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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최근 국내에 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원활한 학업수행을 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정보리터러시 수 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해 부산과 인근지역 4년제 학에 재학 인 국인 유학생 

202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국인 유학생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정보리터러시 

수 을 간 수보다 조  높은 정도라고 응답하 고, 구체 으로 <정보윤리/정보문화>, <정보통신기술>, 

<정보요구 인식/정보원 악> 역은 상 으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정보분석/종합/ 리>, <정보생산/

소통/공유>, <정보조사/정보검색> 등은 상 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ABSTRACT

The authors of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the levels of information literacy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where many foreign students, mainly from several Asian countries, 

have been moving continuously into various universities. To do this, a survey was conducted 

of 202 Chinese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in Busan and its neighboring area. They responed 

that their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was slightly above the middle range and that the fields 

of ‘information ethic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were relatively high whereas 

‘information production, communication and sharing’ and ‘information investigation and search’ 

were relativel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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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최근 국내 학에는 상당한 규모의 외국인 유

학생들이 재학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

과학기술부(2009)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에 체류 인 외국인 유학생은 1995년에 1,983

명에서 2005년에 22,526명으로, 2008년 4월 

재에는 무려 63,952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최근 13년간 32배 증가라는 

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

생들을 출신국가별로 살펴보면 국인 유학생이 

70.0%, 한국계 국인 학생이 2.3%여서 국출

신 유학생이 압도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일본 출신이 5.2%, 몽골 출신이 3.2%, 

베트남 출신이 2.8%, 미국 출신이 2.3% 등으로 

나타나 국내 유학생의 부분이 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 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낯선 환경에서 생소한 언

어로 그 사회의 기존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다. 그들은 기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업수

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요구를 인지하고 필요

한 정보를 검색하고 입수하여 이용한 뒤 과제나 

시험을 비하고 수업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들도 학업성취를 해서

는 기존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업수행에 

한 필요한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를 충분히 보유해야 한다. 최근 국내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증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정보리

터러시 실태를 조사하고 정보리터러시를 고양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국내연구는 아직 그리 활

발하지 않은 실정으로, 맹아  단계에 놓여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권역 학에 재학 인 외

국인 유학생, 특히 그 에서 압도  다수를 차

지하고 있는 국인 유학생들을 상으로 그들

의 반 인 정보리터러시 실태를 조사하고 이

를 토 로 그들의 정보리터러시 증진 방안을 제

언하고자 하 다.

1.2 연구방법  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데이터 수집을 해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먼 , 외국

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련 연구들과 고등

교육 련 정보리터러시 기 과 지침들을 상

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 다. 이를 토 로 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련 도구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상은 

부산과 인근도시에 소재한 4년제 학에 재학 

인 외국인 유학생들로 정하 다. 아래의 <표 

1>과 같이 부산지역에는 2009년 4월 재, 총 

5,313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등록해 있다. 그 

에서 국인 유학생이 82.5%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국내 체의 국인 유학생 비율보다 더 높은 

상태 다. 이처럼 국 출신 이외의 유학생들

은 각 학별로 매우 어 소재 악과 근, 

표성 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단하여, 본 연

구에서는 국내 체와 부산권역 유학생  

 다수를 차지하는 국인 유학생으로 한정하

여 조사를 실시하 다.

표집방법은 각 학에 산재되어 있는 국인 

유학생들과의 이 쉽지 않아 부득이하게 유

의표집을 실시하 다.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된 설문조사는 웹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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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국
계 부산 신라 외 동의 동아 부경 동서 산 동명 인제 경성 해양 고신

계 5,313(100%) 766 678 608 496 453 427 380 349 344 250 222 172 168

국 4,381(82.5%) 652 616 496 469 363 265 317 322 336 183 140 140 82

베트남 141(2.7%) 25 2 39 5 3 18 　 23 4 11 1 7 3

일본 123(2.3%) 15 8 16 7 15 36 12 　 　 10 1 2 1

몽골 98(1.8%) 2 9 1 3 39 22 2 　 2 15 1 　 2

인도네시아 95(1.8%) 9 　 1 　 　 16 2 　 　 　 61 　 6

러시아 57(1.1%) 5 1 20 1 7 4 15 1 　 2 　 　 1

만 55(1.0%) 20 　 3 5 12 10 　 　 　 1 3 1 　

인도 30(0.6%) 13 1 　 　 3 6 6 　 　 　 　 1 　

미국 28(0.5%) 6 　 2 　 1 9 　 1 　 4 1 2 2

필리핀 28(0.5%) 　 5 2 　 　 1 　 　 　 3 　 　 17

태국 24(0.5%) 1 4 12 　 　 1 　 　 　 2 　 1 3

터키 24(0.5%) 2 　 2 　 2 7 　 　 　 　 7 4 　

방 라데시 23(0.4%) 7 3 　 2 3 7 　 　 　 　 　 　 1

말 이시아 22(0.4%) 　 3 　 　 　 2 12 　 　 4 　 　 1

캄보디아 22(0.4%) 　 7 　 　 　 　 　 　 　 1 　 　 14

기타 162(3.0%) 9 19 14 4 5 23 14 2 2 14 7 14 35

<표 1> 부산시내 국 별/ 학별 외국인 유학생 황
(부산시 국제교류재단, 2009. 4월 재)

설문조사와 기숙사와 강의실 방문을 통한 설문

조사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부산권역 7개 

학의 202명의 유학생이 참여하 고, 웹 설문조

사를 통해 120부, 장조사를 통해 82부가 회수

되었다.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SPSS

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고, 다

양한 독립변인을 기 으로 하여 집단간 정보리

터러시 수 의 차이를 검정하 다.

2. 이론  배경

2.1 정보리터러시

2.1.1 정보리터러시의 정의

정보리터러시는 정보문해, 정보활용능력, 정

보소양, 정보지성 등과 같이 다양한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정보리터러시의 기원을 

도서 이 통 으로 수행해 온 도서  이용교

육에서 찾을 수 있으나, 공식 으로는 1974년 

미국정보산업 회 (Information Industry As- 

sociation)의 회장 쥬르코 스키(Paul Zurkowski)

가 미국 국가도서 ․정보학 원회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에 제출한 보고서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서 정보리터러시를 가진 사람(the information 

literate)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주요한 정보원들과 정보 련 도구들을 범

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표 되었다

(Owusu-Ansah 2005). 그리고 1989년 미국

도서 회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 산하 정보리터러시 원회 (Presidential 



7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1호 2010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의 보고

서는 “정보리터러시를 보유하기 해, 사람은 정

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

으로 찾아내고 평가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가져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하 고(ALA 1989), 이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조직된 정보리터러시 

국가포럼 (NFIL, The National Forum on 

Information Literacy)은 정보리터러시를 “정

보가 필요한 시기를 알고, 주어진 과제나 문제

를 해결하기 해 정보를 식별하고, 검색하고, 

평가하고,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라고 정의하 다(NFIL 2009). 미국 학도서

회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ACRL)도 ALA의 정의를 차용하

여 정보리터러시를 “정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

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 으로 찾아내고 평가하

고 이용하는 능력의 집합”으로 간략히 정의하

다(ACRL 2000). UNESCO , IFLA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 

ations and Institutions), NFIL (2006) 등이 

공동 발표한 “Alexandria Proclamation on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long Learning”

에서는 정보리터러시를 개인 , 사회 , 직업

, 교육  목표 달성을 해 효과 으로 정보

를 찾아내고 평가하고 이용하고 생산하는 능력

으로 정의하면서, 디지털 사회 속에서 정보리

터러시는 개인의 기본권  하나라고 표 하고 

있다.

이상에서 밝힌 주요한 정의들을 정리하면, 

정보리터러시는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개

인으로서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총체 인 기량

과 능력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정보요구의 인식과 정보의 식별과 검색, 이용, 

평가, 생산, 그리고 그 과정에 련된 윤리 인 

측면과 같은 역들이 포함된다.

2.1.2 고등교육 련 주요 정보리터러시 

기 들

정보리터러시는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필수 인 생존능력과 같은 것

이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상황에 

합한 정보리터러시 수 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에서도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정보의 입수와 이용,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정보의 생산과 배포 련 활동에 연결

되어 있어서 정보리터러시의 보유여부가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집단은 바로 학생과 

학원생 등을 포함하는 고등교육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들은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면서 각 과

목마다 수업 비, 과제의 수행, 보고서 작성, 

논문 작성, 각종 시험 등의 활동에 참가하면서 

범 하게 정보 련 활동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 분야에 있어 정보리터러시의 

보유 여부와 그 수 은 당장에는 우수한 학

의 획득으로, 나 에는 성공 인 사회진출과 

직업획득, 궁극 으로는 성공 인 학문의 성취 

는 삶의 와 매우 한 련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나라의 학도서  련 

력체들과 주 차원 는 개별 학도서  차

원에서는 고등교육을 한 정보리터러시 기

이나 체크리스트 등을 제정하여 고등교육에 속

한 사람들의 정보리터러시 향상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에서 세계 으로 

리 알려진 고등교육 련 정보리터러시 기

들은 다음과 같으며, 각 기 들의 구성요소는 

아래의 <표 2>와 같다(이용재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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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L 기 SCONUL 기 ANZIIL 기 비고

1.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  

악 능력

1. 정보요구의 인식 능력 1. 정보의 필요성 인식, 필요한 정

보의 특성과 범  결정 능력 정보요구/정보원 인식

정보조사/정보검색

정보분석/정보 리

정보생산/정보공유

정보윤리/정보문화

2. 정보결손의 확인 능력

2. 필요한 정보에의 근 능력
3. 검색 략의 구축 능력

2. 필요한 정보에의 근 능력
4. 소재 악  검색 능력

3. 정보의 비  평가와 선택된 

정보를 자신의 지식체계로의 

결합 능력

5. 비교평가 능력
3. 정보와 정보원에 한 비  

평가 능력

4. 정보의 효과 인 이용 능력

6. 정보의 조직, 용, 달 능력
4. 축 , 수집, 생산된 정보의 리 

능력

7. 기존 정보의 종합  새로운 

지식의 창조능력

5. 기존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용 

능력

5. 정보와 련된 사회문화  문

제의 인식 능력

6. 정보의 이용과 련된 사회문화

 문제의 인식 능력

<표 2> 고등교육 련 주요 정보리터러시 기  구성요소 비교

- ACRL 기  : 2000년에 발표된 Infor- 

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은 총 5개의 기 과 

22개의 수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s), 

87개의 성과측정항목(Outcomes)으로 이

루어졌다(ACRL 2000).

- ANZIIL 기  : 2001년 호주 학도서  

사서 회 (CAUL, Council of Australian 

University Librarians)가 ACRL 기 을 수

정하여 Information Literacy Standards  

1 을 제정하 고, 2004년 호주/뉴질랜드 

정보리터러시 연구소 (ANZIIL,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stitute for Informa- 

tion Literacy)가 제1 을 보완하여 Aus- 

tralian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 - principles, stan- 

dards and practice 를 통해 정보리터러시 

기  2 을 공표하 다(ANZIIL 2004). 

- SCONUL 기  : 국의 학  국가도

서 회 (SCONUL, 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는 기

존 정보교육이 정보통신기술 이용능력에 

치우쳐 있고 더 요한 비  평가와 다양

한 자료의 이용과 같은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보리터러시 기

과 정보리터러시 일곱 기둥 모형 (The 

Seven Pillars of Information Literacy)

을 개발하 다(박명규 2004).

2.2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련 선행연구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정보리터러시 련 연

구는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니어서 연구 성과

가 그리 많지 않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를 본격 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는 드

물었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주로 학도서

이 제공한 도서  이용  정보활용에 한 교

육의 효과에 을 맞추거나 도서 이 제공하

는 포털 서비스 등에 한 만족도를 다루고 있

다. 먼 , 김태자, 민지은, 이상호(2008)는 충남



8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1호 2010

지역의 한 학도서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으로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용자교육의 사

례를 경험을 소개하 다. 이 도서 은 도서  

시설 안내, 도서  서비스 안내, 자료검색  학

술DB 활용법, 질의응답, 도서  투어 등에 

해 어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 는데, 그 결

과 유학생들의 교육 만족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실과 황동렬(2007)은 학

도서 이 국내 학생들을 상으로 제공하던 정

보이용교육 로그램을 외국인 유학생을 상

으로 용하면서, 교육 후에 실시한 설문조

사를 통해 유학생에게도 이 로그램이 효과

이었고 만족도에서는 간정도의 만족도를 보

다고 밝혔다. 이수상과 성 (2007)은 부산

지역 국인 유학생들을 상으로 도서 의 포

털서비스에 한 이용자 만족도를 도서  정보

서비스 품질평가 모형인 “LibQUAL+”를 활

용하여 조사하 는데, 체 인 만족도는 체

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수상(2009)은 IFLA

의 “Multicultural Communitie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지침을 토 로 설문을 

개발하여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상으로 디

지털도서 이 제공하는 다문화서비스 만족도

를 조사하 다. 연구 결과, 유학생들은 반

으로 도서 의 디지털도서  서비스에 만족하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주(2008)는 부

산지역 한 학의 석사과정 유학생들을 상으

로 그들의 학업 련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유학생들은 상당한 정보부족에 시

달리고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해 학업정

보의 어지원 강화, 효과 인 한국어 강좌 운

, 유학생 지향의 도서  이용교육 실시와 홍

보 등의 방안을 제시하 다.

국내 연구들과 달리, 해외의 경우, 북미와 유

럽 등을 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특히 아시아

권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와 련된 연구 성과

를 많이 생산하고 있었다. 우선, 유학생이 도서

과 정보에 한 근과 이용과정을 분석하거

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들에 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상당수 존재하

고 있다. Hughes(2001)는 호주 내 유학생이 직

면하는 문제 으로 감정의 기복, 언어장벽, 비

언어  커뮤니 이션, 신체  문제, 문화충격, 

인종차별과 편견, 학습충격, 도서  충격 등으

로 정리하면서 유학생 친화 인 도서 을 한 

효과 인 정보리터러시 로그램의 운 방안들

을 제시하 다. Baron과 Strout-Dapaz(2001)

는 미국의 학도서 과 학의 유학생 담당자

들을 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언어와 

커뮤니 이션 문제, 새로운 교육시스템과 도서

 시스템에 한 응 문제, 일반 인 문화

응 문제 등을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주요 문제

로 지 하 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보

리터러시에 기반한 도서  이용교육을 제안하

다. Badke(2002)는 유학생들은 어 듣기와 

말하기 외에도 미국의 도서  시스템과 련기

술, 주체  학습과 비  사고가 심인 서구

의 학문풍토, 조사연구와 쓰기 등의 정보리

터러시 련 문제를 겪고 있음을 지 하 다. 

특히 ACRL의 정보리터러시 지침에서 유학생

에 한 언 이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유학생에 합한 안  근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 다. Song(2004)은 미국의 경

학과 유학생 143명(66%는 동아시아 출신)

들을 상으로 자도서  서비스에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도서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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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를 개인 학습공간, 공용 컴퓨터, 자정보원, 

그룹 스터디룸, 가상 참고 사 순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들  57%가 모국에서 인터넷으로 자

정보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82%가 모국에서 

고속 인터넷망을 속하 음을 지 하며, 낮

은 자정보 이용경험과 가상 참고 사 인식도

를 높일 수 있도록 도서  교육 방식, 내용과 시

기의 개선을 주장하 다. Jackson(2005)은 미

국에 유학 온 신입 학부생과 학원생을 상

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과거 연구들과 달

리 최근의 유학생들 부분은 모국에서 이미 

도서 을 이용해왔고, 컴퓨터와 이메일을 사용

하고 있는 등 극 인 정보이용 활동을 보여

주고 있음을 밝혔다. 향후 도서 은 컴퓨터 리

터러시보다는 비  사고와 검색 략 개발 등

과 같은 높은 수 의 정보리터러시 기량을 배

양하는 교육을 개발하는데 노력할 것을 주문하

다. Amsberry(2008)는 유학생 상 도서  

이용교육 련 수업에서 가장 요한 장애는 

언어문제라고 지 하고, 도서  분야와 외국어 

습득 련 분야의 연구들을 발음, 문법, 어휘 등

의 “교사의 말하기 역”과 “상호작용 역”으

로 분석하면서 유학생 상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기술사항들을 제시하 다. 

한 학도서  등이 유학생을 상으로 도

서  이용과 정보리터러시 증진을 한 교육

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하

다. Liestman과 Wu(1990)는 미국 내 한 

학이 유학생들을 해 모국어와 어로 된 도

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한 결과, 비록 참가

인원은 었지만 모국어 세션에 참가한 유학생

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으며, 사 /사후 테스트 

결과, 모국어 세션 참가자들이 더욱 높은 상승효

과를 보 다고 밝혔다. Varga-Atkins와 Linda 

(2004)는 국 내 2개 학의 경 학과 학부에 

재학 인 국학생 69명과 유학생 70명(EU 

출신이 51명)의 정보 기량을 비교 측정하 다. 

그 결과, 국학생이 유학생에 비해 정보리터

러시 련 교육기회는 더 많았지만, 실제 유학

생이 국학생과 정보 기량에서 차이는 별로 

없었고, 실제 두 그룹 다 정보기량이 그리 높지 

않았음을 밝혔다. Telford(2006)는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증진을 해 호주 내 한 학이 

운 한 정보리터러시 로그램의 사례를 소개

하면서, 참여 유학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

다고 밝혔다. Hurley 등(2006)은 아일랜드의 

한 학의 국과 키스탄 유학생을 한 정

보리터러시 교과목 운 사례를 발표하는데, 유

학생들은 컴퓨터 리터러시 수 은 매우 높지만 

반 으로 정보리터러시에 한 이해는 높지 

않았으며, 유학생을 한 자체 인 정보리터러

시 기 에 맞춰 교과목을 운 한 결과, 유학생들

의 도서  련 지식이 확장되었으며, 유학생 스

스로도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하 다고 밝혔다. 

Mu(2007)는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을 상으로 

도서 의 정보자원과 정보서비스 련 마 을 

펼치는데 도움이 될 략들을 소개하면서 사서

들이 정  이미지를 개발하고 극  자세로 

유학생들과 친근한 계를 형성할 것 등을 주

문하 다. Mcclure와 Krishnamurthy(2007)는 

미국의 한 학도서 이 어와 도서  용어 

등에 생소한 유학생들을 해 도서  홈페이지 

내에 주요 유학생 모국어로 된 웹페이지를 제

작하여 유학생들의 정 인 반응과 함께 웹페

이지의 지속 인 이용결과를 보고하 다.

이상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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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으로 외국인 유학생, 특히 아시아권 유

학생들은 모국의 교수-학습 문화와 도서  문

화, 정보통신기술 수  등의 발 에서 비롯

된 상 으로 낮은 정보리터러시 상태에서, 

유학 온 나라에서 겪는 언어문제, 자기주도  

학습문화, 심리  축 등 다양한 문제들이 겹

쳐지면서 학업수행에 필수 인 다양한 정보의 

근, 입수, 이용, 생산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ong, Hurley, 

Jackson 등의 연구에서는 아시아계 등의 유학

생들이 여 히 서구의 학습문화와 정보문화 등

에 한 응의 문제는 가지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컴퓨터와 인터넷의 근과 활용능력에 있

어서는 기존 학생들과 필 할 수 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련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국내 학에 재학 

인 국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실태를 악

하고 다양한 독립변인들이 그들의 정보리터러

시 수 과 어떠한 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3. 연구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수 을 악하기 해 앞에서 언

한 주요 고등교육 련 정보리터러시 기 들

에 공통 으로 포함되어 있는 주요 요소들과 

학업수행과정 반에 많은 향을 미치는 정보

통신기술 요소를 묶어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수 을 악하는 조사도구로 활용하 다. 여기

에는 아래의 <표 3>과 같이 첫째, <정보요구 인

식/정보원 악>, 둘째, <정보조사/정보검색>, 

셋째, <정보분석/ 리/종합>, 넷째, <정보생산/

소통/공유>, 다섯째, <정보윤리/문화>, 여섯째, 

<정보통신기술> 등이 포함되며, 각 항목들은 

게는 4개에서 많게는 6개의 세부요소들을 가

지고 있다.1)2)

그리고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

시 수 과의 련성을 살펴보기 해 앞의 선

행연구에서 언 된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활용

하 는데, 여기에는 언어(한국어) 교육 이수여

부와 기간, 정보활용교육(도서  이용교육과 

컴퓨터/인터넷 이용교육) 이수여부와 기간, 언

어(한국어) 능력수 , 정보에 한 인식과 태

도의 극성, 도서  이용빈도, 컴퓨터와 인터

넷 이용빈도, 정보통신기술 보유 수 , 인쇄매

체 근 수 , 학습스타일의 자기주도  성향 

여부, 유학  심리  상황 등이 포함되었다. 

한, 연령 , 성별, 공분야, 유학기간, 학년 등 

유학생의 인구학  사항들도 정보리터러시에 

향을 미치는지 악하기 한 독립변수로써 

활용되었다.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에 련된 측정항목

에 한 신뢰도는 Cronbach의 알 계수값을 

이용하여 분석하 는데, 정보리터러시 체 문

 1) 정보리터러시 실태에 한 질문은 5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해당항목에 해 매우 부정 이면 1 을 주고 매우 

정 이면 5 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 다.

 2) 본 연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별도의 역으로 분리한 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에서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의 검색, 이용, 생산 등에서 정보통신기술에 한 의존도가 매우 커지고 있고, 유  분야에서는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리터러시에 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정도로 정보통신기술이 

오늘날 가지는 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하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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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성요소 세부요소 문항수

정보요구 인식/정보원 악

과제의 핵심  내용 악

과제의 내용을 키워드로 표

과제에 필요한 정보유형 악

정보원 유형별 특성 인식

4

정보조사/정보검색

설문조사, 면담 등 조사방법의 특성 이해

검색시스템(데이터베이스)별 특성/용도 인식

인 정보원과 학술 인 정보원의 차이 인식

서명, 자명, 키워드 등 검색항목 이해

불리언 연산 검색기법 사용

인 연산, 단검색 등 고  검색 사용

결과 내 검색 등 검색항목 제한 사용

동의어, 련어, 상하  개념어 등을 통한 검색식 조정

원문입수를 해 출, 원문복사 등의 방법 사용

9

정보분석/종합/ 리

입수한 정보를 평가기 에 따라 유용성 단

수집된 정보에서 서지정보 추출

수집된 정보의 탐독과 한 요약

수집된 정보의 체계  분류와 리

서지 리도구를 이용한 정보 리

5

정보생산/소통/공유

체계 , 논리  보고서 작성

타 연구결과의 한 인용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각종 도구의 사용

사진, 음악, 상 등의 UCC 제작

정보교환을 한 Listserv/인터넷카페/블로그 등 이용

5

정보윤리/정보문화

개인정보 보호를 한 비 철

타인의 연구나 인터넷 게시물 이용시 표 문제 인식

작물의 공정이용과 정당한 비용지불

인터넷 의 수

인터넷 독과 게임 독의 험성 인식

5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검색의 원활한 이용

국어 언어팩 설치

인터넷 메신 의 원활한 이용

워드 로세서 로그램의 원활한 이용

스 드시트 로그램의 원활한 이용

리젠테이션 로그램의 원활한 이용

상 편집 로그램의 원활한 이용

그래픽 로그램의 원활한 이용

홈페이지의 제작 가능

린터/스캐 /이동식 장장치 등 주변기기 사용

10

<표 3> 국내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련 주요 구성요소

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0.947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별 신뢰도 검증 결과는 아래의 <표 4>

와 같이 고르게 높은 수를 보여, 각 역을 표

하는 하  측정항목이 하나의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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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
정보요구 인식/ 
정보원 악

정보조사/
정보검색

정보분석/
리/종합

정보생산/
소통/공유

정보윤리/
문화

정보통신기술

Cronbach's Alpha 0.882 0.934 0.822 0.811 0.826 0.874

<표 4> 국내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측정항목의 신뢰도

4. 연구의 결과

4.1 조사 상의 일반  특성

아래의 <표 5>는 조사 상의 인구학  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 >는 이들이 학 유

학생이므로 부분이 20 으며, 남녀비율은 

약 6:4 정도 다. <재학형태>는 정규입학이 

부분이었으며, 69%가 학부생이었고 31%는 

학원에 재학 이었다. < 공분야>는 공학, 인문, 

사회, 자연, 술/체육 순으로 많았으며, <한국 

유학기간>은 1년 미만과 2년 미만이 체의 60%

로 가장 많았다.

한편, 조사 상인 국인 유학생의  다수

는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

다. 아래의 <표 6>과 같이, <한국어 교육>을 ‘

국에서 이수한 사람’이 약 76%, ‘한국에서 이수

한 사람’이 약 91%로 나타나 거의 모두가 한국

어 교육을 이수한 상황이었는데, 이를 추가 분

석한 결과, ‘양국에서 모두 이수’ 139명(69%), 

‘ 국에서만 이수’ 14명(6.9%), ‘한국에서만 이

수’ 45명(22.3%), ‘양국에서 모두 미이수’ 4명

내용 구분 빈도 유효백분율 내용 구분 빈도 유효백분율

연령

10  14  7.1

공

분야

인문 58 29.7

20 177 89.4 사회 58 29.7

30   6  3.0 자연 15 7.7

40   1  0.5 공학 61 31.3

계 198 100 술/체육 3 1.5

성별

남  80 58.4 계 195 100

여  57 41.6

한국

유학

기간

1년 미만 76 38.4

계 137 100 2년 미만 43 21.7

재학

형태

정규입학 148 75.3 3년 미만 24 12.1

교환학생  27 13.6 4년 미만 27 13.6

언어연수  14  7.1 5년 미만 16 8.1

기타   8  4.0 5년 이상 12 6.1

계 198 100 계 198 100

학년

학부 1학년  39 20.7

학년

석사과정 44 23.4

학부 2학년  23 12.2 박사과정 6 3.2

학부 3학년  39 20.7 박사수료이상 8 4.3

학부 4학년  29 15.4 계 188 100

<표 5> 조사 상의 일반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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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국에서 이수 한국에서 이수

빈도
유효

백분율
빈도

유효

백분율

한국어 교육 이수

있다 153 75.7 184 91.1

없다 49 24.3 18 8.9

계 202 100 202 100

한국어 교육 기간

1주일 미만 9 6.0 - -

1주일-1개월 미만 12 7.9 4 2.2

1개월-2개월 미만 15 9.9 3 1.7

2개월-3개월 미만 26 17.2 28 15.5

3개월-6개월 미만 34 22.5 53 29.3

6개월 이상 55 36.4 93 51.4

계 151 100 181 100

도서  이용 교육 이수

있다 102 50.5 68 33.7

없다 100 49.5 134 66.3

계 202 100 202 100

도서  이용 교육 기간

1주일 미만 33 33.0 15 23.1

1주일-1개월 미만 15 15.0 11 16.9

1개월-2개월 미만 8 8.0 4 6.2

2개월-3개월 미만 5 5.0 5 7.7

3개월-6개월 미만 9 9.0 13 20.0

6개월 이상 30 30.0 17 26.2

계 100 100 65 100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이수

있다 158 78.2 97 48.0

없다 44 21.8 105 52.0

계 202 100 202 100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기간

1주일 미만 7 4.5 7 7.4

1주일-1개월 미만 8 5.2 5 5.3

1개월-2개월 미만 6 3.9 3 3.2

2개월-3개월 미만 17 11.0 11 11.6

3개월-6개월 미만 15 9.7 32 33.7

6개월 이상 102 65.8 37 38.9

계 155 100 95 100

<표 6> 조사 상의 한국어 교육  정보활용교육 이수 실태

(2%)이었다. <한국어 교육기간>도 국에서 3

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이 58.9%, 한국에서 3개

월 이상 이수한 사람이 80.7% 는데, 국보다

는 한국에서 보다 길게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

었다.

<도서  이용교육>은 ‘ 국에서 이수한 사람’

이 50.5%, ‘한국에서 이수한 사람’이 33.7% 는

데, 이를 추가 분석한 결과, 양국 모두에서 이수 

44명(21.8%), 국에서만 이수 58명(28.7%), 

한국에서만 이수 24명(11.9%)이었으나, 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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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은 양국 모두에서 도서  이용교육을 

받은 이 없어 상당수가 도서  이용교육의 

사각지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이

용교육 기간>은 국과 한국 모두 단기간 교육

(1주일 미만 - 1개월 미만 : 국 48%, 한국 

40%)과 장기간 교육(3개월 - 6개월 이상 : 

국 39%, 한국 46.2%)에 집 되어 있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은 ‘ 국에서 이수’

가 78.2%, ‘한국에서 이수’가 48% 는데, 이를 

추가 분석한 결과, ‘양국 모두에서 이수’ 84명

(41.6%), ‘ 국에서만 이수’ 74명(36.6%), ‘한

국에서만 이수’ 13명(6.4%)이 고, ‘양국에서 

모두 미이수한 사람’은 31명(15.3%)로 나타나, 

도서  이용교육에 비해 더 많은 사람이 컴퓨

터와 인터넷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기간>도 도서  이용교

육기간에 비해 더 길었는데, 국에서 3개월 이

상 이수한 사람이 75.5%,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이 72.6% 다.

다음으로 아래의 <표 7(좌측)>과 같이 유학

생들의 <한국어 능력>에 해 6개의 질문을 각 

4  척도(질문에 매우 부정 1  ￫ 매우 정 

4 )로 질문한 결과, 체 으로 간 수(2.5

)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응답하 다. 그리

고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의 의사소통 수 이 한

국어 수업 련 의사소통 수 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학생들은 한

국어로 보고서나 시험답안을 작성하는 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답하 다.

이어서, 유학생들의 <정보에 한 인식과 태

도>에 해 4개의 질문을 각 4  척도로 질문한 

결과, 이들은 아래의 <표 7(우측)>과 같이 학업

/일상생활에서 정보의 요성을 인식하며, 문

제해결을 해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는 편이

라고 답하는 등 체 으로 정보에 한 인

식과 태도가 극 이라고 응답하 다.

<도서  이용 빈도>에 한 질문에서, <표 8>

과 같이 응답자의 27.4%는 도서  직  방문을 

거의 하지 않았고, 22.4%는 ‘2-3개월에 1-2회’ 

정도 방문하 고, 21.4%가 ‘1개월에 1-2회’ 방

문한다고 답하여, 체 으로 직 인 도서

 방문이용은 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

니라 도서  홈페이지에 한 속도 ‘거의 안

함’이 42.3%, ‘2-3개월에 1-2회 속’이 21.4%, 

‘한 달에 1-2회 속’이 16.4%로 나타나 유학생

의 도서  홈페이지 이용이 직  방문이용보다 

더 조한 것으로 나타나 학도서 들의 원인

악과 책마련이 시 함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한국어 능력 빈도 평균
표

편차
정보에 한 인식과 태도 빈도 평균

표

편차

일상생활 소통: 길찾기 등 202 3.2970 .69889 학업/일상생활에서 정보의 요성 인식 201 3.6517 .61491
학교생활 소통: 수강신청 등 200 3.0050 .90503

문제해결에 다양한 정보원 이용 199 3.3970 .64212한국어 수업내용 이해 201 2.7512 .84724

한국어 수업교재 읽기 201 2.8507 .79851 컴퓨터/인터넷을 오락보다 정보 목  이용 201 2.9851 .74483
한국어 보고서/답안 작성 200 2.6150 .86051

필요한 정보획득 해 극 으로 노력 200 3.0450 .73872수업시간 한국어 질의응답 202 2.7921 .82035

<표 7> 한국어 능력과 정보에 한 인식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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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직  방문 도서  홈페이지

빈도 유효백분율 빈도 유효백분율

도서  

이용 빈도

거의 이용 안함  55 27.4  85 42.3

2-3개월에 1-2회  45 22.4  43 21.4

한 달에 1-2회  43 21.4  33 16.4

일주일에 1-2회  34 16.9  17  8.5

일주일에 3-4회  13  6.5   7  3.5

하루에 1회 이상  11  5.5  16  8.0

계 201 100 201 100

컴퓨터/인터넷 

이용 빈도

구분 컴퓨터 인터넷

거의 사용 안함   3  1.5   4  2.0

한 달에 1-2시간   3  1.5   8  4.1

일주일에 1-2시간   4  2.0   6  3.1

2-3일에 1-2시간   5  2.5   7  3.6

하루 1-2시간 미만  26 12.9  34 17.3

하루 3-4시간  43 21.4  36 18.4

하루 4-5시간  47 23.4  39 19.9

하루 6시간 이상  70 34.8  62 31.6

계 201 100 196 100

<표 8> 도서  이용 빈도와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빈도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빈도>에 한 질문에

서 약 80%가 ‘하루 3-4시간 이상’ 컴퓨터를 이

용하고 있었으며, 약 70%가 ‘하루 3-4시간 이

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유학

생들이 일상생활과 학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을 매우 극 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도서 과 도서  홈페이지의 이용과 상당

한 조를 이루고 있었다.

<정보통신기술에 한 보유수 >에 한 질

문에서, 아래의 <표 9>와 같이 응답자  94% 

정도는 컴퓨터(데스크탑/노트북)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정보통신기기는 휴 화가 

88.1%, 자사 이 68.2%, PMP/MP3가 57.7% 

등의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항목을 보유기기수로 분석한 결과, 5

가지 보유가 9명(4.5%), 4가지 보유가 79명

(39.1%), 3가지 보유가 51명(25.2%), 2가지 

보유가 54명(26.7%)으로 나타났고, 1가지만 

보유한 경우와 아무 기기도 없는 경우는 각각 

8명(4.0%)과 1명(0.5%)에 지나지 않아, 응답

자  68.8%가 컴퓨터 외에 3가지 이상의 정보

통신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녁과 주말에 <인터넷 이용 방식>에 

해 질문한 결과, 부분이 기숙사(61.7%)와 

학(13.1%) 내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

었으며, 그 다음으로 유료 인터넷, PC방, 기타 

등으로 나타나, 국인 유학생들의 다수는 

일상 으로 인터넷에 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10>과 같이 유학생들의 <인쇄매

체 근 수 >에 한 질문에서, 이들은 ‘월 1-2

권’(32.2%), ‘반년 1-2권’(23.8%), ‘주 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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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분 빈도
유효

백분율
내용 구분 빈도

유효

백분율

컴퓨터 

소유 여부

그 다 186 93.9

인터넷

이용

방식

유료인터넷 32 17.5

그 지 않다 12 6.1 학과/ 학 내 24 13.1
계 198 100 기숙사 내 113 61.7

정보통신

기기 소유

(복수응답)

휴 화 177 / 201 88.1
PC방 5 2.5

자사 137 / 201 68.2
기타 6 3.3

PMP/MP3 116 / 201 57.7
이용하지 않음 3 1.6PDA 7 / 201 3.5

계 183 100기타 7 / 201 3.5

<표 9> 정보통신기술에 한 보유수

내용 구분
책 잡지/

구분
신문

빈도 유효백분율 빈도 유효백분율 빈도 유효백분율

인쇄

매체 

근 

수

주 1-2권 35 17.3 25 12.6 매일 읽는다 22 11.0

월 1-2권 65 32.2 72 36.2 주 4-5회 17 8.5

반년 1-2권 48 23.8 30 14.9 주 2-3회 35 17.5

연 1-2권 24 11.9 19 9.4 주 1회 미만 32 16.0

거의 읽지않음 30 14.9 53 26.2 거의 읽지않음 94 47.0

계 202 100 202 100 계 202 100

<표 10> 인쇄매체 근 수

(17.3%) 등의 순으로 책을 읽는다고 답하 고, 

‘월 1-2권’(36.2%), ‘거의 읽지 않음’(26.2%), 

‘반년 1-2권’(14.9%) 등의 순으로 잡지를 읽는

다고 답하여, 체 으로 책과 잡지를 많이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더욱 읽지 

않았는데, ‘거의 읽지 않음’(47%), ‘주 2-3회’ 

(17.5%), ‘주 1회 미만’(16%) 등의 순으로 응

답하 다.

다음으로 아래의 <표 11(좌측)>과 같이 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스타일>에 해 5

개의 질문을 각 4  척도로 질문한 결과, ‘학업

과정에서 도서 의 요성 인식’, ‘주교재 외 다

양한 련자료 참고’, ‘ 별과제/실험/실기 수

행시 극 으로 리드’ 순으로 높은 응답이 나

왔지만, 체 으로 자기주도  학습의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못하 다.

그리고 <유학생활의 심리  상황>(<표 11

(우측)>)에 해 4개의 질문을 각 4  척도로 

질문한 결과,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개인시간

을 가진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가운데, 각 

문항의 응답들이 “부정”(2 )과 “ 정”(3 )

의 간(2.5 )에 집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심리  축을 경험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3)

 3) 이 질문은 다른 질문과 마찬가지로 매우 부정일 경우 1 을, 매우 정일 경우 4 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질문내용이 다른 것과 달리 부정 인 내용이므로, 수가 낮을수록 유학생활의 심리  상태가 안정 이며, 수

가 높을수록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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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스타일 빈도 평균
표

편차
유학생활의 심리  상황 빈도 평균

표

편차

주교재 외 다양한 련자료 참고 202 2.7475 .68431 유학생활에 한 불안감, 회의가 크다. 200 2.4550 .80074

수업시간에 질문/토론 극 참여 201 2.6915 .70312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개인시간 가진다. 199 2.5226 .81541

별과제/실험시 극  리드 201 2.7015 .67856
유학생활에 고독감을 많이 느낀다. 201 2.4726 .86631

리포트/에세이 작성에 익숙 201 2.6965 .73650

타인과 어울리는데 부끄러움이 많다. 200 2.1000 .74348학업과정에 도서  요성 인식 202 2.9604 .77165

<표 11> 자기주도  학습 스타일과 유학생활의 심리  상황

4.2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실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

시 실태를 조사하기 해 6개 역별로 5  척

도(질문에 매우 부정 1  ￫ 보통 3  ￫ 매우 

정 5 )로 질문을 구성하 는데, 유학생들은 

아래의 <표 12>와 같이 모든 역에서 보통 이

상이라고 응답을 하 으며, 각 역별 평균

수는 정보윤리/정보문화 > 정보통신기술 > 정

보요구 인식/정보원 악 > 정보분석/종합/

리 > 정보생산/소통/공유 > 정보조사/정보검

색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아래의 <표 13>과 같이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실태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았

는데, 먼  <정보요구 인식/정보원 악> 역

에서는 ‘과제수행에 필요한 정보유형 악’의 

평균 수가 가장 높았으며, ‘단행본,  등 정

보원별 특성 인식’의 평균 수가 가장 낮았으

나, 체 으로 세부항목별로 고른 수를 보

다.

<정보조사/정보검색> 역의 경우, 다른 항

목에 비해 가장 낮은 수를 나타냈는데, ‘보통’

을 약간 상회하고 있었다. 이 역에서 유학생

들은 ‘서명/ 자/키워드 등 검색항목 이해’를 

가장 잘 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동의어, 련어, 

상하 어 사용 검색식 조정’, ‘목록/색인/ 록/

원문 검색시스템 특성 이해’ 순으로 높은 수

를 보 다. 반면에, ‘불리언연산 기법 사용’, ‘인

/ 단/구검색 등 고 검색기법 사용’ 등이 

이 역 내에서 가장 낮은 평균 수를 보이고 

있어, 유학생들이 정보검색 기법에서 상 으

로 취약하 다.

그리고 <정보분석/종합/ 리> 역에서는 

‘수집된 정보의 체계  분류와 리’가 가장 높

은 수를 얻었고, ‘기 에 따른 입수정보 평가’, 

‘정보 탐독과 요약’, ‘서지정보 추출’ 등도 비슷

한 수 이었으나, “Refworks"나 “Endnote" 등

과 같은 ‘서지 리도구를 이용한 정보 리’는 

정보요구/

정보원인식

정보조사/

정보검색

정보분석/

종합/ 리

정보생산/

소통/공유

정보윤리/

정보문화
정보통신기술

평균 3.4819 3.2254 3.3447 3.3193 3.8232 3.6231

<표 12>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역별 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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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 세부 항목 빈도 평균 표 편차

정보요구 인식/

정보원 악

주어진 과제의 핵심내용 악 200 3.4700 0.82614

과제의 내용을 핵심단어로 표 199 3.4874 0.82179

과제수행에 필요한 정보유형 악 200 3.5650 0.78668

단행본/ /학 논문 등 정보원별 특성 인식 200 3.4050 0.88595

정보조사/

정보검색

설문, 면담, 문헌조사 등 조사방법 이해 200 3.2600 0.91465

목록/색인/ 록/원문 검색시스템 특성 이해 200 3.2900 0.95418

 정보원과 학술 정보원 차이 이해 198 3.2475 0.99459

서명/ 자/키워드 등 검색항목 이해 201 3.3781 0.96764

불리언연산 기법 사용 201 3.0846 1.01381

인 / 단/구검색 등 고 검색기법 사용 200 3.1000 0.98736

결과 내 검색, 연도제한 등 검색항목제한 사용 198 3.1869 0.97190

동의어, 련어, 상하 어 사용 검색식 조정 199 3.3015 0.92088

출/상호 차/원문복사/다운로드 등 원문입수 원활 200 3.1800 0.96554

정보분석/

종합/ 리

입수정보를 합성/신뢰성/최신성 등 기 에 따라 평가 199 3.4824 0.79037

수집된 정보에서 서지정보 추출 199 3.3970 0.88660

수집된 정보의 탐독과 한 요약 198 3.4798 0.77203

수집된 정보의 체계  분류와 리 200 3.4900 0.82663

서지 리도구를 이용한 정보 리 199 2.8744 1.01965

정보생산/

소통/공유

체계 , 논리  보고서 작성 200 3.3700 0.89280

타 연구결과의 한 인용(각주, 참고문헌 등) 199 3.3518 0.87437

보고서작성에 워드/이미지/ 리젠테이션 등 도구 사용 201 3.4627 0.86015

사진/음악/ 상을 이용한 UCC 제작 200 3.0150 1.00490

정보교환 해 Listserv/인터넷카페/블로그 등 이용 199 3.3970 1.01414

정보윤리/

정보문화

개인정보보호를 한 비 철 201 3.8209 0.91529

타인의 연구나 인터넷 게시물 이용시 표 문제 인식 199 3.6030 0.92014

작물의 공정이용과 정당한 비용 지불 200 3.5550 0.94416

인터넷 의 수 201 4.0448 0.85615

인터넷 독과 게임 독의 험성 인식 200 4.0900 0.91985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검색의 원활한 사용 198 3.8434 0.87882

국어 언어팩 설치 201 3.7015 0.96460

메신 의 원활한 사용 201 4.1542 0.80690

워드 로세서 로그램의 원활한 사용 200 3.9000 0.89667

스 드시트 로그램의 원활한 사용 199 3.8040 0.83894

리젠테이션 로그램 의 원활한 사용 199 3.7739 0.91238

상편집 로그램의 원활한 사용 200 3.0850 1.11535

그래픽 로그램의 원활한 사용 201 3.2139 1.04833

홈페이지 제작 가능 199 2.9347 1.10589

린터/스캐 /이동 장장치 등 주변기기 원활한 사용 200 3.8200 0.92296

<표 13>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세부항목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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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하의 평균 수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

학생들이 고 단계의 정보 리에는 아직 익숙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생산/소통/공유> 역은 <정보조사/정

보검색> 다음으로 낮은 수를 얻은 역이었

는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워드 로세서/이

미지/ 리젠테이션 등 도구 사용’이 가장 높

은 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정보교환 해 

Listserv/인터넷카페/블로그 등 이용’, ‘체계 , 

논리  보고서 작성’, ‘타 연구결과의 한 

인용’ 등의 순이었다. 다른 항목에 비해 상

으로 기술 인 기량이 요구되는 ‘사진/음악/

상을 이용한 UCC 제작’은 가장 낮은 수를 

받았다.

<정보윤리/정보문화> 역은 다른 역에 

비해 가장 높은 평균 수를 보 다. 유학생들

은 ‘인터넷 독과 게임 독의 험성 인식’과 

‘인터넷 의 수’에 비교  높은 수를 주

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를 한 

비 철 ’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낮은 수

를 보인 ‘ 작물의 공정이용과 정당한 비용 지

불’ 항목과 ‘타인의 연구나 인터넷 게시물 이용

시 표 문제 인식’ 항목은 상 으로 유학생

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역에 

비해서 낮은 수는 아니었다.

끝으로 유학생들은 <정보통신기술> 역에 

있어서 <정보윤리/정보문화> 다음으로 높은 

수를 부여하 다. 이들은 ‘메신 의 원활한 

사용’에 가장 높은 수를 주었는데, 메신 가 

모국의 가족, 친구들과 비용없이 화할 수 있

는 도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

로는 ‘워드 로세서’, ‘인터넷 검색’, ‘주변기기’, 

‘ 국어 언어팩’, ‘스 드시트’, ‘ 리젠테이

션’ 등의 순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

답하 다. 반면에, 상당한 수 의 정보통신기량

이 필요한 ‘홈페이지 제작’은 가장 낮은 수를 

보 으며, 이어서 ‘ 상편집 로그램’, ‘그래픽 

로그램’ 등도 사용하는데 상 으로 어려움

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3 일반  특성에 따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인 유학생들의 인구

학  배경과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와 련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된 변수들을 토 로 집

단간 차이분석을 실시하여 아래의 <표 14>와 같

이 분석하 다.

먼 , 남녀간 <성별>에 따른 정보리터러시

의 평균 수는 두 집단간 차이가 거의 존재하

지 않았고 통계 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t=2.154, p=0.145), < 공분야>별 정보리터

러시 평균 수에서는 술/체육과 자연 분야가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607, p=0.174).4)

<한국 유학기간>에 따른 정보리터러시 수

에서는 ‘5년 이상’과 ‘5년 미만’의 수가 매우 

높은 반면, ‘4년 미만’과 ‘2년 미만’, ‘1년 미만’은 

체로 낮은 수로 나타나, 유학기간이 길수

록 정보리터러시 평균 수가 높다는 것이 통계

으로 입증되었다(F=2.557, p=0.029).

 4) 연령별에서는 20 가 압도 으로 많은 수(89.4%)를 차지하 고, 재학형태 한 정규입학이 75.3%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간 평균 차이에 한 분석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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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성 사례수 평균 표 편차 t(F) p

성별
남 80 130.9750 24.75755

2.154 0.145
여 57 130.5789 18.22082

공분야

인문 58 132.2414 14.92826

1.607 0.174

사회 58 128.2931 20.49476

자연 15 140.3333 21.76717

공학 61 126.8689 27.31329

술/체육 3 142.0000 39.94997

한국 유학기간

1년 미만 76 128.3289 24.49620

2.557 0.029*

2년 미만 43 127.3256 18.79934

3년 미만 24 131.3750 17.13834

4년 미만 27 127.1852 16.45749

5년 미만 16 136.2500 23.67418

5년 이상 12 149.0833 20.26846

재학 학년

학부 1-2학년 62 125.7258 16.66465

5.207 0.006*학부 3-4학년 68 129.9412 19.54168

학원 이상 58 137.5862 24.46912

한국어 교육 이수

두 국가에서 모두 이수 139 129.8993 19.72944

0.501 0.682
국에서만 이수 14 136.1429 26.92399

한국에서만 이수 45 129.6222 25.88198

 이수하지 않음 4 123.2500 22.36627

도서  이용 교육 이수

두 국가에서 모두 이수 44 133.8409 20.84823

1.156 0.328
국에서만 이수 58 131.2931 26.45884

한국에서만 이수 24 131.5000 19.41985

 이수하지 않음 76 126.6842 18.59406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이수

두 국가에서 모두 이수 84 135.0595 20.90676

3.678 0.013*
국에서만 이수 74 128.3514 24.20315

한국에서만 이수 13 116.6154 14.94177

 이수하지 않음 31 126.7419 16.43567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기간(한국)

1주일 미만 7 105.1429 27.63710

3.754 0.004*

1개월 미만 5 122.8000 29.52457

2개월 미만 3 141.0000 23.51595

3개월 미만 11 127.8182 16.04879

6개월 미만 32 134.3125 13.90622

6개월 이상 37 137.3784 21.17172

한국어 능력
응답자 평균 수 미만 86 122.8953 24.25697

-4.068 0.000*
응답자 평균 수 이상 116 135.5086 17.92715

정보에 

한 인식과 태도

응답자 평균 수 미만 84 119.5119 21.83591
-6.428 0.000*

응답자 평균 수 이상 118 137.7034 18.26131

<표 14> 일반  특성에 따른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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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학년>에서는 집단을 ‘학부 1-2학년’, 

‘학부 3-4학년’, ‘ 학원 이상’의 세 개로 구성한 

결과, 재학학년이 높아질수록 정보리터러시 평

균 수가 높아졌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

하 다(F=5.207, p=0.006).

<한국어 교육 이수>에서는 국에서 이수한 

그룹의 정보리터러시 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양국에서 이수한 그룹, 한국에서 이

수한 그룹, 이수하지 않은 그룹 순으로 나타났으

나, 통계 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0.501, 

p=0.682). 그리고 <한국어 교육 이수 기간(

국)>과 <한국어 교육 이수 기간( 국)>에 있어

서는 둘 다 평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도서  이용교육 이수>에 있어서는 양국에

서 이수한 그룹이 가장 평균 수가 높았고, 한

국에서 이수한 그룹, 국에서 이수한 그룹, 이

수하지 않은 그룹 순이었으나, 통계 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156, p=0.328). 이 

항목은 다시 도서  이용교육자(126명)와 비

이수자(76명) 그룹으로 나 어 t검증을 실시하

는데, 그 결과 t=1.765, p=0.079로 p<0.05 

수 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p<0.1에서는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서  이

용교육 이수 기간(한국)>과 <도서  이용교육 

이수 기간( 국)>에 해 분석한 결과, 각각 

p=0.728과 p=0.884로 나타나 평균에 유의미

한 차이가 없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이수>에 해서는 한

국에서 이수한 그룹이 가장 낮은 수를 보

고, 국에서 이수한 그룹과 양국에서 이수한 

그룹의 수가 이수하지 않은 그룹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678, p=0.013).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기간(한국)>의 경우, ‘2

개월 미만’이 가장 높은 수를 보 고 이어서, 

‘6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1개월 

미만’, ‘1주일 미만’ 순으로 높았으며, 상 그룹

과 하 그룹의 평균 수 차이도 다른 역에 

비해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 으로도 

유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 3.754, p=0.004). 

하지만,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 기간( 국)>에 

일반  특성 사례수 평균 표 편차 t(F) p

정보통신기기 

보유 수

보유하지 않음 1 115.0000 .

2.281 0.048*

1가지 보유 8 116.6250 33.80591

2가지 보유 54 128.7963 25.27537

3가지 보유 51 125.9216 19.18837

4가지 보유 79 133.9241 17.91058

5가지 보유 9 142.5556 23.25463

인쇄매체 근수
응답자 평균 수 미만 103 126.6311 19.53428

-2.368 0.019*
응답자 평균 수 이상 99 133.7879 23.32611

자기주도  학습스타일
응답자 평균 수 미만 88 120.1705 19.68033

-6.250 0.000*
응답자 평균 수 이상 114 137.8333 20.09707

심리  상황
응답자 평균 수 미만 98 130.1735 21.53110

-0.022 0.982
응답자 평균 수 이상 104 130.1058 2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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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의 경우,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

력에 한 각 4  척도의 질문 6개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해, ‘응답자 평균 수 미만’과 ‘응답

자 평균 수 이상’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는데, 한국어 능력이 상 으로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정보리터러시 평균 수가 높

았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

어, 한국어 능력이 정보리터러시에 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4.068, p=0.000).

<정보에 한 인식과 태도>의 경우, 각 4  

척도의 질문 4개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근거해 

‘응답자 평균 수 미만’과 ‘응답자 평균 수 이

상’ 그룹으로 분석한 결과, 정보에 한 인식과 

태도가 극 인 그룹과 그 지 않은 그룹 사

이에 상당한 평균 수의 차이로 존재하고 있

었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미하 다(t=-6.428, 

p=0.000).

<정보통신기기 보유 수 >의 경우, 5가지 보

유 그룹이 가장 높은 평균 수를 보 고, 이어

서, 4가지 보유, 2가지 보유, 3가지 보유, 1가지 

보유, 보유하지 않은 그룹 순으로 나타나, 정보

통신기기를 많이 보유해 자주 하는 사람일수

록 정보리터러시 수 이 높은 것을 입증하 다

(F=2.281, p=0.048).

<인쇄매체 근수 > 항목에서는 유학생들

의 책, 잡지/ , 신문 등에 한 독서 빈도를 

각각 수화하여 얻어진 데이터5)를 기반으로, 

‘응답자 평균 수 미만’과 ‘응답자 평균 수 이

상’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인쇄매체 근수

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정보리터

러시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

으로도 유의미하 다(t=-2.368, p=0.019).

<자기주도  학습스타일> 항목에 한 4  

척도의 질문 5개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근거해, 

‘응답자 평균 수 미만’과 ‘응답자 평균 수 이

상’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자기주도

 학습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그 지 

않은 그룹에 비해 비교  큰 평균 수 차이를 

보여 정보리터러시 수 이 높음을 입증하 다

(t=-6.250, p=0.000).

끝으로 <심리  상황>에 한 각 4  척도의 

질문 4개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응답

자 평균 수 미만’과 ‘응답자 평균 수 이상’ 그

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의 평균

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통계 으로도 유

의미하지 않았다(t=-0.022, p=0.982).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국내의 학입학 정자 감

소추세와 맞물려 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

인 유학생들이 원활한 학업수행을 해 반드

시 보유해야 하는 정보리터러시 수 이 어떠

한지를 살펴보기 해 부산과 인근지역 4년제 

학에 재학 인 국인 유학생 202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설

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략 정리하면 

 5) 세 가지 인쇄매체 근 수 에 한 질문들은 공통 으로 5개의 선택지로 포함하고 있는데, 1번(자주 읽음)을 

4 , 2번을 3 , 3번을 2 , 4번을 1 , 5번(거의 읽지 않음)을 0 으로 하여 수치화하여 3개의 질문에 한 총  

12 으로 합산하 다. 평균값이 5.4로 나타나 5  미만과 6  이상으로 나 어 두 집단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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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먼 , 설문에 참여한 유학생들의 일반  특

성을 살펴보면, ① 국인 유학생의  다수

(98%)는 국이나 한국 는 양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이수하 거나 하고 있었으며, 교육기간

은 3개월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② 

도서  이용교육을 국이나 한국 는 양국에

서 이수한 경우가 63.4% 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37.6%로 나타나, 아직 상당수의 유학생

이 기본 인 도서  이용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기간은 1개월 미만의 단기간과 3

개월 이상의 장기간으로 양분되고 있었다. ③ 

부분의 유학생(84.7%)이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은 국이나 한국 는 양국에서 이수하

으며, 부분 3개월 이상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④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한국어 능력을 보

통보다 조  나은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그리 

높은 수 은 아니었으며, 학업수행 련 언어

능력은 그보다도 조  낮은 것으로 응답하 다. 

⑤ 유학생들은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정보의 

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보를 극

으로 찾아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⑥ 유학생들은 체 으로 2-3개월에 1-2회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에 이를 

정도로 도서  방문 이용이 조하 고, 도서

 홈페이지를 2-3개월에 1-2회 이용하거나 거

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에 이를 정

도로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었다. ⑦ 유학생 

부분(70-80%)은 하루 3-4시간 이상 컴퓨터

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하루 6시간 이

상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도 응답자

의 32-3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

고 있었다. ⑧ 응답자의 94%는 컴퓨터를 보유

하고 있었으며, 컴퓨터 외에 88.1%가 휴 화

를, 68.2%가 자사 을, 57.7%가 PMP/MP3

를 보유하고 있었고, 기숙사나 학 내 인터넷, 

유료 인터넷 등을 통해 거의 부분(98%)이 

녁이나 주말에도 인터넷 속을 유지하고 있

었다. ⑨ 반면, 반년에 1-2권 이하로 책을 읽는 

사람과 반년에 1-2권 이하로 잡지를 읽는 사람

이 각각 약 51% 고, 주 1회 미만으로 신문을 

읽는 사람이 63%로 나타나 인쇄매체에 한 

낮은 근과 이용을 보여주었다. ⑩ 유학생들

은 자기주도  학습스타일 여부에 해 간

수를 약간 상회할 정도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

었다. ⑪ 끝으로, 유학생들은 유학생활로 인한 

심리  상황에 한 질문에서 거의 간 수이

라고 응답하여 어느 정도 심리 인 축과 고

독,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유학생들은 자신들의 각 역별 정

보리터러시 수 에 해 최  1 과 최고 5 에

서 간인 3 을 조  상회한다고 응답하여, 스

스로 정보리터러시 수 이 그리 높은 수 은 아

니라고 악하고 있었다. 각 항목별로는 <정

보윤리/정보문화>, <정보통신기술>, <정보요구 

인식/정보원 악> 순으로 상  수가 높았으

며, 상 으로 <정보조사/정보검색>, <정보생

산/소통/공유>, <정보분석/종합/ 리> 순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와 련한 집단간 차

이분석에서는 <한국 유학기간>, <재학 학년>,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이수>, <컴퓨터와 인터

넷 교육기간(한국)>, <한국어 능력>, <정보에 

한 인식과 태도>, <정보통신기기 보유>, <인

쇄매체 근수 >, <자기주도  학습스타일>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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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별>, 

<한국어 교육이수>, <한국어 교육기간>, <도서

 이용교육 이수>, <도서  이용교육 기간>, 

<컴퓨터와 인터넷 교육기간( 국)>, <심리  

상황> 등은 집단간 차이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서

 이용교육>에 해 추가 으로 t검증을 실시

한 결과, p<0.1 수 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에서 본 연구에서 조사된 결과를 개

으로 살펴보았는데, 연구결과를 토 로 향후 

국내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향상을 한 제

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조사된 유학생들의 정보

리터러시 수 은 각 항목별로 최  1 에서 최

고 5  사이에 간 수인 3 을 조  상회하

는 것으로 유학생들에 의해 자가진단되었는데, 

이러한 수 은 학업수행과 그 이후 자신의 삶

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당국과 학도서  등에

서는 유학생의 정보리터러시 증진을 한 효과

 방안 모색을 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련

해 본 연구에서 상 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

타난 <정보조사/정보검색>, <정보생산/소통/공

유>, <정보분석/종합/ 리> 역에 한 교육

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을 한 정보리터러시 

로그램의 성공  운 을 해서 몇 가지 사

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선 수요자인 외

국인 유학생의 요구를 반 할 창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해 학 내 외국인 유학생모임 

등과 긴 한 조 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로그램 실시시기는 갓 유학 온 학생과 학

년생의 정보리터러시 수 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난 결과를 반 하여 학기 에 집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유학생

들은 한국어 능력에 해 스스로 간 수보다 

조  나은 정도로 평가하 고, 유학생의 모국

어나 어로 진행된 정보리터러시 련 교육의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선행연구들에서 

밝 졌으므로, 가능하다면 주요 유학생 그룹의 

모국어나 어로 정보 리터러시 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더욱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이를 해 필요하다면, 한국어에 능통하고 도

서  이용과 정보리터러시 수 이 높은 학원 

유학생이나 학부 고학년 유학생, 는 어나 

유학생 모국어에 능통한 국내 학생을 정보리터

러시 로그램을 운 하는 교육자(사서)를 보

조하면서 로그램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

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조교나 통역

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유학생들은 컴퓨터/인터넷 교육이수 

비율과 교육기간, 컴퓨터/인터넷 사용빈도, 컴

퓨터/정보통신기기 보유 수 과 인터넷 속 

비율 등에서 매우 높은 수 을 보여주고 있었

지만, 도서  이용교육 이수 비율, 도서 과 도

서  홈페이지 이용 빈도, 인쇄매체 근 등 도

서 과 통  매체는 매우 낮은 수 의 이용

실태를 보 다. 즉, 유학생들은 도서 이나 

통  매체보다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디지

털 정보 근과 이용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으

며, 주로 이런 방법으로 학업수행 등에 필요한 

정보를 충족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이처럼 인

터넷에 산재한 단편 이고 일시 인 정보에 편

되어 의존하는 것은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있

는 유학생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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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향후 유학생들의 정보리터러시 증

진을 해 학도서 은 도서 이 보유하고 있

는 양질의 정보자원을 소속 외국인 유학생들에

게 효과 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를 해 앞서 언 한 유학생을 한 정보리터

러시 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도서  홈페

이지와 도서  이용안내 자료를 유학생 모국어

나 어 등 다국어 버 으로 제작하여 도서

이 유학생들에게 극 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

다. 그리고 한국어 구사가 원활한 유학생이나 

유학생 모국어에 능통한 국내 학생을 근로학생 

등으로 채용하여 오 라인 참고 사는 물론이

고 인터넷 메신 를 이용한 가상 참고 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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