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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자원의 휘발성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학술정보 유통의 거대한 통로로 웹이 부상함에 따라 웹

상에 존재하는 정보자원들이 학술정보의 재생산에 활용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학술정보에 인용된 

웹 자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의 접근성과 유용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문헌정

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 중 하나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를 대상으로, 2007년에서 2011년까지5년 

간 수록된 논문에 인용된 웹 자원을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록된 논문들의 참고문헌 중 

웹 자원 비율, 현시점에서의 웹 자원의 접근 가능성, 그리고 웹 자원 주소를 분석하여 도메인과 파일 

각각의 비율과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또한 표기된 웹 자원의 주소는 아니더라도 인용에서 사용

한 정보를 통해 웹상에서 여전히 사용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세계 3대 검색엔진을 사용하였다.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웹은 디지털화된 다양한 학술정보의 거대한 

생산지이자 이용자들에게 이들 정보로의 손쉬

운 접근을 제공하는 유용한 유통 및 확산 통

로이다. 이러한 웹이 주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웹 자원은 인쇄자원에 비해 

휘발성이 강하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웹 자원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술정보로서 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지 논문의 생산에 

활용된 웹 자원을 대상으로 인용 현황을 조사

하고 그것의 현시점에서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의 참고문헌에 나타난 

웹 자원을 조사⦁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웹 자

원이란 표기상에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만 포함하였다.

웹 자원의 접근성과 유용성을 분석하기 위

해 학문 분야로 문헌정보학을 선택하였고, 조

사에 이용된 학술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에서 

발간한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이다. 이것은 

2010년 한국학술지인용색인 DB(KCI)에 따르

면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영향력 지수가 가장 

높은 학술지이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의 2007년에서 2011

년까지의 5년간 수록된 모든 논문들의 참고문

헌에 나타난 웹 자원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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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웹 자원들의 유용성은 2012년 6월 25일

부터 7월 27일까지 약 한 달간 수작업을 통

해 2012년 세계시장 점유율 기준 3대 검색엔

진인 구글(Google), 야후(Yahoo), 빙(Bing) 

에 직접 접근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참고문헌에서 웹 자

원의 현황 및 유형, 인용된 웹 자원의 접근성, 

검색엔진을 통한 유용성과 이들 현황들의 연

도별 추이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2000년대 이후부터, 정보원으로서 웹 자원

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웹 정보원의 이용

형태에 대한 연구와 웹 자원의 인용 분석을 

통한 지적 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

어왔다.

조현양(2003)은 웹 자원에 대한 인용 현황

을 분석함으로써 웹 자원 활용도와 학술정보

로서의 웹 자원에 대한 가치를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대학교수들의 학술정

보원 이용형태에 관한 분석연구를 수행한 박

준식 등(2002)의 연구도 있다.

김홍렬(2006)은 정보관리학회지에 수록된 

인용문헌에 나타난 웹 자원의 접근성과 그 변

화를 분석하여 인용문헌에 수록된 웹 정보원

의 가치와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관리학회지에 수록된 웹 자원을 국내/국

외별 접근성, 도메인과 파일유형의 웹 자원 

접근성 및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Davis(2001, 2002)는 학부 학생들의 웹 자

원 활용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1996년, 1999

년, 2000년에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포함

된 인용문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술지

의 인용은 1996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점차 축소한 반면 웹 자원의 인용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Nostrat Riahninia(2011)은 LIS 분야의 인

용 연구를 통해 도메인과 파일 종류별로 웹 

자료의 영구성을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6종의 

LIS 저널들의 참고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참고문헌 중 4,849(12.8%)가 웹 인용

이었고, 웹 인용 중 4,617개95%)가 영구적이

었으며 5%에서는 오류가 나타났기 때문에 접

근 불가능으로 분류되었다. 

웹 자원의 인용 분석을 통한 지적 구조의 

분석에 대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정동열 등(1999)은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선

정하여 주제 분야에 관한 지적구조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웹 자원과 

전자잡지에 대한 동시 인용 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이성숙(2005)은 웹 자원의 지적구조를 

동시링크분석을 이용하여 시기별 변화와 검색

엔진별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분석

3.1 웹 자원의 활용도 분석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논문 생산에

서 웹 자원을 얼마나 인용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인용된 웹 자원의 현황을 조사․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전체 참고 문헌 건수는 9,063건이고, 이중

에 인용된 웹 자원은 1,505건으로 16.6%를 

차지하였다. 웹 자원은 인쇄문헌에 비해 인용

건수와 비율이 낮았으며, 최근 5년간 시간이 

지날수록 웹 자원의 인용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기에는 힘들었다. 

앞선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던 김홍렬(2006)

과 Davis(2001,2002)의 논문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용문헌의 수와 인용되는 횟수

도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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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체 참고문헌 인용 분석

구분 게재논문수
참고문헌

수
논문 한 편당 

평균참고문헌수
인용된 

웹 자원수
논문 한 편당 
평균웹자원수

2011 73 1,516 21 237 3

2010 68 1,836 27 406 6

2009 67 1,840 27 279 4

2008 82 2,007 24 308 4

2007 70 1,864 27 275 4

전체/
비율

360
(100%)

9,063
(100%)

126
(100%)

1,505
(100%)

21
(100%)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인 

2007년 논문들에서는 이미 웹이 널리 대중화

가 되었고 위의 두 선행 연구의 시점은 웹 확

산이 가속화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

로 추정된다. 

인용된 웹 자원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웹 자원의 성격을 도메인과 파일로 구분하여 

그것을 다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김홍렬

(2006)에 의하여 도메인은 인용문헌에 기재

된 웹 자원의 소재지 주소가 프로토콜과 도메

인네임만 나타난 자원, 그리고 프로토콜과 도

메인 네임, 디렉터리를 포함하고 있는 자원으

로 정의하였다. 파일은 인용문헌에 프로토콜

과 도메인네임, 파일명이 개지되어 있거나, 프

로토콜, 도메인네임, 디렉터리, 파일명이 기재

된 자원을 포함하였다. 이는 보편적으로 인터

넷에서 유통되는 ‘문서’이며, 대표적인 종류로

는 html, xml, pdf, txt, doc, ppt, hwp, jpg 

등이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용된 전체 

웹 자원 1,505건 중에서 도메인 유형의 웹 자

원은 549건으로 36.5%이고 파일유형은 956

건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

도별 추이와 상관없이 인용된 웹 자원의 유형

은 도메인보다는 파일 유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메인과 파일 각각의 성격과 그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도메인

에서는 or/org가 174개로 31.7%의 비율을 차

지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파일에서

는 html/htm이 427개로 44.7%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표 2> 연도별 도메인과 파일 분석

년도 도메인 파일 전체/비율

2011 104(43.9%) 133(56.1%) 237(100%)

2010 141(34.7%) 265(65.3%) 406(100%)

2009 109(39.1%) 170(60.9%) 279(100%)

2008 94(30.5%) 214(69.5%) 308(100%)

2007 101(36.7%) 174(63.3%) 275(100%)

총계 549(36.5%) 956(63.5%) 1,5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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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용된 웹 자원의 도메인과 

파일별의 성격

도메인

성격 수 비율

or/org 174 31.7%

co/com 113 20.6%

go/govt 112 20.4%

ac 40 7.3%

edu 36 6.6%

net 34 6.2%

re 8 1.5%

lib 8 1.5%

info 7 1.2%

kosis 7 1.2%

기타 10 1.8%

전체 549 100%

파일

성격 수 비율

htm/html 427 44.7%

pdf 312 32.6%

asp/aspx 55 5.8%

php 42 4.4%

cfm 40 4.2%

jsp 37 3.9%

ppt 20 2.1%

doc 12 1.3%

기타 11 2.2%

전체 956 100%

3.2 웹 자원의 접근성 분석

웹 자원의 접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참고

문헌에 표기되어 있는 각 웹 자원의 링크에 

접근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

용된 웹 자원 1,505건 중 표기된 링크로 접근 

가능한 웹 자원은 896건으로 59.5%를 차지하

였고, 접근 불가능한 웹 자원은 609건으로 

40.5%를 차지하였다. 

연도별로 인용된 웹 자원의 접근성 분석 결

과는 다음과 같다. 2011년도 접근 가능한 웹 

자원은 154건(64.9%), 2010년도는 250건

(61.6%), 2009년도는 188건(67.3%), 2008년

도는 179건(58.1%), 그리고 2007년도는 125

건(45.5%)을 차지하였다. 2007년도에만 웹 

자원에 접근 가능한 건수와 비율이 불가능한 

건수와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

지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접근성과 비율

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논문 발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용된 웹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인용된 웹 자원의 접근성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하면서, 라이센스 때문에 웹 자원에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 인용 웹 자원 1,505건 중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Kesli 통계 정보 자동 수

립 시스템’, 그리고 ‘Harvard University’ 단 

3건(0.2%)만이 라이센스에 의해서 접근이 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웹 자원의 유용성 분석

웹 자원의 유용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3대 

검색엔진인 구글, 야후, 그리고 빙에서 URL주

소가 아닌 참고문헌의 제목만으로도 웹 자원

에 접근이 가능한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는 <표 5>와 같다.

2011년도 인용 웹 자원 237건 중에서 구글

은 116건(48.9%)이 검색 가능하였고, 야후에

서는 157건(66.2%)이, 빙에서는 150건

(63.3%)이 검색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2010

년에는 인용 웹 자원 406건 중에서 구글에서

는   357건(87.9%)이 검색 가능하였고, 야후

에서는 339건(83.4%), 빙에서는 307건

(75.6%)이 검색이 가능하였다. 다음 년도인 

2009년도에는 인용 웹 자원 279건 중에서 구

글은 170건(60.9%), 야후는 167건(59.9%), 

마지막으로 빙에서는 173건(62.1%)이 검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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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도별 인용 웹 자원 접근성 분석

구분 접근 가능 접근 불가능 전체/비율

2011 154(64.9%) 83(35.1%) 237(100%)

2010 250(61.6%) 156(38.4%) 406(100%)

2009 188(67.3%) 91(32.7%) 279(100%)

2008 179(58.1%) 129(41.9%) 308(100%)

2007 125(45.5%) 150(54.5%) 275(100%)

총계 896(59.5%) 609(40.5%) 1,505(100%)

<표 5> 3대 검색엔진(구글, 야후, 빙)에서의 전체 인용 웹 자원에 대한 검색 가능성 분석

구분 구글 야후 빙 전체/비율

2011 116(48.9%) 157(66.2%) 150(63.3%) 237(100%)

2010 357(87.9%) 339(83.4%) 307(75.6%) 406(100%)

2009 170(60.9%) 167(59.9%) 173(62.1%) 279(100%)

2008 212(68.8%) 175(56.8%) 178(57.8%) 308(100%)

2007 157(57.1%) 131(47.6%) 140(50.9%) 275(100%)

총계 1,012(67.3%) 969(64.4%) 948(62.9%) 1,505(100%)

가능하였다. 2008년도에는 308건의 웹 자원 

중에서 구글은 212건(68.8%), 야후에서는 

175건(56.8%), 빙에서는 178건(57.8%)이 검

색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마지막 연

도인 2007년도에 인용 웹 자원 275건 중에서 

구글에서는 157건(57.1%)이 검색이 가능하였

고, 야후에서는 131건(47.6%), 마지막으로 빙

에서는 140건(50.9%)이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보아 3대 

검색엔진에서 웹 자원의 주소가 아닌 인용에

서 사용한 정보를 통해 검색 가능한 비율은 

평균적으로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3대 검색엔진 중 구글이 가장 높은 검색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용된 웹 자원의 접근성과 

유용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문

헌정보학회지(2007~2011년)를 대상으로 조

사ㆍ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참고문헌 중 웹 자원의 인

용건수와 비율은 인쇄문헌 보다는 낮은 건수

와 비율을 보였고 앞선 선행연구 결과와 달리 

시간 추이에 따라 웹 자원 인용의 횟수와 비

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

다. 그리고 인용된 웹 자원은 유형에 따라 도

메인과 파일로 구분하였는데, 도메인보다는 

파일 유형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메인에서는 or/org가 174

개로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파일에서는 htm/html이 427개(44.7%)로  각

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웹 자원의 접근성 분석에서는 전체 문헌 중 

웹 자원은 1,505건으로 896건(59.5%)이 접근

가능하고, 접근 불가능한 웹 자원은 609건으

로 40.5%였다. 그리고 라이센스에 의해 웹 자

원에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는 전체 웹 자원 

중 0.2%로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웹 자

원의 유용성 분석에서는 구글은 전체 인용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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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1,505건 중에서 1,012건(67.3%), 야후

는 969건(64.4%), 마지막으로 빙에서는 948

건(62.9%)이 제목만으로도 검색 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술정보로서의 웹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는 인용된 웹 자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접

근성과 유용성이 떨어지고 2011년도 논문의 

경우에는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30%이상의 인용된 웹 자원의 접근성과 유용

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가 연구 대상의 분야와 기간이 한정적인 프로

토타입의 연구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이번 프로토타입 연구

를 기반으로 연구 대상을 인문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분야까지 확대

하고, 연구 기간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으로 늘려 웹 자원의 시간에 따른 추이 

변화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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