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자료 활용 방법 (1); 인터넷자료 평가법 (11/04/2015 수정)                 Librarian. Seoyoung Kim  

 

인터넷 자료 활용 방법 (1) – 인터넷 자료 평가법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는 방법을 시리즈로 소개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할 경우, 우리는 움베르트 에코가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영화화되기도 했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이탈리아 소설가이자 기호학자이며 

언어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인터넷이 '지식 과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인터넷은 지적인 부자들을 도와 주지만, 정보의 진위나 

가치를 분별할 자산을 갖지 못한 지적인 빈자들에게는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쓰레기 정보를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 빈자들에게는 인터넷은 오히려 위험하며 그 폐해가 

얻는 도움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정보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안에 대해 열 개의 정보를 찾아본 뒤 꼭 비교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일반 구글에서 움베르트 

에코가 쓴 저작을 찾고자 하여 

‘에코’를 키워드로 넣어서 

검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는 

것처럼 ‘친환경(에코 프랜드리)’ 

제품 소개 등 전혀 관계없는 

자료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에코’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할 경우, 

그가 쓴 책들이 검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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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찾고자 할 때, 무조건 인터넷으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으로 찾은 자료 및 정보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1. 이 페이지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2. 사이트의 도메인은 무엇입니까? 

3. 이 페이지를 책임지고 있는 곳 및 사람은 무엇입니까?  

4. 정보는 정확하고 객관적입니까? 

5. 이 페이지는 현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6. 이 페이지는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1. 이 페이지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학술적인 정보원으로 쓸만한 사이트인지 평가하는 일은 어떻게 이 사이트를 찾아가게 

되었는지 답해 보는 것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 검색엔진으로 검색해서 찾아냈습니까?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검색엔진을 통해 

찾은 정보의 정확성 정도 및 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조심해서 살펴 보십시오.  

- 교수님이나 다른 믿을만한 정보원이 추천했습니까? (만약, 대답이 “그렇습니다”이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믿을만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학술 정보원이나 믿을만한 정보원에서 인용한 것입니까? (만약, 대답이 “그렇습니다”이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믿을만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좋다고 널리 알려진 사이트에 이 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있었습니까? (만약, 대답이 

“그렇습니다”이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믿을만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이트의 도메인은 무엇입니까? 

URL 또는 인터넷 주소를 해독해서 생각하십시오. 그 사이트를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알게 되면 

그 사이트의 사명 및 목적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도메인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org: 비영리단체 같은 기관을 지지하는 웹사이트 

- .com: 비즈니스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 .net: 네트웍 기관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회사에서 만든 사이트 

- .edu: 고등 교육 기관과 연계된 사이트 

- .gov: 연방정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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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us: 주정부 사이트, 특히 이 주소는 미국의 일리노이스주(Illinois) 정부 사이트를 

가르킵니다. 여기에 공립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uk (United Kingdom), kr(Korea):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만들어진 나라의 표시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두 자 코드로 표시) 

- ~: 물결무늬는 보통 개인 페이지인 것을 표시해 줍니다. 

 

3. 이 페이지를 책임지고 있는 곳 및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이트의 저자에 대한 정보를 찾으십시오. 인터넷 상에서는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저자의 이름이 보입니까? 저자는 한 조직이나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저자는 자신의 학력 및 경력을 적어뒀습니까? 그 학력 및 경력이 그가 쓴 인터넷 상의 글과 

관련이 있습니까? 

- 우편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같은 정보가 있습니까? 

 

4. 정보는 정확하고 객관적입니까?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정확도에 대한 어떤 표준 또는 통제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 인터넷에 자기 생각과 견해를 내어놓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는 

방식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제시한 정보는 얼마나 정확합니까? 거기에 인용한 사실 정보 또는 통계는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서지(Bibliography)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그 페이지가 정확한지 알아 보기 위해, 그 페이지를 관련된 다른 소스 (전자정보든 

인쇄정보든)와 비교해 보십시오.  

- 그 페이지는 어떤 특정 관점이나 한쪽 입장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 그 페이지는 객관적입니까? 그 사이트가 어떤 주제에 대한 특정 관점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 그 페이지에 광고가 들어 있습니까? 그 광고가 그 페이지에 있는 정보 내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광고와 내용간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광고가 그 페이지에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여부를 잘 살펴보십시오. 

 

5. 이 페이지는 현재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기에 있는 정보가 언제 씌여진 것인지, 그리고 그 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정보가 요즘 나온 것입니까? 

- 그 페이지는 언제 쓴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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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한 날짜 및 수정한 날짜를 적어 놓았습니까? 

- 현재, 링크된 곳을 누르면,  모두 제대로 이동합니까? 

 

6. 이 페이지는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이트를 사용하기 쉬운지, 그리고 보고자 하는 정보로 가기 쉽게 디자인을 잘 해 

놓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사이트의 기능적인 부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게 쉽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까? 사이트에 홈페이지, 

페이지의 맨 윗부분 등으로 돌아가는 옵션이 있습니까? 

- 사이트 내에서 검색이 가능합니까? 

- 사이트는 사이트맵 또는 색인(index)를 가지고 있습니까? 

 

 

 

 

 

 

 

 

 

 

 

 

 

=== “인터넷 자료 평가법”은 아래 자료를 번역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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