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가시무라야마 시립도서관소장  외국어도서목록 

 

1. 수록범위 

히가시무라야마 시립도서관이 2014 년 3 월말일까지 수집한 외국어도서를 

수록했습니다.영어・중국어・한국어를 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2. 구성 

언어 별로 영어,중국어,한국어,프랑스어,독일어,이태리어,일본어를 배 

우는 책,기타 언어(기타 언어 와 3개국언어 이상으로 씌여 진) 의 책, 

포르투갈어 ,로시아어,스페인 어 순으로 계재하고 있습니다. 

3. 배열 

같은 언어인 경우에는 별치기호・분류・도서기호 순으로 배열하고、동일 

기호인 경우는 원칙상 책 이름 순으로 배열했습니다.문학 책 만은 동일 

저자의 작품으로 통일했습니다. 

4. 목록 식별방법 

기재항목 기재항목 별 설명 

별치/분류/도서기호 도서 청구기호 

제목 도서명 

저자명/ 출판자 *** 

저자 이름/출판자 *** 

출판 년 4자릿수 출판년 만 표시 

lSBN *** 

기타 책이름 일본어도서명 등 

 

• 청구기호를 보는 방법 

 

 

일반 도서의 예 

항 목 명 기호 예 내           용 

별 치 FE 쓰여져 있는 언어 등을 표시하는 기호(하기의 표를 참조) 

분 류 933 책의 내용을 표시하는 분류번호 

(다음 페이지의 「보통 책의 분류」참조) 

도서기호 CO 저자의 이름 혹은 책 이름의 알파벳 2글짜 

(일부 가타가나가 있음) 

 

어린이 책의 예 

항 목 명 기호 예 내           용 

별치기호 FE 씌여져 있는 언어를 표시하는 기호(오른 쪽의 표를  

참조) 

분류 라벨 색 책의 내용을 나타내는 색상 별 실 

(오른 쪽 페이지의 어린이의 책 분류를 참조) 

도서기호 LE 저자의 이름 혹은 책 이름의 알파벳 2문자 

(일부 가타카나가 있음) 

 

별치(씌여져 있는 언어를 표시하는 기호) 

FC 중국어 FP 포르투갈어 

FE 영어 FR 로시아어 

FF 프랑스어 FS 스페인 어 

FG 독일어 FJ 일본어를 배우는 책 

FI 이태리어 FO 기타 언어,3개국어 

이상의 것 FK 한국어 

 

 



일반 책의 분류 

일본 10진 분류법(NDC)을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기본은 3항입니다. 

메인 분류 

000            총기 

100            철학 

140            심리학 

159            인생 훈시 

160            종교 

200            역사 

210            일본사 

220            아세아사 

230            유럽사 

250            북아메리카사 

280            전기 

290            지리． 기행 

300            사회과학  

310            정치 

320            법률 

330            경제 

360            사회 

370            교육 

380            민속 

400            자연과학  

470            식물 

480            동물 

490            의학．약 

500           기술．공업 

520           건축 

590           가사．요리．육아 

  600           산업 

  620           원예．조원 

  670           상업 

  700           예술．미술 

  720           그림．서예 

  760           음악．무용 

  770           영극．영화 

  780           스포츠 

  790           제예．오락 

  800           언어 

  810           일본어 

  820           중국어 

  830           영어 

  900           문학 

  910           일본문학 

  920           중국문학 

  929．13 (한국현대소설) 등 

    일부는 5항 

  930          영미문학 

어린이 책의 분류 

   어린이 책은 칼러 라벨에 의한 분류로 되어있습니다. 

 

이야기 외의 책 

분류 명 내용 라벨 문자 

보라 색 전기 (없음) 

빨강 색 사회 N D C 2항 

푸른 색 이과．산수 N D C 2항 

오렌지 색 예술．놀음 N D C 2항 

감 색 시．언어 (없음) 

    

이야기의 책 

분류 명 내 용 라벨 문자 

갈 색 옛 이야기 (없음) 

회 색 일본 이야기 저자이름의 앞 2문자 

핑크 일본외의 이야기 저자이름의 앞 2문자 

  

그림책 

분류 명 내 용 라벨 문자 

횐 색 라벨에 E 가 

씌여 있음 

이야기 그림책 화가이름의 2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