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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학술지 논문에 인용된 인터넷 참고문헌의 특징과 활동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술지(한국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의 지
난 8년(2002년부터 2009년)동안 게재된 논문에 포함된 참고문헌들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고문헌 중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율은 15.5%이었으며 2002년 이후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둘째, 인터넷 참고문헌의 자료유형은 일반 웹문서(html, htm 등)가 84.3%로 가장 많았다. 셋째, 인터넷 참고문헌의 도메인 
유형은 비영리기관이 35%, 대학/교육기관이 20%로 가장 많았다. 넷째,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은 44.8%로 높게 나타났
고, 인용된 지 10년 후에는 최대 53.3%까지 증가하였다. 

키워드: 인터넷 참고문헌, 인터넷 참고문헌 특성, 인터넷 참고문헌과 활동성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requency, format, and activity of Internet references of four major journal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Sampled articles of each journal were published during 
2002-2009. The results show five implications. 1) Overall 15.5% of all references were Internet references. 
2) The number of Internet references has continuously increased since 2002. 3) The type of Internet 
references were most commonly “web document(84.3%), followed by” PDF(14%). 4) Nearly 55% of Internet 
reference were “.or(org)” and “.ac(edu))”. 5) The percentage of inactive Internet references increased from 
34.4% at 3 years to 44.1% at 5 years and to 53.3% at 10 years after publication. Although this study may 
not be representative of the entire field, it shows that Internet references occurred frequently and were 
often inaccessible within years after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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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더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물을 보 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인터넷으로 출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출 된 학술자료들은 웹사이트 

등 여러 정보 출처에 링크되고, 때로는 체 참고문헌 시스템에 링크되기도 한다. 한 인터넷 기술 

발달 덕분에 과거에는 서로 연계시켜 상상하기 힘들었던 많은 연구들의 계를 시각화하여 보는 

것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학술논문이나 학술서 들이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통  인쇄본 자료만큼이나 인터넷 자료도 다양하고 범 하게 인

용하고 참고하고 있다.1) 

인터넷 자료를 포함한 모든 참고문헌은 이용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때만 그 효과가 

제 로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웹 자료  상당 부분을 보 하기 해 설립된 인터넷 아카이

(Internet Archiv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웹상에 나타난 자료의 평균 수명이 겨우 100일 밖

에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Lawrence 등은 참고문헌으로 제시한 인터넷 자료가 사라지는 비

율이 논문 출  2년 후에는 23%, 7년 후에는 53%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3) 한, 

Dellavalle 등은 향력이 매우 큰 의학, 과학 학술지  일부를 선정하여 그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 

어느 정도의 인터넷 자료를 참고했으며 그 게 인용된 인터넷 참고자료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했다. 이 연구 조사 상 학술지들에 실린 논문  30%가 어도 1개 이상의 인터넷 

자료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하 고, 인용된 인터넷 자료가 사라지는 비율은 학술지가 출 된 지 3개

월 후 3.8%에서 15개월 후에는 10%, 27개월 후에는 1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 한편, 

인용하거나 참고했던 인터넷 자료들은 굳이 찾으려고 노력하면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자료를 찾고 보면 원래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 있는 경우가 부분

이며, 더 큰 문제는 그 게 찾아낸 인터넷 자료가 원래의 그 자료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고, 원래 

자료라고 해도 내용이 바 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감안하여 국내 학술지 논문에 인용된 인터넷 참고문헌의 황은 

어떠한지를 조사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을 연구

1) Clifford A. Lynch, Preserving Digital Information to Support Scholarship, In the Internet & the University, 2003, 
<http://www.educause.edu/ir/library/pdf/ffpiu029.pdf> [Cited 2012. 6. 13].

2) Rick Weiss, On the Web, Research Work Proves Ephemeral : Electronic Archivists Are Playing Catch-up in 
Trying to Keep Documents From in History's Dustbin, 2003,
<http://stevereads.com/cache/ephemeral_web_pages.html> [Cited 2012. 6. 13].

3) Steve Lawrence et al., “Persistent of Web References in Scientific Research,” IEEE Computers, Vol.34, No.2(2001). 

pp.26-31.

4) Robert Dellavalle et al., “Going, Going, Gone : Lost Internet References,” Science, Vol.302(October 2003), pp.78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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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율과 특성, 그리고 활동성을 조사하 다.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

지만을 연구 상으로 한 것이 본 연구의 제한 일 수 있으나, 재까지 국내 학술지 논문에 인용된 

인터넷 참고문헌의 황을 조사한 연구가 없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국내 학술지 논문에 인용된 인터넷 참고문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결과가 기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Ⅱ. 연구 설계

KISTI는 매년 국내 학술지를 수집하고 이에 수록된 논문의 서지사항과 해당 논문에 인용된 참고

문헌의 서지사항을 조직한 KSCI(Korea Science Citation Index)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여 서비스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논문에 인용된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율

과 특성, 그리고 활동성을 조사하기 해 KISTI의 KSC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 다. 

1. 분석 데이터 

분석데이터는 KSCI DB에 구축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핵심 학술지 4종

에 포함된 1,666건의 기사와 참고문헌 42,032건을 상으로 하 다. 2012년 6월 재 기 으로 KSCI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의 2010년부터 2011년까

지의 참고문헌들은 아직 구축 에 있는 계로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참고문헌

만을 분석 상으로 제한하 다.

학회명 학술지명 기간 기사수 참고문헌수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002-2009 464 11,056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2-2009 488 12,882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2-2009 482 12,698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02-2009 232 5,396

합계 1,666 42,032

<표 1> 분석데이터

    

2. 용어의 정의 

가. 참고문헌(References)은 학술지 논문의 말미에 게재된 모든 문헌 리스트를 의미한다. 단, 한

국도서 ･정보학회의 경우와 같이 참고문헌을 각주로 신하는 경우는 이들을 참고문헌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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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 다. 

나. 인터넷 참고문헌(Internet References)은 참고문헌  원형정보에 URL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참고문헌 리스트를 의미한다.

다. 활성 인터넷 참고문헌(Active Internet References)은 웹 라우 로 근할 때 에러 메시지 

없이 정보가 보이는 URL를 가진 모든 인터넷 참고문헌을 의미한다.

라. 비활성 인터넷 참고문헌(Inactive Internet References)은 웹 라우 로 근할 때 에러 메시

지가 나타나는 URL을 가진 모든 인터넷 참고문헌을 의미한다. 

마. 활성 인터넷 참고문헌일 경우 활동성(Activity)이 있다고 하 고, 비활성 인터넷 참고문헌일 

경우 비활동성(Inactivity)이 있다고 하 다.

3. 분석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내용을 조사하 다. 첫 번째는 인터넷 참고문

헌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인터넷 참고문헌의 언어 유형, 도메인 유형, 자료 유형을 조사하 다. 

두 번째는 인터넷 참고문헌의 수/비율과 연도별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해 인터넷 참고문헌의 수/

비율, 인터넷 참고문헌 수의 연도별 변화추이, 기사 1건당 평균 인터넷 참고문헌의 수, 기사 1건당 

평균 인터넷 참고문헌의 수의 연도별 변화추이,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비율,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의 연도별 변화추이, 기사 1건당 인터넷 참고문헌의 평

균 인용확률 범 를 조사하 다. 셋째는 인터넷 참고문헌의 활동성을 알아보기 해 인터넷 참고문

헌의 비활동성 비율, 도메인 유형별/자료 유형별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 비율, 인용년도 이후 

비활동 인터넷 참고문헌 비율의 변화추이, 비활동 인터넷 참고문헌의 오류 메시지 유형, 도메인 유

형별/언어 유형별 비활동 인터넷 참고문헌의 오류 메시지 유형을 조사하 다. 

4. 분석 프로세스

본 연구에서 분석 로세스는 <그림 1>과 같다. 단계별로 보면 원데이터 추출  데이터 정제, 

인터넷 참고문헌의 분석항목 도출  자료 부호화, 최종 통계처리의 3단계로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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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 프로세스

가. 원데이터 추출 및 데이터 정제

KSCI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의 핵심 4개 학술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1) 

 정보, 2) 기사정보, 3) 참고문헌 원형정보, 4) 언어정보, 5) 출 년도, 6) 인터넷 참고문헌 URL 

정보를 포함한 6개 필드의 데이터값을 추출하여 엑셀 일에 장하 다. 추출된 6개 필드의 데이터 

값에 한 정제 작업을 실시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요한 정보인 인터넷 참고문헌 URL에 한 

자들의 기재 오류(htttp://, hwp://, htt;//, htpp://, http : //, htt :/// 등)가 많이 발견되었다. 

이에 URL 해독의 기계처리를 해 자들의 URL에 한 기재 오류들을 찾아서 일일이 정제하여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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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석필드와 데이터값

통계분석을 해 텍스트 심의 자료를 부호화하 다. 세부 으로  정보 부호화( 유형, 

ID 등), 기사 정보 부호화(기사ID, 기사출 년도 등), 참고문헌 정보 부호화(참고문헌 ID, 언어, 

연도, URL 등), 언어정보 부호화( 어, 랑스어 등), 출 년도  인용년도 부호화를 수행하 다. 

나. 인터넷 참고문헌의 분석항목 도출 및 자료 부호화 

인터넷 참고문헌의 특성과 비활동성을 조사하기 한 분석항목은 1) 도메인 유형, 2) 자료유형, 

3) 활동성 유무로 구분하 다. 모든 분석항목은 PHP 모듈을 개발하여 인터넷 참고문헌의 URL을 

해독하여 추출하 다. 첫째, 도메인 유형은 인터넷 참고문헌의 URL 정보에서 최상  도메인(1단계 

도메인)과 한국 도메인의 경우는 지역도메인을 제외한 2단계 도메인으로부터 추출하 다. 추출된 

도메인 유형  부호화 작업결과는 <표 2>와 같다. 

도메인 유형 부호 1단계 도메인 2단계 도메인
국제적인 기구/기관 1 int
미연방군사기관 2 mil
네트워크 관리기관 3 net ne
대학기관 4 edu ac
비영리기관 5 org or
연구기관 6 - re
영리기관 및 기업 7 com co
정부기관 8 gov go
기타 9 - -

<표 2> 도메인 유형(1단계/2단계) 및 부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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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유형 부호 파일확장자
텍스트 1 txt, dat

MS 엑셀 2 xls, xlsx
MS 파워포인트 3 ppt, pptx

MS 워드 4 doc, docx
PDF 5 pdf
한글 6 hwp

일반웹문서 7 html, htm, jsp, asp, php 등

<표 3> 자료 유형 및 파일확장자

둘째, 자료 유형은 인터넷 참고문헌의 URL 정보에서 일확장자를 기반으로 추출하 다. jsp, 

asp, php의 웹언어 는 별도의 세부페이지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웹문서로 간주하

여 부호화하 다. 추출된 자료 유형  부호화 작업결과는 <표 3>과 같다. 

  셋째, 활동성 유무는 인터넷 참고문헌의 URL이 재 정상 으로 속되는지 한 속이 되지 

않을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다량의 인터넷 참고문헌을 수작업으로 확인할 경

우 인력  시간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참고문헌의 URL 정보

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통해 웹사이트 활동성 정보를 자동 으로 체크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하여 운용하 다. 시스템 환경은 웹서버(Apache), DB(Mysql), 로그램 언어(PHP)를 기반으

로 하 고 추출 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참고문헌의 고유ID와 URL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 다.

둘째, 인터넷 참고문헌의 URL을 PHP 언어로 호출하여, cURL 모듈을 통해 각 인터넷 참고문헌

의 URL 속 후 HTTP CODE를 회신받아 출력하 다.

셋째, HTTP CODE(그림 3 참조)를 해석하 다. 

넷째, 출력된 결과를 부호화하여 통계분석용 자료로 변환하 다. 

<그림 3> 인터넷 참고문헌의 고유ID와 회신 받은 HTTP CODE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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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참고문헌 및 인터넷 참고문헌 수의 연도별 변화추이

다. 통계처리 

SPSS 로그램(SPSS Korea 18 version)을 이용한 통계 처리를 수행하 다. 사용된 통계분석 기

법은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 빈도분석이다. 

Ⅲ. 인터넷 참고문헌의 수/비율 및 변화 추이

1. 참고문헌 중 인터넷 참고문헌의 수/비율, 연도별 변화 추이 

<표 4>와 같이 국내 문헌정보학분야의 기사 수는 총 1,666건이며 여기에 인용된 참고문헌 수는 

42,032건이었다. 인용된 참고문헌  인터넷 참고문헌은 15.5%(6,5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분의 학술지에서 참고문헌 비 인터넷 참고문헌 수의 비율이 15%에서 17%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술지명
기사
수

참고문헌
수

인터넷 참고문헌
수

인터넷 참고문헌 비율
(%)

한국정보관리학회지 464 11,056 1,697 15.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8 12,882 1,991 15.5%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12,698 1,913 15.1%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2 5,396 928 17.2%

전체 1,666 42,032 6,529 15.5%

<표 4> 참고문헌 중 인터넷 참고문헌의 수/비율

기사에 인용된 참고문헌 수의 연도별 변화추이(<그림 4>)를 보면 참고문헌 수는 2002년에 4,018

건을 시작으로 격히 그 수가 증가하 고 2007년에 최  6,596건까지 증가하 다. 반면 기사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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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사 1건당 평균 인터넷 참고문헌 수의 연도별 변화추이

용된 인터넷 참고문헌 수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인터넷 참고문헌은 참고문헌의 격한 변동과 

상 없이 2002년에 529건에서 2009년에 884건까지 완만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 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에 인터넷 참고문헌이 529건에서 2008년 710건으로 34%정도 증가하 고, 그 이후 2006년까

지 710건에서 789건까지 소폭 상승세를 보 다. 특히 2007년에 51%의 높은 증가율(1,187건)을 보인 

이후, 2008년과 2009년에는 평균 900건 내외를 유지하 다. 

2. 기사 1건당 평균 인터넷 참고문헌의 수, 연도별 변화 추이 

<표 5>와 같이 기사 1건당 평균 참고문헌 수는 25.2건이었고, 기사 1건당 평균 인터넷 참고문헌의 

수는 3.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수

참고문헌
수

인터넷 참고문헌
수

 기사 1건당 
평균 참고문헌 수

기사 1건당 
평균 인터넷 참고문헌 수

1,666 42,032 6,529 25.2 3.9

<표 5> 기사 1건당 평균 인터넷 참고문헌 수

기사 1건당 평균 인터넷 참고문헌수의 연도별 변화추이(<그림 5>)를 보면 체 기사 1건 당 평균 

인터넷 참고문헌 수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일정한 비율은 아니지만, 반 으로 증가하는 모습

을 보 다. 기사 1건당 평균 인터넷 참고문헌의 증가 상은 다음에 제시될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의 연도별 변화추이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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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비율, 연도별 변화추이 

<표 6>과 같이 기사 1,666건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하고 있는 기사의 수는 1,022건으

로 체 기사 에서 61.3%로 높게 나타났다. 

기사
수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 비율(%)

1,666 1,022 61.3%

<표 6>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비율

  기사 1,666건  인터넷 참고문헌을 2개에서 10개 이상 포함한 기사의 수와 비율을 순차

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인터넷 참고문헌 2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 : 806개(48%) 

 - 인터넷 참고문헌 3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 : 659개(40%)

 - 인터넷 참고문헌 4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 : 534개(32%)

 - 인터넷 참고문헌 5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 : 448개(27%)

 - 인터넷 참고문헌 6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 : 393개(24%)

 - 인터넷 참고문헌 7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 : 338개(20%)

 - 인터넷 참고문헌 8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 : 280개(17%)

 - 인터넷 참고문헌 9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 : 244개(14%)

 - 인터넷 참고문헌 10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 : 203개(12%)

다음으로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의 연도별 변화추이(<그림 6>)를 보면, 인

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는 매년 증가하 다. 연도별로 보면,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는 2002년 104건을 시작으로 2005년에 135건까지 꾸 히 증가하 고, 2007

년에 최  158건까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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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 수의 연도별 변화추이

 

4. 기사 1건당 인터넷 참고문헌의 평균 인용률 범위 

 연구자가 기사 1건당 인터넷 참고문헌의 인용할 평균 범 를 조사하 다. 조사내용은 연구자가 

기사를 작성할 경우 일반 으로 인터넷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평균 비율과 인터넷 참고문헌을 1건 

이상 인용했다는 조건하에 인터넷 참고문헌을 인용할 평균 비율을 조사하 다. 

기사 1건당 
평균 참고문헌 수 

기사 1건당 
평균 인터넷 참고문헌 수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
함한 기사 1건당 

평균 인터넷 참고문헌 수 

기사 1건당 인터넷 
참고문헌 평균 인용

확률
범위

25.2 3.9 6.4 15.5%-25.4%

<표 7> 기사 1건당 인터넷 참고문헌의 평균 인용확률 범위

<표 7>와 같이 기사 1건당 평균 참고문헌 수는 25.2건이고, 기사 1건당 평균 인터넷 참고문헌의 

수는 3.9건이다. 이는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의 경우, 인용한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율이 

평균 15.5%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만으로 조사범 를 

좁 서 보면,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는 1건당 평균 6.4건의 인터넷 참고문헌을 

포함한다. 이는 인용한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율이 평균 25.4%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떤 연구자

가 기사를 작성할 경우, 기사 1건당 평균 으로 인터넷 참고문헌을 인용할 확률이 평균 15.5%에서 

25.4%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구자가 기사를 작성할 때 참고문헌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라

도 인용하는 경우라면 인터넷 참고문헌을 인용할 확률이 25.4%로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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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인터넷 참고문헌의 특성

1. 도메인 유형 

도메인 유형(<표 8>)은 인터넷 참고문헌이 기재된 URL 정보에서 최상  도메인(1단계 도메인)

과 한국 도메인의 경우는 지역도메인을 제외한 2단계 도메인으로부터 추출하 다. 인터넷 참고문헌

의 도메인 유형을 보면, 비 리기 (or, org)에서 발행한 인터넷 자료가 35%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

다. 다음으로 학/교육기 (ac, edu)의 인터넷 자료가 20%, 리기 의 인터넷 자료가 14%, 정부

기 (go, gov)의 인터넷 자료가 13.7%순으로 인용되었다. 

구 분 빈도 비율(%)

비영리기관(or, org) 2,288 35%

대학/교육기관(ac. edu) 1,308 20%

정부기관(go, gov) 896 13.7%

영리기관(co, com) 913 14%

네트워크 관리기관(ne, net) 237 3.6%

연구기관(re) 72 1.1%

국제적인 기구/기관(int) 25 0.4%

미연방군사기관(mil) 8 0.1%

기타 782 12%

전체 6,529 100%

<표 8> 도메인 유형

2. 자료 유형 

자료 유형(<표 9>)은 인터넷 참고문헌의 URL 정보에서 일확장자를 기반으로 추출하 고, jsp, 

asp, php의 웹언어 는 별도의 세부페이지 유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웹문서로 간주하

다. 인터넷 참고문헌의 자료 유형을 보면, 일반웹문서가 체의 84.3%로 압도 으로 많이 인용되

었다. 다음으로 PDF가 14%로 인용되었다. 그 외 DOC, HWP, PPT, TXT 문서는 거의 인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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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비율(%)

일반웹문서 5,501 84.3%

PDF 916 14%

DOC 51 0.8%

HWP 13 0.2%

PPT 43 0.7%

TXT 5 0.1%

전체 6,529 100%

<표 9> 자료 유형

3. 언어 유형 

언어 유형(<표 10>)은 참고문헌 원형정보에 기재된 언어를 기 으로 하 다. 를 들어, 참고문헌

의 원형정보의 논문 제목이 ‘L'Exception au droit d'auteur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ees’일 

경우 랑스어 자료로 단하 다. 그러나 언어 유형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와 반드시 일치하

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참고문헌에 사용된 언어 유형을 보면 어로 표기된 인터넷 자료가 81.8%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다음으로 한국어 자료가 16.5%로 인용되었다. 그 외 일본어 자료나 국어 

자료, 랑스어 자료는 거의 인용되지 않았다.

구 분 빈도 비율(%)

영어 5,345 81.8%

한국어 1,072 16.5%

일본어 96 1.5%

기타(중국어, 프랑스어 등) 16 0.2%

전체 6,529 100%

<표 10> 언어 유형

언어별 도메인 유형(<표 11>)을 보면, 어 자료는 비 리기 에서 생산된 인터넷 자료가 36.9%

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다음으로 학에서 생산된 인터넷 자료가 21.8%로 인용되었다. 일본어 

자료는 정부기 에서 생산된 인터넷 자료(37.5%)와 학에서 생산된 인터넷 자료(36.5%)가 비슷

한 비율로 가장 인용되었다. 한국어 자료의 경우는 반 으로 도메인 유형이 고른 분포를 보 으

며, 그 에서 비 리기 (28.5%)과 정부기 (21.2%)에서 생산된 인터넷 자료가 가장 많이 인용되

었다. 기타 언어( 국어, 랑스어 등)의 경우는 부분 정부기 에서 생산된 인터넷 자료(37.5%)

가 많이 인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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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반웹문서 PDF DOC HWP PPT TXT
영어 4,392 (82.2%) 855 (16%) 51 (1%) 1 (0%) 41 (0.8%) 5 (0.1%)

일본어 64 (66.7%) 31 (32.3%) 0 (0%) 0 (0%) 1 (1%) 0 (0%)
한국어 1,029 (96%) 30 (2.8%) 0 (0%) 12 (1.1%) 1 (0.1%) 0 (0%)
기타 16 (100%) 0 (0%) 0 (0%) 0 (0%) 0 (0%) 0 (0%)
전체 5,501 (84.3%) 916 (14%) 51 (0.8%) 13 (0.2%) 43 (0.7%) 5 (0.1%)

<표 12> 언어별 자료 유형

구  분
국제기구/

기관
미연방군사

기관
네트워크
관리기관

대학/
교육기관

비영리
기관

연구
기관

영리기관
및기업

정부기관 기타

영어
24

(0.4%)
8

(0.1%)
116

(2.2%)
1,164

(21.8%)
1,970

(36.9%)
18

(0.3%)
730

(13.7%)
627

(11.7%)
688

(12.9%)

일본어
0

(0%)
0

(0%)
1

(1%)
35

(36.5%)
10

(10.4%)
0

(0%)
0

(0%)
36

(37.5%)
14

(14.6%)

한국어
1

(0.1%)
0

(0%)
120

(11.2%)
108

(10.1%)
306

(28.5%)
54

(5%)
183

(17.1%)
227

(21.2%)
73

(6.8%)

기타
0

(0%)
0

(0%)
0

(0%)
1

(6.3%)
2

(12.5%)
0

(0%)
0

(0%)
6

(37.5%)
7

(43.8%)

전체
25

(0.4%)
8

(0.1%)
237

(3.6%)
1,308
(20%)

2,288
(35%)

72
(1.1%)

913
(14%)

896
(13.7%)

782
(12%)

<표 11> 언어별 도메인 유형

 

언어별 자료 유형(<표 12>)을 보면, 어 자료는 부분 82.2%가 일반웹문서이고 16%가 PDF로 

나타났다. 일본어 자료는 일반웹문서가 6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PDF가 32.3%를 차지하 다. 

한국어 자료는 일반웹문서가 96%로 압도 으로 많았다.

Ⅴ. 인터넷 참고문헌의 활동성 및 변화추이

1. 인터넷 참고문헌의 활동성

2012년 6월 13일을 조사 기 으로 하여 인터넷 참고문헌의 활동성(<표 13>)을 조사한 결과, 인터

넷 참고문헌 6,529건  44.8%(2,922건)의 인터넷 참고문헌이 비활동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재 시 에서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논문에 인용된 인터넷 참고문헌의 상당수

가 더 이상 근하여 이용할 수 없는 자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은 이용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때만 그 효과가 제 로 발휘될 수 있다. 그러한 에서 이미 비활성화된 인터

넷 참고문헌을 포함한 기사를 찾아 읽는 연구자들은 해당 논문의 논리  근거로 사용된 인터넷 참고

문헌을 신뢰할 수 없고, 결국 논문 체에 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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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 인 인터넷 참고문헌 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구 분 빈도 비율(%)

인터넷 참고문헌의 활동성 3,607 55.2%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 2,922 44.8%

전체 6,529 100%

<표 13> 인터넷 참고문헌의 활동성

학술지별로 인터넷 참고문헌의 활동성(<표 14>)을 보면, 부분의 학술지들에서 인터넷 참고문

헌의 비활동성은 40%에서 50%사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학술지명
인터넷 참고문헌 활동성

전체
비활동 활동

한국정보관리학회지 710 (41.8%) 987 (58.2%) 1,697 (10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977 (49.1%) 1,014 (50.9%) 1,991 (1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833 (43.5%) 1,080 (56.9%) 1,913 (10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402 (43.3%) 526 (56.7%) 928 (100%)

전체 2,922 (44.8%) 3,607 (55.2%) 6,529 (100%)

<표 14> 학술지별 인터넷 참고문헌의 활동성

도메인 유형별 인터넷 참고문헌의 활동성(<표 15>)을 보면, 리기 (co, com)에서 생산된 인터

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이 36.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구기 (re), 국제기구/기

(int), 학/교육기 (ac, edu), 정부기 (go, gov)에서 생산된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은 41%

에서 최  62.5%로 리기 (co, com)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메인 유형
인터넷 참고문헌 활동성

전체
비활동 활동

미연방군사기관(mil) 5 (62.5%) 3 (37.5%) 8 (100%)
연구기관(re) 35 (48.6%) 37 (51.4%) 72 (100%)
국제적인 기구/기관(int) 12 (48%) 13 (52%) 25 (100%)
네트워크 관리기관(ne, net) 110 (46.4%) 127 (53.6%) 327 (100%)
대학/교육기관(ac. edu) 613 (46.9%) 695 (53.1%) 1,308 (100%)
비영리기관(or, org) 1,039 (45.4%) 1,249 (54.6%) 2,288 (100%)
정부기관(go, gov) 367 (41%) 529 (59%) 896 (100%)
영리기관 및 기관(co, com) 336 (36.8%) 577 (63.2%)  913 (100%)
기타 405 (51.8%) 377 (48.2%) 782 (100%)

전체 2,922 (44.8%) 3,607 (55.2%) 6,529 (100%)

<표 15> 도메인 유형별 인터넷 참고문헌의 활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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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형별 인터넷 참고문헌의 활동성(<표 16>)을 보면, TXT 포맷의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

성이 1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HWP과 DOC 포맷의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이 각각 

61.5%, 51%로 높게 나타났고 PDF 포맷이 47.9%, PPT 포맷이 44.2%, 일반 웹문서가 44.1%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유형별 인터넷 참고문헌의 활동성의 특징은 일반 웹문서에 비해 HWP, DOC, PDF, 

PPT 포맷 자료의 비활동성이 상 으로 높다는 것이다. 

자료유형
인터넷 참고문헌 활동성

전체
비활동 활동

TXT 5 (100%) 0 (0%) 5 (100%)

HWP 8 (61.5%) 5 (38.5%) 13 (100%)

DOC 26 (51%) 28 (49%) 51 (100%)

PDF 439 (47.9%) 477 (52.1%) 916 (100%)

PPT 19 (44.2%) 24 (55.8%) 43 (100%)

일반웹문서 2,425 (44.1%) 3,076 (55.9%) 5,501 (100%)

전체 2,922 (44.8%) 3,607 (55.2%) 6,529 (100%)

<표 16> 자료 유형별 인터넷 참고문헌의 활동성

2. 인용년도 이후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 비율의 변화추이 

2012년 6월 13일 재를 기 으로 인용연도 이후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 비율의 변화 추이

(<그림 7>)를 보면, 인용된 지 3년이 지나면 34.4% 정도의 인터넷 참고문헌이 비활동성을 보 다. 

그리고 인용연도가 증가할수록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이 지속 으로 증가하 데 인용된 지 

6년 후에는 47.3%까지 비활동성이 증가하 고, 10년 후에는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이 최  

53.3%까지 증가하 다. 

<그림 7> 인용연도 이후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 비율의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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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는 앞에서 제시된 Lawrence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Lawrence와 본 연구의 

연구 상 분야가 서로 다르고, Lawrence의 연구결과가 2001년 이 의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

에 한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본 연구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에 

한 변화추이를 보여 다고 할 때 앞으로 부분의 학문분야에서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은 

계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3.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에 대한 오류 메시지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과 련된 오류 메시지(<표 17>)를 보면, 부분 [404 not found(문

서를 찾을 수 없음)]의 오류 메시지가 체 5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0 사이트 없음]이 

31.7%를 차지하 다. 

HTTP 오류 　내용 빈도 비율

404 문서를 찾을 수 없음 1,632 55.9%
0 사이트 없음 926 31.7%

403 접근 금지 115 3.9%
400 요청 실패 59 2.0%
302 요구한 데이터가 변경된 URL에 있음을 명시 51 1.7%
301 요구한 데이터를 변경된 URL에서 찾았음 42 1.4%
500 서버 내부 오류 30 1%
405 메서드 허용 안됨. 17 0.6%
205 새 문서 없음 13 0.4%
기타 기타 오류 37 1.4%

합계 2,922 100%

<표 17>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에 대한 오류 메시지

학술지별로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에 한 오류 메시지(<표 18>)를 보면, 모든 학술지에서 

[404 not found(문서를 찾을 수 없음)]과 [0 사이트 없음]의 오류 메시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술지명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에 대한 오류 메시지

[0] 사이트없음
[404] 문서를 
찾을 수 없음

기타 합계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29 (32.3%) 392 (55.2%) 89 (12.5%) 710 (10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9 (32.7%) 550 (56.3%) 108 (11%) 977 (10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39 (28.7%) 479 (57.5%) 115 (13.8%) 833 (10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39 (34.6%) 211 (52.5%) 52 (12.9%) 402 (100%)

합 계 926 (31.7%) 1,632 (55.9%) 364 (12.4%) 2,922 (100%)

<표 18> 학술지별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에 대한 오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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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유형별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에 한 오류 메시지(<표 19>)를 보면, 국제 인 기구

/기 (int), 미연방군사기 , 네트워크 리기 (mil), 연구기 (re)들은 [0 사이트 없음]의 오류 메

시지의 비율이 [404 not found(문서를 찾을 수 없음)]보다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

교육기 (ac,edu), 비 리기 (or,org), 리기 (co,com), 정부 기 (go,gov) 등은 [404 not found

(문서를 찾을 수 없음)]의 오류 메시지의 비율이 [0 사이트 없음]보다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메인 유형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에 대한 오류 메시지

[0] 사이트없음
[404] 문서를 
찾을 수 없음

기타 합계

국제적인 기구/기관(int) 5 (41.7%) 2 (16.7%) 5 (41.6%) 12 (100%)
미연방군사기관(mil) 5 (100%) 0 (0%) 0 (0%) 5 (100%)
네트워크 관리기관(ne, net) 66 (60%) 38 (34.5%) 6 (5.5%) 110 (100%)
대학/교육기관(ac. edu) 209 (34.1%) 347 (56.6%) 57 (9.3%) 613 (100%)
비영리기관(or, org) 218 (21%) 678 (65.3%) 143 (13.7%) 1,039 (100%)
연구기관(re) 23 (65.7%) 6 (17.1%) 6 (17.2%) 35 (100%)
영리기관 및 기관(co, com) 109 (32.4%) 161 (47.9%) 66 (19.7%) 336 (100%)
정부기관(go, gov) 129 (35.1%) 186 (50.7%) 52 (14.2%) 367 (100%)
기타 162 (40%) 214 (52.8%) 29 (7.2%) 405 (100%)

합계 926 (31.7%) 1,632 (55.9%) 364 (12.4%) 2,922 (100%)

<표 19> 도메인 유형별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에 대한 오류 메시지

 

언어 유형별로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에 한 오류 메시지(<표 20>)를 보면, 어 자료와 

일본어 자료는 [404 not found(문서를 찾을 수 없음)] 오류 메시지의 비율이 각각 61.5%, 79.3%로 

[0 사이트 없음] 보다 상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 자료의 경우는 [0 사이트 없음] 

오류 메시지가 [404 not found(문서를 찾을 수 없음)]보다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언어 유형 [0] 사이트없음
[404] 문서를 
찾을 수 없음

기타 합계

영어 631 (26.8%) 1,449 (61.5%) 276 (11.7%) 2,356 (100%)
일본어 6 (20.7%) 23 (79.3%) 0 (0%) 29 (100%)
한국어 285 (54%) 155 (29.4%) 88 (16.6) 528 (100%)
기타 4 (44.4%) 5 (55.6) 0 (0%) 9 (100%)
합계 926 (31.7%) 1,632 (55.9%) 364 (12.4%) 2,922 (100%)

<표 20> 언어 유형별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에 대한 오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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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지 까지 수행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 기사 1,666건을 상으로 분석한 결과, 참고문헌은 총 42,032건

이었고, 이  인터넷 참고문헌은 6,529건으로 체 참고문헌  15.5%가 인터넷 참고문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인터넷 참고문헌의 수의 변화를 보면 조사 시 인 2002년 이후 매년 꾸 히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사 1건 단 로 분석한 결과, 기사 1건당 평균 25.6건의 참고문헌이 포함되었고, 기사 1건

당 인터넷 참고문헌은 평균 3.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사 1건당 평균 인터넷 참고문헌의 

수는 조사 시 인 2002년 이후 일정하지는 않지만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셋째,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 단 로 분석한 결과, 체 기사 1,666건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는 1,022건으로 체 기사  61.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 

연도별 인터넷 참고문헌을 1개 이상 포함한 기사의 수는 조사 시 인 2002년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넷째, 어떤 연구자가 기사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구자가 인터넷 참고문헌을 인용할 확

률은 최소 15.5%에서 최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터넷 참고문헌에 언어 유형, 도메인 유형, 자료 유형을 보면, 어 자료가 81.8%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다음으로 한국어 자료가 16.5%로 많이 인용되었다. 도메인 유형은 비 리기 (or, 

org)이 35%, 학/교육기 (ac, edu)이 20%, 리기 (com, co)이 14%, 정부기 (gov, go)이 

13.7%순으로 많이 인용되었다. 자료 유형은 일반웹문서(html, htm, jsp, asp, php 등)가 84.3%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다음으로 PDF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은 44.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

성 비율은 인용된 지 3년 후에는 34.4%, 5년 후에는 44.1%, 10년 후에는 53.3%까지 증가하 다. 인

터넷 참고문헌의 주요 비활동성 원인은 55.9%가 “[404] 문서를 찾을 수 없음”이었고, 31.7%가 “[0] 

사이트 없음”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분석 상인 국내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가 국내 모

든 학문분야를 표하지는 못하지만 국내 학술지 기사에서 인터넷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비율이 증

가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 참고문헌의 인용년도 이후로부터 인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인터넷 참고문

헌의 비활동성 비율은 더 심각하게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향후 국내 학술지 기사에 인용된 인터

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을 최소화하기 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을 최소화하기 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려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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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미 인용된 인터넷 참고문헌에 한 비활동성을 최소화하기 한 실 인 책을 수립하

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그 이유는 비활동성을 보이는 인터넷 참고문헌은 이미 해당 자료가 손실

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할 수가 없고, 아직까지 활동성을 보이는 인터넷 참고문헌의 경우에

도 실제로 해당 URL로 근하여 찾은 자료가 원래의 그 자료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고, 원래 자료라

고 해도 내용이 바 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실 으로 책 수립이 가능한 상은 

재 시 부터 학회에 투고되는 기사에 인용되는 인터넷 참고문헌들일 것이다. 

둘째, 자는 인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자료가 PDF 포맷의 자료일 경우, 해당 자료가 인쇄본으 

로 출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PDF 자료와 인쇄본으로 동시에 출 되고 있다면  논

문을 작성할 때 인터넷 자료의 URL 주소와 함께 인쇄본에 한 출처정보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자들의 자발 인 노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는 자가 해당 

PDF 일을 다운로드하여 장하여 리하고,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해당 자료가 오  액세스 자료가 아닌 경우 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 이 있다. 

셋째, 학회에서 자로 하여  논문을 투고할 때, 인용한 모든 인터넷 참고문헌에 한 캡처 화면

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투고 되는 논문에 인용된 인터넷 참고문헌을 효율 으로 

학회가 수집하여 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해당 인터넷 참고문헌들이 오  액세스 

정책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경우, 자들은 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후에 캡처 화면

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자들에게 지 않은 부담을  수 있다. 

넷째, 이용자에게 해외에서 운용되고 있는 Internet Archive(www.archive.org), Google 

(www.google.com),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해당 인터넷 참고문헌을 확

인하고 참조하도록 안내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Internet Archive(www.archive.org), 

Google(www.google.com), OA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가 국내 학술지 기사에 인용

된 모든 인터넷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며, 만약 안내된 해당 사이트에서 인터넷 참고문헌을 

찾아다 하더라도 찾은 자료가 원래의 그 자료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고 원래 자료라고 해도 내용이 

바 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 은 여 히 존재한다.

이상과 같이 인터넷 참고문헌의 비활동성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자와 학회의 자발 인 노력

뿐만 아니라 작권 문제의 해결 등 많은 제약사항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향후 자와 학회, 그리고 

정부기 을 포함한 유  기 들이 모여 이와 같은 국내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다 합리 인 방안을 

도출하기 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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