셋째, 관련 항

가 있다. 이렇게 분류 원칙과 해당 분야에 대한

목의 주기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분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파악하

류 기호를 추가하고, 넷째 특정 학문에 국한된

고 해결해야 진정한 주제 전문 분류표로 거듭날

주제는 본표에,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특성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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