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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대한민국은 우수한 ICT인프라 수준과 국민들의 높은 ICT이해

도와 이용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ICT강국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우수한 정보화 수준은 정보의 공

유와 지식의 보편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ICT 이용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레 우리사회의 정보

소외계층을 구성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급격한 국제화와 국내외

적인 상황들로 인하여 국내로 이주해온 계층인 결혼이민자(결혼

이주여성)와 북한이탈주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이주민계층이

우리사회의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우선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인 북한이탈주민과 결혼

이민자들의 정보화역량(컴퓨터이용능력, 인터넷이용능력)이 일반

국민의 정보화역량과 어느 정도 격차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 이들의 정보화역량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정보화진

흥원에서 조사한 “2014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해보았다.

분석 결과, 컴퓨터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

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결혼

이민자의 컴퓨터이용능력에 있어서는 일반국민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탈주민과 결혼이민자 모두 일반 국민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

과 일반국민의 격차가 결혼이민자와의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났

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입국 후 필수적으



로 하나원에 입소하여 정보화기본교육을 받으므로 어느 정도 컴

퓨터이용능력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인

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인터넷이 철저하게 통제된 국가

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서 이주해온 결혼이민자들보다도 북한이

탈주민들의 인터넷이용능력이 더욱더 결핍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하나원에 입소하여 받게

되는 정보화기본교육 중 인터넷기본교육에 있어서도 이를 개선시

킬 수 있을 만큼의 교육시간이 배정되어 있지 않는 이유도 작용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일반국민과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 격차가 통

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확인한 이후에는 이러한 격차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일지에 대해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

모형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우선 컴퓨터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

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

아질수록 컴퓨터이용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

변수에 있어서는 일반국민과 결혼이민자와는 다르게 컴퓨터이용

능력에 대한 직업별 영향요인은 검증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해서는 가구 월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부·무

직에 비하여 관리·사무종사자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컴퓨터이

용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는 교육수준변수에 있어서

는 북한이탈주민과는 다르게 회귀계수가 (-)로 나옴으로써 결혼

이민자들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이들의 컴퓨터이용능력이 감

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이 어릴

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군 변수에 있어서는 주부·무직에

비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들과 학생들의 평균적인 인터넷이용능

력이 높았다. 또한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적인 인터넷이용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남성일수록, 가구 월소

득이 높을수록, 주부·무직에 비해 관리·사무종사자일수록 인터넷

이용능력이 높았다. 거주기간 변수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과는

달리 회귀계수의 부호가 (-)가 나옴으로써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인터넷이용능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초

기 정착 적응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정

보 검색 등의 활동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

다. 또한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으로서,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컴퓨

터이용능력과 마찬가지로 회귀계수의 부호가 (-)가 나왔다.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별 변수에 있어서는 컴퓨터이용능력

과 인터넷이용능력 모두 유의미하게 검증되지는 못하였지만, 조

선족을 더미변수의 기준으로 하여 회귀계수의 부호가 (-)라는 점

을 볼 때, 언어의 친숙함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정책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하나

원 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인터넷 기본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경우는 컴퓨터이용능력과 인터넷이용능력

모두에게서 격차를 발견하였으며, 특히 인터넷이용능력이 거주기

간이 증가할수록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국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터넷실용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신 소외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정보화역

량, 정보격차, 정보화정책

학 번 : 2014-2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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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대한민국은 평균인터넷 속도 1위, 모바일 검색 사용률 1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빠르고 국민들의 대다수인 약 80%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로 ICT가 발전된 국가이다. 이에 따라 대

한민국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선정하는 ICT 발전지수 4년

연속 1위, UN 세계 전자정부평가지수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ICT강국이자 리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보화 수준은 정보의 공유, 지식의

보편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지만,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재화나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사회에서

자연스레 정보소외계층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 기기

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과 가능하지 못한 사람간의 정보 접근성에

있어 차이를 유발하기도 하였고, 접근성을 넘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고 원하는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활

용측면의 차이를 유발하기도 하였다(송지향, 2014; 김정언 외,

2007). 이에 대하여 학자들은 정보접근성, 정보활용성 측면을 모

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고 정의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정보사회가 진전함에 따라 정보가 주요한 부가가치원으

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정보격차는 또 다른 사회·경제적 격차를

유발하게 되는 사회불평등 잠재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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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제기되고 있다(김은정, 2007; 최두진, 2006; 임광현, 2013).

이러한 정보격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정보화가 진

전됨에 따라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론과 정보격차가 사

회경제적 불평등요인들과 결합되어 사회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

이라는 비관론이 대립하고 있다. 낙관론적 입장에서는 정보화 과

정 초기에는 정보기술이 소수에게만 수용되고 확산이 느리게 이

루어지지만 점차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정보기술을 수용하게 됨

에 따라 정보격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한다고 주장한

다(Naisbitt, 1982; Thierer, 2004). 반면에 비관론적 입장에서는

정보화혁명을 단순한 기술적인 진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부문의 복합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이동우,

2000).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 불평등도 심해지며 이에 따

른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격차도 심화된다는 것이다(Castells,

1999). 이처럼 정보격차에 대해서는 이론적 시각이 대립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존재하는 정보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다른 사회문

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 뿐 아니라 사전적 대응이 필

요하다고 본다(송지향, 2014).

한편 국제화의 진전과 농·어촌 지역 남성의 국제결혼 수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150만 명을 넘어

선 데 이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배우자 수도 15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이에 정부에서는 2020년이 되

면 결혼이민자가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보건복지

부, 2009). 결혼이민자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도 2012년 이후로

연간 1500여명이 입국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3만 여명 정도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는 결혼

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라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속

히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국내 정착과정에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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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소통 문제, 사회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자녀교육 문제 등

으로 조기 정착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정보

화 사회에서 이들은 언어소통 뿐 아니라 정보활용능력이 부족한

정보문해자로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을 형성하고 있

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09)1). 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1년부

터는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을 한국사회의 신 정보소외계층

이라고 규정하고,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있어 이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들의 정보격차 실태에 대하여 따로 “신 소

외계층의 정보격차”로 항목을 구성하여 정보격차 실태조사 이외

에 “신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실태조사보고서”도 발간하고 있다.

이 논문은 세계에서 가장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된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

민 집단의 정보격차는 세계 어느 국가의 이주민집단의 정보격차

보다 더 크고 심화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과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인 북한이탈주민과 결

혼이민자간의 정보화역량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하

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이러한 격차의 크기 어느 정도인지도 확

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신 소외계층 집단 내에서도 정보화역량

수준이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

자의 정보화역량 수준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요인들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통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

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인 북한

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이

고 효과적인 정책지원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이용률은 62.2%, 68.8%로 일반국민 인터

넷이용률 77.6%보다 각각 15.4%p, 8.8%p 낮았다(보건복지부, 20009년 다문

화가족 실태조사, KADO, 2007년 북한이탈주민 정보화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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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제 1 절 정보격차에 대한 선행연구

1. 정보격차의 개념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차이와 불평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김은정,

2007).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는 용어는 1990년대 후반 정보

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차이(gap)를 설명하

기 위한 용어로서 처음 소개되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기본

법에서도 정보격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격차란 “사회

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국가정보화기본법 제 3조 제 9

항).

정보격차 개념 출현 이후에는 여러 연구들에서 정보격차를 다

양한 의미로 개념화하고 있다. 서이종(2000)은 정보기술 네트워크

사회에서 발생하는 정보소유의 불평등을 정보격차라고 개념화하

였으며, 정보를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간의 사회적 격차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보격차는

정보매체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함으로

써 정보화사회에서 정보의 소유와 활용이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

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OECD(200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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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에 대해서 상이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개인·가정·기업·지

역 간에 나타나는 정보통신기술의 접근 기회와 다양한 형태의 활

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정도의 차이라고 정의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이 확산되고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

라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는 ‘접근(access)’의 개념을 확대하여 ‘격

차(divide)’의 유형에 대한 다양화가 이루어졌다(신혜원·지성우,

2014). Van Dijk(2006)은 정보격차를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이

가능한 자와 가능하지 않은 자와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

하였는데, 과거 연구들과는 달리 정보격차의 유형을 물질적인 접

근, 이용능력의 접근, 활용 접근, 동기적 접근으로 세분하기도 하

였다. 민영(2011)의 연구에서도 정보격차 현상을 접근성(access),

활용성(literacy), 참여(participation) 측면으로 분류하여 인터넷

이용자 간의 정보격차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임광현(2013)은

정보격차 개념에 대하여 정보불평등으로 인한 정보소유의 차이를

가져오는 정보기술 및 네트워크에의 ‘정보접근능력’, 그리고 ‘정보

활용능력’과 ‘정보활용정도’의 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정보격차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나 정보소유정도로 정보격차를 정의하기보다는 정보활용능력, 정

보접근능력, 활용정도와 같이 능력, 활용중심의 정보격차로 개념

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임광현(2013)의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주체, 대상물, 심화정도, 메커니즘에 따라 정보격

차를 보다 더 세분화하여 정의하였으며 각 유형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정보격차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최근에는 스마트폰 도입 및 확산을 통하여 스마트시대

에 들어오면서 정보격차가 스마트폰의 이용에도 확장됨에 따라

스마트기기까지 포함하는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

다2)(신혜원 외, 2014). 최계영(2012)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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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언제나 연결되어 있고 스마트기기의 빠른 보급은 PC보다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

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기기의 등장이

정보격차를 보다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경

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PC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

었던 계층에게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의 문제를 완화시키고 정보격차를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신혜원 외, 2014).

정보격차 유형 정보격차의 종류

주체
성별간,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국가
간, 민간과 정부간

대상물
아날로그정보와 디지털정보간, 일상생활정보와 업무관련정
보간

심화정도 정보취약, 정보단절, 정보계층화, 정보계급화

매커니즘 정보접근격차, 정보활용격차, 정보생산격차

출처: 임광현, 2013

<표 1> 정보격차의 여러 유형

2. 사회적 불평등 요인으로서의 정보격차

현재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소유를 넘어, 어떤 수준

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느냐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보화 사

회가 진전되면서 정보가 하나의 부가가치 창출원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격차는 사회적 불평등 잠

2) 한국정보화진흥원(2014)은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스마트기기를 통한 정보격차도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 정보격차라고 명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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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인으로 고려되게 되었다.

김은정(2007)은 정보격차가 사회적 불평등 요인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보격차가 사회적 구분과 배제를 만들어 내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은

곧 사회적 구분으로 이어지며, 이는 차별과 배제로 연결된다고

한다. 또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활용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각종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적 네트워크 및 커뮤

니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만큼 삶의 영역에서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할 것이라는 것이다

(Hoffman&Novak, 1999; Van Dijk&Jan, 2006).

최두진 외(2006)에 따르면, 산업의 정보화 및 경제의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상적인 직업 활동의 상당 부분이 정보통신 기술

을 매개로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앞으로

도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정

보를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

하는 정보취약계층의 행태가 단순히 개인적인 동기나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정보 활용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와 실제 직업이나 사회적 습관상 정보 활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될 때, 정보취약계층은 경제

적 여건, 교육, 직업생활 등 정형화된 사회적 습관과 라이프스타

일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그러한 영향요인들은 다시 정

보취약계층의 생활을 통해 강화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은정(2007)은 이러한 사회적 악순환 현상이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즉 접근에 대한 지불능력의 차

이가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여 정보격차가 발생하며, 점차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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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도화됨에 따라 축적된 정보와 지식의 차이가 또 다른 정보

격차를 유발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광현(2013)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격차 해소전망에 대한

사회적 배경에 따른 인식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정보격차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의 확산으로 인하여 산업사회의 ‘빈익

빈 부익부’ 현상이 정보화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 결과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

서 정보격차를 ‘정보불평등’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보불평등에 있어서는 DiMaggio와 Hargitti(2001)는 정보불평등

(digital inequality)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류하기도 하

였다.3) 임광현(2013)은 이러한 정보불평등이 각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잠재영역에 걸쳐 영항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역별

정보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면 지역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나

며, 계층별 정보불평등은 노동, 빈민,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를 확

대시키며, 학력별 연령별 정보 불평등 현상은 세대 간 격차나 교

육불평등 문제4)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정보 불

평등 현상으로 설명되는 정보격차가 사회의 잠재적인 문제와 결

합되었을 때 새로운 사회문제로 변모할 수 있으며, 사회 내의 불

평등잠재영역을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평균인터넷속도 1위, 모바일 검색 사용률 1위

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빠르고 국민들의 약 80%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뛰어난 ICT 인프라와

3) DiMaggio와Hargitti(2001)의 정보불평등: 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접속(인터

넷)의 질과 같은 기술적 수단 ② 접속지역,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단사용의 자유

와 같은 사용의 자율성 ③ 인터넷을 사용하는 형태에 따른 사용패턴 ④ 사용을 

돕는 네트워크의 크기와 같은 사회적 지원  ⑤ 효과적으로 수단을 사용하는 능

력으로서의 기술 

4) Hoffman과 Novak(1999)는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정보접근과 정보활용 차별성 

심화는 경제불평등과 교육·문화적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

급하였다.(임광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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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준을 바탕으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전자정부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이다.5) 신지웅 외(2007)은 전자정부화 추

진에 따른 정보격차 연구에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추진에 따르는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자정부화 추진으로 인한 정보소외

계층의 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정보통

신기술(ICT)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 특히 행정서비스도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상당한 부분이 제공되는 나라에서는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불평등 요인이 더욱 뚜렷이 나타날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전자정부화가 가속화된다면 정보소외계층은 정보격차로 인

한 사회불평등을 넘어 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소외될 수 있는 심

각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보격차는 현대사회에서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3. 정보격차에 대한 이론적 쟁점: 낙관론과 비관

론

급속한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정보화사회 진전에 따라 정보격

차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보격차 문제를 바

라보는 이론적 관점인 낙관론과 비관론이 대립하고 있다. 낙관론

적 입장에서는 정보화가 가져다 줄 긍정적인 이익에 초점을 두고

정보격차의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보지만, 비관

론적 입장에서는 정보격차가 새로운 양상으로 확대 심화되면서

더욱더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요소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우려

를 나타내고 있다.

5) 대한민국은 2010, 2012, 2014년 UN전자정부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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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외(2009)에 따르면 정보화에 대한 낙관론적 접근은 주

로 미래학자들의 관점이었다고 설명한다. 미래학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낙관론적 견해는 기술결정론을 근거로 하여 시간과 기술

의 합작은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기존의 물질적 문제

들을 넘어 정신적인 문제들까지도 제어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보았다. 특히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정보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주로 확산(diffusion)이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

다(김정석·심상완, 2001). 이 이론의 기본 논리는 모든 혁신은 S

자형의 확산 과정을 보이며 비록 혁신의 내용에 따라 기간의 차

이는 있으나, 혁신의 가격하락과 혁신의 이익에 대한 사회구성원

들의 이해증진을 통하여 혁신 초기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

차 완화된다는 것이다(조정문, 2001). 즉 인터넷의 도입기에는 인

터넷이라는 혁신을 받아들이는 데에 사회구성원들 간에 격차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혁신을 수용하게 되는

확산의 성숙기에는 다수가 혁신을 수용하게 되어 누구나 혁신을

이해하고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보통신기술

(ICT)의 발전의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들 또한 정보사회로 발전하

는데에 자연스레 발생하게 되는 단순한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

는 것이다(이명진·박기태, 2009). 대표적 낙관론자인 벤자민 콤페

인(Compaine, 1988) 또한 전화나 미디어 확산과정에 대한 역사적

경험사례를 통하여 정보격차를 새로운 기술도입 초창기에 발생하

는 과도기적 문제로 인식한다(손연기, 2008).

반면에 비관론적 입장에서는 정보통신기술 혁명을 단순한 기

술적인 진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경제부문의

복합적인 현상으로 바라보면서(이동우, 2002) 다소 복잡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첨단 기

술이 도입되고 많은 양의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됨에도 정보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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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며 이로 인한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격차도 더불어 심화된다(Castells, 1999)고 보고 있다(송지향,

2014). 따라서 이에 대한 마땅한 해소책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해

결되기 어려운 사회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체제 내에

서 매스미디어의 확산과 정보유통량이 증가될수록 사회경제적으

로 높은 계층이 낮은 계층보다 정보매체를 더 많이 이용하고, 정

보를 더 많이 획득하게 되면서 계층 간의 지식격차(Knowledge

gap)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전석호, 1995; 조정

문, 2001; 윤상오, 2007).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허버트 쉴러

(Schiller, 1996)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정보의

풍요를 낳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부터 혜택을 받는 집단과 그렇

지 못한 집단이 정보 부자(information rich)와 정보 빈자

(information poor)로 분화되어 이들 간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손연기, 2008). 이처럼 비관론에서는 정보사회과

고도화되면 될수록 정보격차가 사회 내에서 사회 불평등을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서 존재하며, 이를 시정하고자하는 사회적 노력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고려하고 있다.

4. 정보격차 유발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ICT산업의 빠른 확장과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정보화의 진전

에 따라 정보격차의 양상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Norris(2001)는 정보화 측면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기존 사회

계층에서 존재하는 불평등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연령, 성별, 인

종, 소득, 교육수준이 이러한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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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설명하였다. 유석진(2004)도 정보격차 유발요인에 대하여 일

반적으로 정보격차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고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회불평등

요인으로서의 정보격차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국내외 연구자들은 정보격차를 유발하는 ‘4대 요

인’으로 계층, 성, 세대, 지역을 꼽기도 하였다(박형준, 1996; 김문

조·김종길, 2002; Schiller, 1996; World Bank, 2001; 손연기,

2008).

윤상오(2007)는 남북한의 정보격차를 분석한 연구에서 정보격

차 유발요인에 따라 정보격차의 차원을 네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

였다. 첫째는 개인 간의 특성에 따른 정보격차이다. 동일한 집단

내에서라도 성별, 연령, 장애, 지능, 경제력 등에 따라 개인 간에

나타나는 정보매체보유, 정보기술활용역량, 정보기술활용도의 차

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계층 간의 격차이다.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의 정보격차, 교육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정보격차, 젊은 층과 중장년층간의 정보격차,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간의 정보격차 등이 계층 간의 정보격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는 지역 간의 정보격차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격

차, 빈곤지역과 부유지역간의 정보격차 등이 지역 간의 정보격차

라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는 국가 간의 정보격차이다.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정보격차,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의 정보격차 등 국제

사회에서도 국가별로 정보화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정보격차가 존

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개인 간 특성, 계층(집

단)간, 지역 간의 정보격차는 단일국가 내에서 주요 정책적 관심

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 간 정보격차는 국제적 차원에서 다

루어지는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김은정(2007)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세대통합형 지원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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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탐색적 연구에서 정보격차가 세대 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

식하고 세대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탐색하

였다. 이 연구에서는 세대 간의 정보격차가 단순히 이용과 접근

에 있어서의 격차라기보다는 세대 간의 단절과 이질화를 내포하

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노

년층의 인터넷 활용비율,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활용비율은

4%에 불과하다는 점(한국인터넷진흥원, 2006)을 근거로 들면서

노년층이 인터넷 문화에서 소외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세대 간의 정보격차는 서로 다른 인터넷 문화에서 세대

간의 문화적 이질화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세대 간의 정

보격차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역 간에 존재하는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들도 존재하였

는데, 이는 주로 국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로는 김주찬·민병익(2006)이 있다. 김주찬과 민병익(2006)은

실증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에 정보격차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보 활용 측면에서도

양 지역 간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서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어

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정보격차의 유발요인을 규명하는

정도였다면,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더 세분화하여 접근하여, 정보

격차 유발요인이 정보의 이용이나 활용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기도 하였다. 민영(2011)은 정보 불평등의 주요 요

인으로 지목되어 온 성, 연령, 교육, 소득수준이 정보격차의 접근

성, 활용성, 참여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

세 측면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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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 수준에 대한 주요 불평등 요인들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으

나, 교육과 소득수준에 따라 인터넷 이용의 근접성과 편의성에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 접근

성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심각한 수준의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보

기에는 어려웠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활용성 부문에 있어서는

인터넷 이용자들 내부에서 가장 불균등한 구조를 보였다. 특히

역량 부문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격차 요인들의 설명력이 높게 나

타났는데, 성, 연령, 소득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설명

하였다. 또한 참여의 수준은 계층 간의 격차나 불평등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설동훈과 고재훈(2012)은 정보격차의 내부 단계들인 정보접근

성과 정보활용성을 모두 포괄하면서 정보격차의 정도의 기준을

자본향상활동(capital-enhancing activities)에 두기도 하였다. 설

동훈과 고재훈(2012)는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 결정요인을 탐색

하였는데, 정보격차결정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정보격차를 정

보접근성, 정보활용성 두 부문으로 나누어 따로 분석하였다. 먼

저, 결혼이민자의 정보접근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별, 연령, 거주기간과 같은 개인적 특성, 이민자 교육수준, 한국어

능력과 같은 개인의 인적자본, 배우자 변수를 포괄하는 사회적

자본, 교육지원프로그램, 지역, 소득, 계층과 출신국의 거시-구조

적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

의 정보 활용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을 제외한 연

령, 거주기간과 같은 개인적 특성, 이민자 교육수준, 한국어능력

과 같은 개인의 인적자본, 배우자 변수와 여러 사회관계들을 포

괄하는 사회적 자본, 소득과 출신국 정보화 정도의 거시-구조변

수가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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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민자들의 정보격차와 관련해서 연구한 선행연구도 존

재하였는데, 먼저 Ono와 Zavodny(2007)는 미국에 이주한 이민자

들의 정보격차를 연구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 이민자가 정보접

근과 활용 모두에서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의

배경인 미국에서 일반적인 정보격차가 감소되는 동안 이민자와

자국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 언어능

력이 정보격차에 주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Chiswick와

Miller(2007)는 호주에서도 이민자와 내국인의 정보격차를 확인하

였고, 마찬가지로 언어능력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밝혔

다. Korup과 Szydlik(2005)은 독일 내의 터키이민자들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여타 연구와 유사하게 이민자들과 내국인과의 정

보격차를 확인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인적자본과 가족배경, 사회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설동훈 외,2012).

이용재(2007)는 국내 거주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실태를 파악

하고자 부산과 경남지역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국내 이주민들의 정

보리터러시 수준은 높지 않았으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연구대

상 이주민들의 출신국가 정보통신 인프라수준이 세계 최하위권

수준인 점을 유추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보활용교육의 이수여부

와 이수기간이 이주민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사회에 이주민들이 신속히 적응하고 사회

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정책적으

로 정보활용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특히 해당

연구에서는 이주민 정보리터러시 수준에 있어서 언어능력이 미치

는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신국가별로 봤을 때

한국계 중국인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이 여타 국가 출신들(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비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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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지역의 이주민들의 정보리

터러시 수준이 중소도시나 농어촌도시의 이주민들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이수상과 장임숙(2007)은 국내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수준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분석하여 정보리터러시 격차(information literacy

gap)를 야기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이주노동자와 NGO실무자들

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해외의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언어능력이 이들의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언어능력은 한국어 교육여부와 한

국 체류기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연령,

결혼여부, 직업, 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성, 사회연결망 등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

임을 밝혔다.

제 2 절 신 소외계층의 특성

1.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정보이용능력 실태

1) 결혼이민자 개념

세계화와 더불어 급증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논의는 21세기에

들어 변화한 한국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다. 단일민

족의 국가적 정체성을 내세우던 대한민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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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증가하여 자연스레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권금상,

2013).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농·어촌 지역 남성의 국제결혼

수요로 인해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배우

자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 수도 15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4).

결혼이민자의 용어나 개념에 있어서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가

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여성 결혼

이민자’와 ‘결혼이주여성’이다. 설동훈·김윤태·윤홍식(2005)은 이주

여성은 여성 이주노동자, 여성 결혼이민자, 성매매 종사자 외국인

(또는 이민자) 여성, 국제적 인신매매를 포함하는 복합 개념이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표현

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한편 한건수(2006)는 ‘결혼이민자’라는 용어가 적당하다고 하였

는데, 그 이유는 한국사회가 공식적 이민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

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편입되고 있다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혼이민자’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지원법안(여성가족부, 2008)에서도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를 법

률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었다. 해당 법안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

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에서 혼인한 후 입국한 외

국인, 위의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였다가 혼인관계가 해소된 외

국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법무부, 2007)에서도 결혼이민자를 “대

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한국

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임광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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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용어의 범주가 다양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입국한

방법이나 국적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거주하고 있

는 외국인 특히 그중에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

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2) 결혼이민자 입국현황

결혼이민자의 입국현황과 증가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5년에 발간한 “2014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입국은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근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하여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강화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

수 의무화 조치 등으로 인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1%미

만이었다. 그러나 2014년 말(2014.12.31. 기준)에 집계된 결혼이민

자는 151만 명에 육박하는 등 그 수가 한국사회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수준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통계청(2012)에 따르면 1995

년부터는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수가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의 수를 능가하였다고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85%정도가 여성이며 15%

가 남성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의 비

율이 약 67%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영미권 국가인 미

국과 캐나다는 반대로 남성 결혼이민자가 여성 결혼이민자에 비

해 약 80%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파키스탄은 영미권 국가도 아

니면서 다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들과는 달리 남성 결혼이민

자가 약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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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 남성 여성
남성
비율

여성
비율

구성
비율

중국 60,663 12,088 48,575 19.9% 80.1% 40.2%

베트남 39,725 626 39,099 1.6% 98.4% 26.3%

일본 12,603 1,223 11,380 9.7% 90.3% 8.3%

필리핀 11,052 316 10,736 2.9% 97.1% 7.3%

캄보디아 4,618 17 4,601 0.4% 99.6% 3.1%

미국 3,006 2,325 681 77.3% 22.7% 2.0%

타이 2,675 70 2,605 2.6% 97.4% 1.8%

몽골 2,394 82 2,312 3.4% 96.6% 1.6%

우즈베키스탄 2,219 72 2,147 3.2% 96.8% 1.5%

러시아 1,308 86 1,222 6.6% 93.4% 0.9%

캐나다 1,300 1,121 179 86.2% 13.8% 0.9%

네팔 1,138 154 984 13.5% 86.5% 0.8%

파키스탄 889 801 88 90.1% 9.9% 0.6%

기타 7,404 3,820 3,584 51.6% 48.4% 4.9%

계 150,994 22,801 128,193 15.1% 84.9% 100%

출처: 법무부(2015)

<표 2> 국적·지역별·성별 결혼이민자 현황

광역시·도 계 남성 여성
남성
비율

여성
비율

구성
비율

계 149,165 22,632 126,533 15.2% 84.8% 100%

경기도 40.919 7,506 33,413 18.3% 81.7% 27.4%

서울특별시 29,000 7,513 21,487 25.9% 74.1% 19.4%

<표 3> 거주 지역별·성별 결혼이민자 등록 외국인 현황

<표 3>을 살펴보면, 거주지역별·성별 결혼이민자 등록외국인

현황을 볼 수 있다. 결혼이민자 등록 외국인들 중 약 46%는 경

기도와 서울특별시에 대부분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기도에 결혼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54%가량은 대한민국 전 지역에 비교적 고른

분포로 거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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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9,570 897 8,673 9.4% 90.6% 6.4%

인천광역시 8,883 1,489 7,394 16.8% 83.2% 6.0%

충청남도 7,856 649 7,207 8.3% 91.7% 5.3%

경상북도 7,718 540 7,178 7.0% 93.0% 5.2%

전라남도 6,861 227 6,634 3.3% 96.7% 4.6%

부산광역시 6,846 901 5,945 13.2% 86.8% 4.6%

전라북도 5,825 303 5,522 5.2% 94.8% 3.9%

충청북도 4,758 436 4,322 9.2% 90.8% 3.2%

대구광역시 4,853 598 4,255 12.3% 87.7% 3.3%

강원도 3,784 252 3,532 6.7% 93.3% 2.5%

대전광역시 3,496 387 3,109 11.1% 88.9% 2.3%

광주광역시 3,250 293 2,957 9.0% 91.0% 2.2%

울산광역시 3,049 365 2,684 12.0% 88.0% 2.0%

제주특별
자치도

2,079 233 1,846 11.2% 88.8% 1.4%

세종특별
자치시

418 43 375 10.3% 89.7% 0.3%

출처: 법무부(2015)

3) 결혼이민자 증가배경

앞서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결혼이민자 증가추세에

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증가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결혼이민자의 약 85%는 여성에 해당

되며,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의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증가 배경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한건수, 2006; 임광현, 2013).

첫째, 국제결혼이 글로벌 시대로의 진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구화라는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과학기

술의 발달로 교통과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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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면서 국가 간의 이동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국가 간의 이

동성 증가는 개인의 정체성, 성, 인종, 국적을 벗어나 초국가주의

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둘째, 한국인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하여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1970년대 이후로 지속되어 왔다. 통계청(2012)에 따르면 한국 사

회의 남녀 성비는 106:100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국여성과 결혼할 수 없는 사회계층의 남성 집단이 생겨났다. 이

에 대하여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불균형 성비에도 불구하

고 결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들에 의한 상업적 중개업자들의

영리추구를 위한 영업 전략과 농촌에 존재하는 결혼적령기를 훨

씬 지난 남성들에게 국제결혼을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

결혼이민자의 증가 배경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중개

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결혼중개업소들이 폭발적으

로 급증하여, 이러한 중개업소들이 적극적으로 국제결혼 중개활

동을 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임광현, 2013).

이처럼, 결혼이민자들의 증가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증가, 한국의 성비 불균형 문제, 결혼중개업에 대한 제

도적 변화의 등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임광현, 2013).

4) 결혼이민자 정보이용능력 수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2년부터 매년 소외계층 대상의 정보격

차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특히 2011년도부터 조사대상을 확대

하여 이주소외계층인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를 신 정보소외

계층이라고 명명하고, 이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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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 실태도 조사하였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2014년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

르면, 2014년 말 결혼이민자의 PC, 인터넷 접근 부문6)의 정보화

수준은 전체국민의 정보화수준을 100%수준으로 볼 때, 전체국민

의 98.3%였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

에 대한 인프라 접근 수준이 일반 국민의 근접수준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정보격차지수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연도인 2011년도에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2011년도의 접근

부문 정보화수준은 87.5%인 것으로 볼 때 10%p 가량 상승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은 일반국민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연도별로

많이 개선되어왔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컴퓨터 기본용도별 이용능력과 인터넷

기본용도별 이용능력으로 구성되는 역량부문7)과 컴퓨터와 인터

넷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활용부문8)은 접근부문

의 격차보다는 더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4>에서 알 수 있

듯이, 2011년에 결혼이민자의 정보화역량부문은 전체 국민대비

55.7%정도의 수준에 그쳤고, 활용부문은 60%정도에 그쳤었다. 연

도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되는 측면은 있었으나 2014년에

도 결혼이민자의 정보화역량부문의 수준은 전체 국민대비 69.2%

였고, 활용부문은 80.8%정도였다. 이러한 역량부문과 활용부문의

6) 접근지수: PC 보유, 무선인터넷 접속기능 기기 보유, 인터넷 이용, PC 및 인터

넷 접근시간, 주 PC 기종 및 인터넷 접속방식

7) 역량지수: 컴퓨터 기본 용도별 이용능력(운영시스템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 워

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램, 개인 홈페이지개설), 인터넷 기본용도별 이용능력(웹브

라우저, 정보검색, 메신저, 전자우편, 온라인게임, 인터넷 기반 멀티미디어이용, 

각종 거래처리)

8) 활용지수: 양적 활용(한달 이내 PC 및 인터넷 이용여부와 사용시간), 질적 활용

(PC 및 인터넷 일상생활 부문별 도움정도, PC 및 인터넷 기본 용도별 이용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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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접근부문의 격차와 비교해볼 때, 일반국민의 70-80%수준

에 이르고 있었으며,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능

력을 측정하는 역량부문의 격차는 아직도 일반국민의 7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결혼이민자의 정보화

수준에 있어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결손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접근부문 87.5% 94.4% 96.7% 98.3%

역량부문 55.7% 65.4% 68.4% 69.2%

활용부문 60.0% 75.3% 78.2% 80.8%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2012, 2013, 2014 정보격차실태조사

<표 4> 결혼이민자의 일반국민 대비 연도별 부문별 정보격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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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정보이용능력 실태

1) 북한이탈주민 개념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

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기존에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자, 월남

귀순자, 귀순북한동포 등으로 불리었으며 정부에서는 ‘새로운 터

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새터민’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북한이

탈주민으로 명명되는 것을 더욱 선호하였기에 2008년부터는 공식

적으로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명명되고 있다(김현경,

2012).

2)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및 증가배경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의 입국자 수는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서 2006년에

는 2,000명을 초과하였으며, 2007년에는 누적된 총 입국자 수가 1

만 명을 넘었고, 2010년 11월에는 2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9)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가 2012년 이후부

터는 연간 1500여명대로 입국인원이 축소되기에 이르렀고, 2014

9) 1998년도까지 국내 입국자는 947명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후 

3년간(1999년~2001년) 1,043명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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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인원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표 5>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입국관련 현황

년에는 1397명 정도가 입국하였다.

200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급증 원인으로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평균 4-5년의 해외체류 중에 북송위험 등 정착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한국으로 입국하려

는 시도가 증가한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이다. 또한 제 3국 내 우

리 공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당국의 지원 및 한국에

기입국한 가족의 입국지원 활동 증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통일부, 2014).10)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

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

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수용

하고 있다(통일부, 2014).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10)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



- 26 -

남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여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3) 북한이탈주민 정보이용능력 수준

북한에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4-50년을 살아온 북한이탈주민

들이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빠르고 국민들 대다수가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들과 정보이용능력 수준에 있

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

다.

박문우(2011)는 200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정보화와 정보통신

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속해왔지만11), 이러한 노력

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수준을 달성한데

에 비해 북한은 아직까지 정보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

문에 남북한 주민들 간에는 상당한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1년도부터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

을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으로 보고, 정보격차실태조사를 함에 있

어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켜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4)에서 발간

한 “2014년 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새로

운 소외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의 정

보격차의 실태를 파악하여 “신(新)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현황”으

로 따로 항목을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체

11) 2000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정보화와 정보통신 발전 노력은 김정일의 발언과 

대외행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김정일은 정보산업을 빨리 발전시

키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정보화하여야 한다는 등 ICT분야의 발전을 강조

하였다(박문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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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

수준은 82.2%로 나타났다. 물리적 접근성을 뜻하는 가구 PC보유

율은 전체 국민의 PC보유율이 78.3%일 때 북한이탈주민가구는

68.3%로 나타났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표 6>에서는 정보화

수준을 접근12), 역량13), 활용14) 부문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전체

국민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 수준은 접근(94%), 역량

(66.7%), 활용(75.4%)이었다. 이를 통해, 조사 대상인 북한이탈주

민이 PC와 인터넷 접근성을 뜻하는 접근부문의 정보화수준은 대

체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와 인

터넷 활용수준을 나타내는 활용부문의 격차, 특히 컴퓨터 기본

용도별 이용능력과 인터넷 기본용도별 이용능력으로 구성되는 역

량 부문의 격차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부문별 정보격차는 대체적으로 연도별로 유사

한 양상을 보였다. 조사 시작연도인 2011년도와 비교해보았을 때,

역량부문이 일반국민의 50%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시간

이 흐를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역량부문의 격차가 대체적으

로 감소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이탈

주민의 정보화수준에 있어 가장 취약한 부문이며 북한이탈주민의

정보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량부문 격차를 중점적으로 해소

시켜야 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12) 접근지수: PC 보유, 무선인터넷 접속기능 기기 보유, 인터넷 이용, PC 및 인

터넷 접근시간, 주 PC 기종 및 인터넷 접근방식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격차 실태조사)

13) 역량지수: 컴퓨터 용도별 이용능력(운영시스템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 워드프

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컴퓨

터 그래픽 프로그램, 개인 홈페이지 개설), 인터넷 기본용도별 이용능력(웹브라

우저, 정보검색, 메신저, 전자우편, 온라인게임, 인터넷 기반 멀티미디어 이용, 

각종 거래처리)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격차 실태조사)

14) 활용지수: 양적 활용(한달 이내 PC 및 인터넷 이용여부와 사용시간), 질적 활

용(PC 및 인터넷 일상생활 부문별 도움정도, PC 및 인터넷 기본 용도별 이용정

도).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정보격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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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접근부문 84.0% 86.9% 89.4% 94.0%

역량부문 49.3% 56.2% 57.6% 66.7%

활용부문 53.0% 70.5% 72.2% 75.4%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2012, 2013, 2014 정보격차실태조사

<표 6> 북한이탈주민의 일반국민 대비 연도별 부문별 정보격차 수준

3.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활용능력

종합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2년부터 실시해온 정보격차 실태조사

에 있어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을 대한민국 국민 중

일반 국민에 비해 정보격차가 존재하는 정보소외계층으로 보고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켜 정보격차를 조사해왔다. 이는 계층, 성,

지역, 경제력 등이 정보화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집단별로

정보화실태를 조사해온 것이다. 또한 2011년부터는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이라고 보고, 조

사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정보격차를 ‘신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라고 명명하며 조사해온 것이다. <표 7>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 발표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신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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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접근
부문

결혼이민자 87.5% 94.4% 96.7% 98.3%

북한이탈주민 84.0% 86.9% 89.4% 94.0%

역량
부문

결혼이민자 55.7% 65.4% 68.4% 69.2%

북한이탈주민 49.3% 56.2% 57.6% 66.7%

활용
부문

결혼이민자 60.0% 75.3% 78.2% 80.8%

북한이탈주민 53.0% 70.5% 72.2% 75.4%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2012, 2013, 2014 정보격차실태조사

<표 7> 신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실태

앞서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격차 수준을 살펴본

것처럼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정보화수준은 조사 결과상으로

는 일반국민에 비해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두 집단 모두 유사하게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 부문의 정보화

수준은 전체국민 대비 약 94%이상으로 근접하여 접근부문의 격

차는 많은 부분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집단들의 정보활용부문과 역량부문의 격차는 상당히 존재하고 있

었다. 특히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컴퓨터와 인터넷 기본 용도별

이용능력을 측정하는 ‘역량부문’의 격차가 다른 부문 중에서도 가

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2014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전체 국민 대비 정보화역량 부문 격차지수가 가

장 큰 것에 주목하여, 이들의 정보화역량수준이 일반국민들과 통

계적으로도 유의미할 정도로 일반국민들과 격차가 존재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또한 격차가 존재한다면,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역

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변수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변수들이 정보화역량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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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가설 및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가설 및 모형

1. 연구문제

이 논문은 신 소외계층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결혼이민자와 북

한이탈주민의 정보화역량수준이 일반 국민의 정보화역량수준과

격차가 존재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정보격차 유발요인으로 언급된 연령, 성별, 월 소

득, 교육수준, 직업, 거주기간, 언어능력, 출신 국가 등의 영향요

인에 따라 신 소외계층 내에서도 정보화역량 수준에 대하여 차이

가 있을 수 있음에 주목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의 정보화역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으로 고려되고 있는 결혼이민

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역량수준을 증진시키고 일반 국민과

의 정보격차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실직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일반 국민과 신 소외계층(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의 정보격차가 통계적으로도 존재하는가?”

와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존재하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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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일반국민과 신 소외계층으로 명명되는 결혼이민

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역량 격차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존재하는가?

2. 연구가설

위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1. 일반국민의 컴퓨터이용능력이 북한이탈주민의 컴퓨

터이용능력보다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일반국민의 컴퓨터이용능력이 결혼이민자의 컴퓨터

이용능력보다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1. 일반국민의 인터넷이용능력이 북한이탈주민의 인터

넷이용능력보다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2-2. 일반국민의 인터넷이용능력이 결혼이민자의 인터넷

이용능력보다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3-1. 연령이 낮을수록 신 소외계층의 컴퓨터이용능력이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3-2. 연령이 낮을수록 신 소외계층의 인터넷이용능력이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4-1. 신 소외계층 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컴퓨터이용능

력이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4-2. 신 소외계층 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이용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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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5-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 소외계층의 컴퓨터이용능

력이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5-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 소외계층의 인터넷이용능

력이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6-1. 월 소득이 높을수록 신 소외계층의 컴퓨터이용능력

이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6-2. 월 소득이 높을수록 신 소외계층의 인터넷이용능력

이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7-1. 직업에 따라 신 소외계층의 컴퓨터이용능력이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7-2. 직업에 따라 신 소외계층의 인터넷이용능력이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8-1. 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신 소외계층의 컴퓨터이용

능력이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8-2. 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신 소외계층의 인터넷이용

능력이 높을 것이다. (+)

연구가설 9-1. 출신 국가에 따라 신 소외계층의 컴퓨터이용능력이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9-2. 출신 국가에 따라 신 소외계층의 인터넷이용능력이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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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우선적으로 일반국민과

신소외계층간의 정보화역량수준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한 검증을 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를 일반

국민여부, 북한이탈주민여부, 결혼이민자여부로 설정하였다. 분석

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을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정보화역량수준에 대한 집단별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일반국민과 신 소외계층간의 정보화역량 격차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신 소외계층 집단별로 이들의 정

보화역량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일반국민들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도 함께 제시함으

로써, 신 소외계층 집단별로 존재하는 정보화역량에 대한 영향요

인과 일반국민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양상을 비교 분석

해보고자 한다.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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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 수집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

년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원자료15)를 이용하였다.

2014년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조사모집단으로는 일반국민은

“2014년 8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가구 내 상주하는 만 7세 이상

가구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조사 모집단은 “2014년 8월 1일 기

준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

록된 전국의 만 7세 이상 북한 출신 한국 국적 취득자”이다. 마

지막으로 결혼이민자의 조사모집단은 “2014년 8월 1일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국인과 혼인한 전국의 만 18

세 이상 외국인”이다. 전체 표본의 크기는 일반국민 5,500명이며

신 소외계층인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는 각각 600명에 해당

하였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표본추출방법으로는 일반국민에 있어서는 광역시도별 만 7세

이상 연령층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 수 할당을 실시하고, 각 시/

군/구내에서 읍/면/동 및 통/반/리를 순차적으로 무작위 추출한

후 최종 표본가구와 표본가구 내에서 응답자를 선정하는 다단계

층화표집(가구 선정) 및 비례할당표집(응답자 선정)을 활용하였

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대인 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로 설문이 진행되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15) 정부 승인 통계로서 공신력을 획득한 정보격차지수는 2004년부터 매년 전국 

규모의 조사를 통해 정보격차의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되어 왔다. 

정보격차지수는 장애인, 장·노년층, 저소득층, 농어민,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

민과 같은 취약 계층과 일반 국민 사이의 상대적 정보격차 수준을 평가하기 위

해 개발되었으며, 정보화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지

수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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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본 논문에 활용이 가능한 표본으로는 일반국민은 4206개, 북한

이탈주민은 298개, 결혼이민자는 356개였다.

2. 분석방법

분석 방법으로는 설문결과의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

석, 다중회귀분석으로 구성된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표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 설문결과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할 것이다. 이를 바탕

으로 연구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정보화역

량 수준(설문결과의 기술통계량)의 기술통계량을 확인함으로써

신 소외계층 집단 내에서도 정보화역량 수준이 동일한지 상이한

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상이하다면, 집단 내에서 상이

한 정보화역량수준 분포를 유발하는 정보화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을 규명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인 정보화역량수준 중

에서 컴퓨터 이용능력 8개의 측정문항과 인터넷 이용능력 7개 측

정문항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해 볼 것이다. 이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문항들의 신뢰도를 분석할 수 있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 α) 계수값을 도출해볼 것이다.

종속변수에 대한 타당성·신뢰성 분석 이후에는 STATA 11.0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집단 간(일반국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정보격차가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존재하는 지 다중회귀

분석을 통하여 알아볼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신 소외계층의 정보

화역량에 어떠한 영향요인들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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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분석해보고, 이를 일반국민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영향요

인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의 영향요

인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의 측정

본 논문의 변수 측정은 기본적으로 “2014 정보격차지수 및 실

태조사”의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종속변수인 정보화역량수준은 “컴퓨터 사용능력”과 “인터넷 사

용능력”으로 측정된다. 먼저 “컴퓨터 사용능력”은 <표 8>과 같이

응답자가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사용능력을 평가하여

4점 척도의 문항(전혀 사용 못함-초급-중급-고급)으로 응답한 값

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인터넷사용능력”도 마찬가지로 <표

8>와 같이 4점 척도에 대한 응답한 값의 평균값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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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 사용능력 측정

구 분
전혀

사용못함
초급 중급 고급

1) 운영시스템(OS) 및 유틸리티 프로그램 1 2 3 4

2) 워드프로세서(예: 아래한글, 훈민정음, 
MS워드 등)

1 2 3 4

3) 스프레드시트(예: 엑셀 등) 1 2 3 4

4) 컴퓨터게임(예: 테트리스, 바둑 등의 오프
라인 게임)

1 2 3 4

5)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예: 음악 및 영상 
재생 소프트웨어 등)

1 2 3 4

6) 프레젠테이션(예: 파워포인트 등) 1 2 3 4

7)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예: 포토샵, 플래
시, 일러스트 등)

1 2 3 4

8) 개인홈페이지 개설(홈페이지 제작도 포
함)

1 2 3 4

2. 인터넷 사용능력 측정

구 분
전혀

사용못함
초급 중급 고급

1) 자료 및 정보검색 1 2 3 4

2) 채팅(메신저) 1 2 3 4

3) 전자우편(이메일) 1 2 3 4

4) 온라인게임(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등 온
라인 실시간 게임)

1 2 3 4

5) 인터넷 기반 멀티미디어(예: 영화보기, 
TV시청, 음악듣기, 신문/잡지 등)

1 2 3 4

6) 각종 거래처리(예: 공인인증서 발급, 인터
넷 뱅킹/주식, 인터넷 쇼핑, 예약/예매 등)

1 2 3 4

출처: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표 8> 정보화역량 측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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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내용 및 방법

집단별 
특성

일반 국민 일반국민을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
북한이탈주민(해당=1, 비해당=0)
결혼이민자(해당=1, 비해당=0)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인구
통계학적 

요인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만 나이 (단위: 세)

사회
경제적
요인

교육수준

1. 초등졸 이하
2. 중졸(고등학교 중퇴 포함)
3. 고졸(대학교 중퇴 포함)
4. 대졸(전문대 포함)이상

직업
Ÿ 무직·전업주부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
Ÿ 관리·사무·전문직 종사자 (해당=1, 비해당=0)

<표 9>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측정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측정

<연구문제 1>의 독립변수인 집단의 특성(일반국민,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은 일반국민을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를 할

것이다. <연구문제 1>의 통제변수로서 연령은 “자료분류용 설문”

에 기재된 연령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 성별은 “남성=0, 여성=1”

로 측정할 것이다. 교육수준과 월 소득에 있어서는 설문지에서

측정한 서열변수 그대로를 사용할 것이다. 직업에 있어서는 “무

직, 전업주부”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측정할 것이다.

<연구문제 2>의 모형에 추가되는 변수인 거주기간은 북한이탈주

민에 있어서는 “자료분류용 설문(북한이탈주민)”의 입국연도와

조사연도를 비교하여 개월수로 환산한 값, 결혼이민자에 있어서

는 “자료분류용 설문(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개월수로 측정)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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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판매·서비스 종사자 (해당=1, 비해당=0)
Ÿ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해당=1, 비해당=0)
Ÿ 기능·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 종사자(해당=1, 

비해당=0)
Ÿ 학생 (해당=1, 비해당=0)

출신국가

Ÿ 조선족을 기준으로 더미변수 처리
Ÿ 한족 (해당=1, 비해당=0)
Ÿ 대만·일본 (해당=1, 비해당=0)
Ÿ 몽골·기타아시아 (해당=1, 비해당=0)
Ÿ 베트남 (해당=1, 비해당=0)
Ÿ 필리핀 (해당=1, 비해당=0)
Ÿ 태국·인도네시아 (해당=1, 비해당=0)
Ÿ 북한 (해당=1, 비해당=0)

가구 월소득

1. 50만원 미만
2. 50-99만원
3. 100-149만원
4. 150-199만원
5. 200-249만원
6. 250-299만원

7. 300-349만원
8. 350-399만원
9. 400-499만원
10. 500-599만원
11. 600만원 이상

거주기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한 시기(단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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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연령

19세 이하 845 20.08

20대 737 17.52

30대 890 21.15

40대 919 21.85

<표 10> 전체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제 4 장 연구결과의 분석 및 논의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1) 일반국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이 된 일반국민은 총 4206명이었다. 일반국민 표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요인 특성(연령, 성별)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0>과 같다.

전체 표본 4860명 대상 중 연령은 10대가 20.08%(845명), 20대

가 17.52%(737명), 30대가 21.15%(890명), 40대는 21.85%(919명)

로서 10대부터 40대까지는 대략 20%내외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50대는 14.52%(611명), 60대는 4.41%(186명), 70대 이상은

0.43%(18명)로 비교적 적은 수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47.98%(2,018명), 남성이 52.02%(2,188명)로 분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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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11 14.52

60대 186 4.41

70대 이상 18 0.43

합계 4,206 100.00

성별

여성 2,018 47.98

남성 2,188 52.02

합계 4,206 100.00

2) 신 소외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이 된 신 소외계층의 총 표본 수는 북한이탈주민 298

명, 결혼이민자 356명이었다. 신 소외계층의 연령과 성별에 대한

다음의 <표 11>과 같은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집단별 인구통계학

적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30대 연령인구가

29.86%(89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10대

27.51%(82명), 20대 22.15%(66명)로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다. 40대는 18.44%(55명), 50대는 2.03%(6명)를 차지하였

다.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집단의 특성이 ‘결혼’을 통해 한국으

로 이민해왔다는 점에서 19세 이하는 없었고, 20대가 38.2%(136

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28.67%(102명), 40대는 33.16%(118

명)이었고, 50대 이상의 응답표본은 없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북

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남성이 64.43%(192명)으로 응답표본의 약

2/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여성이

99.16%(353명)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10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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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연령

19세 이하 82 27.51 - -

20대 66 22.15 136 38.2

30대 89 29.86 102 28.67

40대 55 18.44 118 33.16

50대 이상 6 2.03 - -

합계 298 100.00 356 100.00

성별

여성 106 35.57 353 99.16

남성 192 64.43 3 0.84

합계 298 100.00 356 100

<표 11> 신 소외계층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 전체의 약 27%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을 볼 때,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북한을 이탈해와 국내에 정착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

으며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집단의 특성이 결혼을 통한 이민

이라는 것을 볼 때, 10대와 50대 연령계층은 없었고, 성별에 있어

서도 99% 여성으로만 이루어져있는 것을 볼 때, 주로 외국 여성

들이 한국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많이 이주해 온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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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1) 일반 국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일반국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364 8.65

중졸(고등학교 중퇴 포함) 491 11.67

고졸(대학교 중퇴 포함) 1,880 44.7

대졸(전문대 포함) 이상 1,471 34.97

합계 4,206 100.00

직업

무직·전업주부 575 13.67

관리·사무종사자 998 23.73

판매·서비스종사자 1,141 27.13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85 2.02

장치·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 344 8.18

학생 1,063 25.27

합계 4,206 100.00

가구 월 
소득

50만원 미만 8 0.19

50-99만원 41 0.97

100-149만원 108 2.57

150-199만원 224 5.33

200-249만원 452 10.75

250-299만원 581 13.81

300-349만원 916 21.78

350-399만원 505 12.01

400-499만원 790 18.78

500-599만원 411 9.77

600만원 이상 170 4.04

합계 4,206 100.00

<표 12> 일반 국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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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11 3.69 78 21.91

중졸
(고등학교 중퇴 포함)

108 36.24 93 26.12

고졸(대학교 중퇴 포함) 143 47.99 132 37.08

대졸(전문대 포함) 이상 36 12.08 53 14.89

합계 298 100.00 356 100.00

직업

무직·전업주부 66 22.15 197 55.34

관리·사무종사자 13 4.36 17 4.78

<표 13> 신 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고졸(대학교 중퇴 포함)이 44.7%(1,880명)

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대졸 34.97%(1,471명),

중졸 11.67%(491명), 초등졸 이하 8.65%(364명) 순으로 많았다.

직업에 있어서는 판매·서비스종사자가 27.13%(1,141명)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학생이 25.27%(1,063명), 관리·사무종사

자 23.73%(998명) 순으로 많았다.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는 직업군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02%(85명)이었다.

가구 월 소득에 있어서는 300-349만원이 21.78%(916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400-499만원이 18.78%(790

명), 250-299만원이 13.81%(581명) 순으로 많았다.

2) 신 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신 소외계층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나타내는 교육수준, 직업, 가

구 월 소득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다음의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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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서비스종사자 41 13.76 44 12.3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 4.7 44 12.36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

79 26.51 49 13.76

학생 85 28.52 5 1.4

합계 298 100.00 356 100.00

가구 
월 소득

50만원 미만 41 13.76 35 9.83

50-99만원 83 27.85 69 19.38

100-149만원 82 27.52 46 12.92

150-199만원 48 16.11 68 19.1

200-249만원 35 11.74 72 20.22

250-299만원 9 3.02 36 10.11

300-349만원 - - 19 5.34

3.0811--350만원 이상

100.00356100.00298합계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고졸이

47.99%(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 36.24%(108명), 대졸

12.08%(36명), 초등졸 이하 3.69%(11명) 순으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북한이탈주민과 마찬가지로 고졸

인구가 37.08%(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 26.12%(93명), 초등

졸 이하 21.91%(78명), 대졸 이상 14.89%(53명) 순으로 많았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 모두 고졸 인구

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초등졸

이하 인구가 약 4%미만이었던 것에 반해, 결혼이민자는 그 인구

비율이 약 22%로 7배 이상 높았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 집단

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교육을 받지 못한 인구 비율이 같은 소외

계층에 비교해서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업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학생이 28.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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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장치·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가

26.51%(79명), 무직·전업주부 22.15%(66명), 판매·서비스종사자가

13.76%(41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7%(14명), 관리·사무종사자

4.36%(13명) 순으로 많았다.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무직·전업주

부가 55.34%(197명)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치·기계조작·단순노무

종사자가 13.76%(49명), 판매·서비스종사자와 농림·어업숙련종사

자가 각각 12.36%(44명), 관리·사무종사자 4.78%(17명), 학생

1.4%(5명) 순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있어서는

학생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결혼이민자에 있어서는 학생인구가

가장 적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상대적으로 10대 연령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주

로 결혼을 통해 국내에 이주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학업을 지속하

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55.34%) 전업주부로서 생활하고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가구 월 소득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가구 월 소

득 50-99만원이 27.85%(83명) 가장 많았고, 100-149만원이

27.52%(82명), 150-199명이 16.11%(48명), 50만원 미만은

13.76%(41명), 200-249만원은 11.74%(35명), 250-299명은

3.02%(9명) 순이었다.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응답

표본은 존재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에 있어서는 200-249만원이

20.22%(72명)로 가장 많았고, 150-199만원은 19.38%(69명),

100-149만원이 12.92%(46명), 250-299만원은 10.11%(36명), 50만

원 미만은 9.83%(35명), 300-349만원 5.34%(19명) 순으로 많았다.

350만원 이상의 인구는 전체인구의 3.08%(11명)정도였다. 북한이

탈주민의 가구 월 소득에 있어 50만원 미만의 비율이 13.76%로

결혼이민자집단보다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300만원 이

상의 월 소득이 있는 응답 표본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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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북한이탈주민 58.69 42.65 6 180

결혼이민자 80.58 58.91 2 317

<표 14> 신 소외계층의 국내 거주기간 기술통계량

의 가구 월 소득이 북한이탈주민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3. 신 소외계층의 국내 이주관련 특성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는 모두 국외에서 국내로 이주하였

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이주하여 국내에 거주

한 기간과 이들의 출신 국가(모국 정보화수준) 등이 이들의 정보

화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세운 바 있다. 이러

한 이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먼저 국내 거주기간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은 평균적으로

58개월(약 5년)정도였고 최소값은 6개월 최대값은 180개월(15년)

이었다. 결혼이민자는 평균적으로 80개월(약 6.6년)정도였고 최소

값은 2개월 최대값은 317개월(약 26.4년)이었다.

다음으로는 신 소외계층의 출신국가별 분포는 <표 15>와 같았

다. 출신국가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중국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많았다. 그 외로는 베트남, 필리핀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

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 48 -

국적 빈도(명) 비율(%)

북한 298 45.565

중국(한족) 93 14.220

러시아 4 0.611

중국(조선족) 103 15.749

대만 2 0.305

일본 26 3.975

몽골 5 0.764

베트남 66 10.091

필리핀 47 7.186

태국 5 0.764

인도네시아 3 0.458

합계 654 100

<표 15> 신 소외계층의 출신국가별 분포

제 2 절 정보화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량

1. 일반 국민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량

이 논문의 종속변수인 정보화역량은 4점 척도로 측정된 컴퓨

터이용능력의 평균값과 인터넷이용능력의 평균값으로 측정된 바

있다. 실제로 본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각 종속변수들이 어떠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 국민의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한 분포는 다음의 <그림 3>

과 같았다. 평균적으로 응답표본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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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7으로 초급과 중급 사이의 수준이었고, 인터넷이용능력의 평

균값은 약 2.6437로서 컴퓨터이용능력의 평균보다는 조금 높았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컴퓨터이용능력 2.1527 0.6641 1 4

인터넷이용능력 2.6437 0.7250 1 4

<표 16> 일반국민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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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일반국민의 컴퓨터이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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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일반국민의 인터넷이용능력 

2. 신 소외계층 정보화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신 소외계층이 집단 내에서 평균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이들의 정보화역량에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 이들의

정보화역량이 서로 균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연구문제 2>

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기 위하

여 종속변수의 분포와 기술통계량을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신

소외계층의 컴퓨터이용능력은 평균 약 1.934로 초급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고, 인터넷이용능력은 평균 약 2.229정도로 마찬가지로

초급에 가까운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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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컴퓨터이용능력 1.9346 0.5550 1 3.75

인터넷이용능력 2.2297 0.6035 1.1428 4

<표 17>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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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신 소외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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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신 소외계층의 

인터넷이용능력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 집단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

술통계분석과 분포표는 다음과 같았다.

구분 내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북한이탈주민
컴퓨터이용능력 2.0696 0.5597 1 3.75

인터넷이용능력 2.2660 0.6317 1.1428 4

결혼이민자
컴퓨터이용능력 1.8216 0.5257 1 3.75

인터넷이용능력 2.1994 0.5779 1.1428 4

<표 18>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각각의 기술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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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북한이탈주민의 

컴퓨터이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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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이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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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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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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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성 적절성의 Kasier-Meyer-Olkin 측도 0.942

Bartlett의구형성검정

근사카이제곱 49418.390

자유도 105

유의확률 0.000

<표 19> KMO와 Bartlett의 검정

제 3 절 설문의 타당성 및 신뢰성 분석

1.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 분석

이 논문은 설문결과 분석을 통해 연구 가설을 검증하므로 사용

된 설문 문항들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

러 가지 설문문항으로 측정된 종속변수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를 실시하고, 요인 적재치를 단순화하기 위해 직교회전

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에서 문항의 선택 기준은

요인 적재치 0.5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우선 KMO16)와 Bartlett의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0.942로서 요

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0>은 요인분석 실행 결과표이다. 표에서 제시한 수치는

요인적재량을 나타내는데 이는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16) Kaiser-Meyer-Olkin(KMO)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들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 값이 적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좋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KMO값이 0.90이상이면 상당

히 좋은 것이고, 0.80-0.89는 꽤 좋은 편, 0.70-079는 적당한 편, 0.60-0.69

는 평범한편, 0.50-0.59 바람직하지 못한 편, 0.50미만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판단한다(송지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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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요인1 요인2

인터넷 문항5 .823 .218

인터넷 문항3 .823 .219

인터넷 문항2 .806 .273

인터넷 문항1 .766 .286

인터넷 문항6 .696 .310

인터넷 문항4 .695 .306

인터넷 문항7 .650 .358

컴퓨터 문항5 .640 .503

컴퓨터 문항4 .547 .481

컴퓨터 문항8 .100 .818

컴퓨터 문항7 .245 .781

컴퓨터 문항6 .373 .769

<표 20> 회전된 성분행렬

나타낸다. 사용된 문항들은 대부분 두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그러나 ‘컴퓨터 문항4’와 ‘컴퓨터 문항5’의 경우에는 함께 묶이지

않았다. 그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니, ‘컴퓨터 문항4’의 경우에는

‘컴퓨터게임(예: 테트리스, 바둑 등의 오프라인 게임)’이었는데 이

는 ‘인터넷 문항4’인 ‘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등 온라

인 실시간 게임)’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측정에서 제외

하였다. ‘인터넷 문항5’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멀티미디어 프로그

램(예: 음악 및 영상 재생 소프트웨어 등)’이었는데 이 문항 또한

‘인터넷 문항5’인 ‘인터넷 기반 멀티미디어(예: 영화보기, tv시청,

음악듣기, 신문/잡지)’와 겹치는 측정항목이었다. 따라서 요인분석

결과 ‘컴퓨터 문항4’와 ‘컴퓨터 문항5’는 ‘인터넷 문항4’와 ‘인터넷

문항5’와 측정내용이 다소 유사하므로 컴퓨터이용능력 측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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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문항3 .430 .671

컴퓨터 문항1 .331 .633

컴퓨터 문항2 .458 .619

구분 Cronbach α 항목

컴퓨터 이용능력 0.881 6

인터넷 이용능력 0.911 7

<표 21> 신뢰도 분석 결과

2. 신뢰도 분석

신뢰도 분석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설문 응답자로부터 정

확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논문에

서는 크론바하 알파(Cronbach α)계수를 신뢰도 척도로 하여 이

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크론바하 알파계수가 컴퓨터이용능력

문항이 0.881로 나왔고, 인터넷이용능력문항이 0.911로 측정되었

다.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는 0.6이상

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송지준, 2013), 앞서 타당성

분석에서 제외한 컴퓨터 이용능력 문항4와 5를 제외한 모든 문항

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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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가설의 검증

1. <연구문제 1>의 가설 검증 결과

이 논문의 <연구문제 1>은 “일반국민과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

역량(컴퓨터이용능력, 인터넷이용능력)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존재하는가?”였다.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가설을 세운 바 있다.

구분 내용

컴퓨터
이용능력

가설1-1
일반국민의 컴퓨터이용능력이 북한이탈주민의 컴
퓨터이용능력 보다 높을 것이다. (+)

가설1-2
일반국민의 컴퓨터이용능력이 결혼이민자의 컴퓨
터이용능력 보다 높을 것이다. (+)

인터넷
이용능력

가설2-1
일반국민의 인터넷이용능력이 북한이탈주민의 인
터넷이용능력 보다 높을 것이다. (+)

가설2-2
일반국민의 인터넷이용능력이 결혼이민자의 인터
넷이용능력 보다 높을 것이다. (+)

<표 22> <연구문제 1>의 연구가설 내용

해당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패키지 STATA 11.0

를 이용하여 모형을 분석해보았다.

1) 모형의 적합성 검토

우선 두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해보았다. 모형의 적합성 검토는

분산분석(ANOVA)을 통하여 검증해보았다. 두 모형 모두 유의확

률이 0.0000으로서 다중회귀분석 모형으로서 사용하는 데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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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결

정계수(R-squared)는 각각 0.2340, 0.2789였다. 이는 첫 번째 연구

모형의 경우에는 회귀모형에 의해서 설명되는 종속변수 전체의

변동이 약 23%정도라는 뜻이며, 두 번째 연구모형의 경우에는

약 28%정도임을 뜻한다(고길곤, 2014). 즉, 모집단의 정보화역량

의 변동이 회귀모형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구분 F 값
유의확률
(Prob>F)

결정계수
(R-squared)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squared)

모형1
(컴퓨터이용능력)

134.63 0.0000 0.2340 0.2323

모형2
(인터넷이용능력)

167.07 0.0000 0.2749 0.2732

<표 23> 모형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분산분석 결과표

2)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해석

<연구문제 1>에 해당하는 “일반국민과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

역량(컴퓨터이용능력, 인터넷이용능력)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4>와 같다. 종속변수는 정보화역량수준인 컴퓨터이용능력

과 인터넷이용능력이었다. 독립변수는 일반국민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여부(더미변수)와 결혼이민자 여부(더미변수)

였고, 통제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서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 월 소득, 직업군을 설정하였다.



- 57 -

(1) 컴퓨터이용능력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설 1-1>, <가설 1-2>에 해당되는 컴

퓨터이용능력에 대한 모형을 먼저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여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지 못하였다. 반면에 결혼이

민자 여부 변수는 회귀계수가 –0.0890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p<0.05)하게 검증되었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용능력은

일반국민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낮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는 통계적으로 일반국민에 비해 더 낮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뜻

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도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필수적으로 하나원에 입소하여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되는

데 이 교육과정 안에 정보화기초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

고 생각해볼 수 있다. 통일부의 보도자료(2015.3.24.)에 따르면, 하

나원에서는 컴퓨터교육을 35시간 배정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한

다. 이 교육과정 안에는 한글, 타자연습, 기본문서 작성·편집 등

과 같이 컴퓨터이용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17) 결혼이민자와는 달리,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컴퓨

터이용능력 배양을 위한 정보화기초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컴퓨터이용에 친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한 결혼이민자 여부 변수의 회귀계수는

–0.089이었으므로,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컴퓨터이용능력이 평균

적으로 0.089점정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컴퓨터이용

능력에 있어서는 일반국민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평균적인 격차가

17) 통일부 보도자료(2015.3.24.). “하나원 컴퓨터교육(총35시간) : △컴퓨터 교육

개요(3시간) △H/W 및 O/Sr기초(1시간) △타자연습(4시간) △기본문서작성(4시

간) △문서편집(3시간) △기초문서작성 종합(2시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

성(3시간) △정보통신 개요(1시간) △정보검색(6시간) △이메일 활용(4시간) △

정보통신 종합(1시간) △컴퓨터 교육 평가(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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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비록 북한이탈주민 여부 변수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회귀계수의 부호

가 (-)라는 점에서 일반국민과의 컴퓨터이용능력 격차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변수 구분 컴퓨터이용능력 인터넷이용능력

독립
변수

북한이탈주민 여부(더미) -0.0306 -0.2736***

결혼이민자 여부(더미) -0.0890** -0.1233***

통제
변수

연령 -0.0170*** -0.0192***

성별(더미) 0.0557*** 0.0897***

교육수준 0.1568*** 0.2315***

가구 월 소득 0.0104** 0.0217***

관리·사무종사자(더미) 0.3132*** 0.2728***

판매·서비스종사자(더미) 0.0190 -0.023

농림·어업숙련종사자(더미) -0.0268 -0.0448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더미)

0.0061 -0.0143

학생(더미) 0.1463*** 0.1089**

_cons 2.0586*** 2.3317***

- n=4860
- *: p<0.1, **: p<0.05, ***: p<0.01
- 더미 기준변수: 집단별(일반국민여부=0), 성별(여자=0), 직업(무직·전업주
부=0)

<표 24> 전체 표본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59 -

(2) 인터넷이용능력

<연구가설 2-1>과 <연구가설 2-2>에 해당하는 종속변수 인

터넷이용능력에 대해서는 독립변수였던 북한이탈주민 여부 변수

와 결혼이민자 여부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

다.

북한이탈주민 여부 변수의 회귀계수는 –0.2736으로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p<0.01)하게 검증되었다. 결혼이민자 여부 변수의 회

귀계수는 –0.1233으로서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p<0.01) 검증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이용능력이 평

균적으로 일반 국민의 인터넷이용능력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0.2736점정도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평균

0.123점정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신 소외계층인 북

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능력은 일반국민의 인터넷

이용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이용

능력 격차가 결혼이민자에 비해 더 컸다. 이에 대한 이유를 추측

해보았을 때, 북한의 인터넷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는 점18)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북한 당국은 인터넷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인터넷 이용 빈도

가 매우 낮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인터넷 친숙도나 인

터넷이용능력이 매우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하여 받는 정보화기본교육에 있어서도 인

18) KBS 뉴스(2014). “북한 인터넷 수준이 이정도야?”. 사정원 기자. 

2014.12.2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89925



- 60 -

터넷이용에 관한 교육비중이 클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기본교육

35시간 중 총 10시간 정도(정보검색 6시간, 이메일활용 4시간)만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었다(통일부 보도자료, 2015).

(3) 통제변수

통제변수에 있어서는 컴퓨터이용능력과 인터넷이용능력 모두

연령, 성별, 교육수준, 가구 월 소득, 직업 변수 중 관리·사무종사

자, 학생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연령에 있어

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정보화역량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과 가구 월 소득이 더 높을수록 정보화역량이

더 높게 나타났고, 직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이 더 잦은 관리·사무종사자가와 학생들의 정보화역량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효과 크기에 있어서는 직업변수인 관리·

사무종사자 변수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소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설 1-2>, <가설 2-1>, <가설 2-2>

를 채택할 수 있었고,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인터넷이용능력

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 모두 일반국민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컴퓨터이용능력에 있

어서는 결혼이민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였고,

북한이탈주민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검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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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설내용
가설 채택 

결과

가설 1-1
일반국민의 컴퓨터이용능력이 북한이탈주민의 
컴퓨터이용능력 보다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1-2
일반국민의 컴퓨터이용능력이 결혼이민자의 컴
퓨터이용능력 보다 높을 것이다. (+)

채택

가설 2-1
일반국민의 인터넷이용능력이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이용능력 보다 높을 것이다. (+)

채택

가설 2-2
일반국민의 인터넷이용능력이 결혼이민자의 인
터넷이용능력 보다 높을 것이다. (+)

채택

<표 25> 가설 채택 결과표

2. <연구문제 2>의 가설 검증 결과

<연구문제 1>의 가설 검증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컴퓨터

이용능력을 제외하고는 일반국민과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 사

이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다.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검증하였다면,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

에 주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에 일반국민과 정보화역

량 격차가 통계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

한 결과를 신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연구문제 2>를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존재하는가?”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STATA 11.0을 이용하여 분석해보았

고, 일반 국민 정보화역량에 대한 영향요인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일반국민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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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1) 모형의 적합성 검토

우선 두 모형(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의 적합성을 분산분석

(ANOVA)을 통하여 검증해보았다. 두 모형 모두 유의확률이

0.0000으로서 다중회귀분석 모형으로서 사용하는 데에는 적절하

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R-squared)는 각각 0.1712과 0.2470이었다. 이는 해당

모형이 북한이탈주민의 컴퓨터이용능력을 약 17.12%를 설명하는

것이며,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용능력을 약 24.70% 설명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구분 F 값 유의확률
(Prob>F)

결정계수
(R-squared)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squared)

북한이탈주민 5.37 0.0000 0.1712 0.1393

결혼이민자 6.52 0.0000 0.2470 0.2091

<표 26> 신 소외계층의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한 모형 적합성 분석

(2)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해석

집단별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7>과 같았다. 이 외에 다중회귀분석 결과,

신 소외계층의 월 소득 변수의 부호가 선행연구와 앞서 <연구문

제 1>의 모형과는 달리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 모두 (-)로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월 소득 변수의 분포가 비선형 관계

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 이에 월 소득의 제곱항을 추가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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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컴퓨터이용능력

일반국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연령 -0.0187*** -0.0130*** 0.0040

성별(더미) 0.0806*** -0.1588** 0.3627

교육수준 0.2216*** 0.2252*** -0.1647***

가구 월 소득 -0.0236 -0.1616 -0.1655

가구 월 소득 제곱항 0.0031* 0.0184 0.0130**

관리·사무종사자(더미) 0.2500*** 0.1910 0.2953**

판매·서비스종사자(더미) -0.00048 0.1211 0.078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더미)

-0.1628** 0.0993 0.1771**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더미)

-0.0417 -0.0085 0.0099

학생(더미) 0.1678*** 0.1223 0.3075

<표 27>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한 집단별 영향요인

을 실시하였다.

일반국민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월 소득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컴퓨터이

용능력이 높았다. 또한 직업변수에 있어서는 주부·무직에 비하여

관리·사무종사자와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컴퓨터이용능

력이 높았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주부·무직에 비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컴퓨터능력이 낮았다. 종합하면 일반국민의 컴

퓨터이용능력에 있어서는 연령, 성별, 교육, 월 소득, 직업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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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0.00078 -0.00042

중국 한족 출신(더미) -0.0931

대만·일본 출신(더미) -0.0195

몽골·러시아 출신(더미) 0.0416

베트남 출신(더미) -0.0126

필리핀 출신(더미) -0.0102

태국·인도네시아 출신(더
미)

0.1606

_cons 1.9987*** 2.1272*** 2.4891***

- 일반국민 n=4206, 북한이탈주민 n=298, 결혼이민자 n=356
- *: p<0.1, **: p<0.05, ***: p<0.01
- 더미 기준변수: 성별(여자=0), 직업(무직·전업주부=0)

이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연령, 성별(더미), 교육수

준이 컴퓨터이용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먼저

연령에 있어서는 회귀계수가 –0.0130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p<0.01)하게 검증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연령이 증가할

수록 평균적으로 컴퓨터이용능력이 –0.0130이 감소한다고 해석

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앞

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50대 이상의 인구가 약 2% 수준이며 평균

나이도 29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어린

연령일수록 컴퓨터 이용에 대한 학습정도와 이용 수준이 높을 수

있다고 유추가 가능하였다. 이는 일반국민들의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한 연령변수의 영향과도 비슷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별 변수는 회귀계수가 –0.1588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p<0.05)하게 검증되었다. 성별 변수는 여성이 더미

변수의 기준으로서 남성인 북한이탈주민이 여성 북한이탈주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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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컴퓨터이용능력이 평균적으로 0.1588점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는 일반국민의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한 성별 변수의 영

향과도 반대되는 계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수준 변수에 있어서는 회귀계수가 0.2252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게 검증되었는데 이는 북한이

탈주민의 교육수준이 한 단위 올라갈수록 평균적으로 이들의 컴

퓨터이용능력이 0.2252점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정지선, 2001)의 논의와도 일치하며 일반국민의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과도 유사한 맥락의 결과

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가구 월 소득 변수와 직업군 변수

의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한 영향은 다른 집단들과는 달리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못하였다. 일반 국민에 있어서는 가구

월 소득이 높으면 컴퓨터 기기에 대한 구매가 훨씬 용이하고 이

에 따라 컴퓨터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월 소득 변수가 컴

퓨터 이용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

고 해석 가능하다. 이는 소득수준이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에 영향을 미쳐 정보격차를 유발한다는 선행연구에 있어서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김은정, 2007).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에는 일반 국민과 결혼이민자 집단과는 달리, 국내에 입국한 이

후에 일률적으로 초기 정착금19)을 지원 받기 때문에 가구 월 소

득에 있어서 변이가 크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에 비해

컴퓨터 기기 구입에 대한 월 소득의 영향이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사랑의 그린PC사업20)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19)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기본금으로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장려금(직업

훈련, 자격증취득, 취업 장려금 등) 최대 2,440만원, 가산금(노령, 장애, 장기치

료) 1,540만원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이트

    (https://www.koreahana.or.kr/eGovHanaIn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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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컴퓨터 보급 지원정책으로 이들이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

에 대한 월 소득의 직접적인 영향이 일반 국민에 비해 감소하였

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용능력에 있어서는 교육수준 변수와 가

구 월 소득 변수, 직업군 변수 중 관리 사무 종사자(더미), 농림·

어업숙련종사자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변수에 있어서는 그간의 선행연구의

결과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의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수

준 영향 맥락과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수준 변수는

회귀계수가 –0.1647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게 검증되

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한 단위 올라갈수록 평균적으로 컴퓨터

이용능력이 –0.1647점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귀계수가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1년도에 전국 초

중고 모든 교실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설치되어 세계 최초로 학교

온라인화가 완성된 바 있다(동아일보, 2001). 또한 6차 교육과정

에 있어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컴퓨터’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공

식화 되어 정규 교육과정에 컴퓨터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오정숙

외, 201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밟게 되면 자연

스레 컴퓨터를 접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이용능력이 증진될 가능

성이 높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보통 인터넷이 잘 발

달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이주하여 한국의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결혼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조

20) 사랑의 그린 pc사업: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정보통신 기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

는 정보소외계층에게 컴퓨터를 무상으로 보급.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

흥원 주관 사업. 

   *출처: 사랑의 그린pc보급사업 안내 사이트(http://lovepc.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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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족,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올라간다고 하

여 컴퓨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컴퓨터이용과 이용능력이 증진

되는 개연성이 대한민국과 달리 크지 않으므로 결혼이민자에 있

어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유추해볼 수 있었다.

가구 월 소득의 경우에는 회귀계수가 0.013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하게 검증되었는데 이는 일반국민의 컴퓨터이용능

력에 대한 월 소득 변수의 영향과 통상적인 선행연구의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에 있어서는 주부·무직에 비하여 관리·사무종사자의 컴

퓨터이용능력이 평균적으로 0.2953점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p<0.05)하게 검증되었는데, 이는 일반국민의 관리·사무종사

자 변수의 영향과도 유사한 맥락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일반

국민의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주부·무직에 비하여 컴퓨터이용능

력이 평균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결혼이민자의 경우

에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의 경우가 주부·무직에 비해 컴퓨터이

용능력이 평균적으로 0.1771점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에 있어서 주부·무직으로 가정

에서 생활하는 것 보다는 농림·어업에 종사함으로써 국내에서 경

제활동을 하는 직업군일수록 컴퓨터이용능력이 평균적으로 높다

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농·어촌의 경우 정보화시범마을을 통

해 컴퓨터기기 보급률이 증가(안전행정위원회, 2013)21)하였고, 전

자상거래를 통한 농수산 유통이나 판매가 촉진·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적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컴퓨터이용능력이 형

성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박성희 외, 2014).22)

21) 정보화마을은 당초 pc 보급률 37.3%에서 71.4%로 증가하여 농·어촌 평균 보

급률 (57.3%) 보다 높고 전국 평균(80.9%)에 근접(안전행정위원회, 2013). 

22)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으로서, 농업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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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에 있어서는 이주 관련 특성 요인인 거주기간과 출

신국가(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될 것이라고 기

대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였다. 출신국가별 변수에 있어서는 중국

조선족 출신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만들어서 분석해보았다. 조

선족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다른 출신 국가들과는 달리 아무래도

조선족 출신 결혼이민자들이 언어적으로 더 친숙하고 능숙한 면

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이용능력이 언어능력에 영향을 받

을 수도 있다는 선행연구(이용재, 2007)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조

선족을 출신국가의 더미변수 기준으로 삼았다. 비록 출신국가별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된 변수는 없었지만, 회귀

계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중국 한

족, 대만·일본, 베트남, 필리핀에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의 컴퓨터

이용능력에 대한 회귀계수의 부호가 모두 (-)라는 점을 볼 때, 비

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족 출신의

결혼이민자들의 컴퓨터이용능력이 다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

들에 비해서는 평균적으로 더 높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되면서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

이트의 양적성장을 이루었다(박성희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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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가설 채택 
여부

가설 3-1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컴퓨터이용능
력이 높을 것이다. (-)

채택

가설 3-2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용능력
이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4-1
북한이탈주민 중 남성이 여성보다 컴퓨터이용능
력이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4-2
결혼이민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컴퓨터이용능력
이 높을 것이다. (+)1

기각

가설 5-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컴퓨터이
용능력이 높을 것이다. (+)

채택

가설 5-2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용
능력이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6-1
월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컴퓨터이용
능력이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6-2
월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용능
력이 높을 것이다. (+)

채택

가설 7-1
직업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컴퓨터이용능력이 
다를 것이다.

기각

가설 7-2
직업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용능력이 다
를 것이다. 

채택

가설 8-1
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컴퓨터
이용능력이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8-2
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
용능력이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9-1
출신국가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용능력
이 다를 것이다.

기각

<표 28> 신 소외계층의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한 연구가설 채택 여부

(3) 소결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에 대한 채택여부는 다음

의 <표 28>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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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이용능력에 대한 영향요인

(1) 모형의 적합성 검토

우선 두 모형의 적합성을 분산분석(ANOVA)을 통하여 검증해

보았다. 두 모형 모두 유의확률이 0.0000으로서 다중회귀분석 모

형으로서 사용하는 데에는 적절하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R-squared)는 각각

0.1154와 0.2035였다. 이는 해당 모형이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이

용능력을 약 11.54% 설명하는 것이며,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

능력을 약 20.35%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구분 F 값 유의확률
(Prob>F)

결정계수
(R-squared)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squared)

북한이탈주민 3.39 0.0000 0.1154 0.0813

결혼이민자 5.08 0.0000 0.2035 0.1634

<표 29> 신 소외계층의 인터넷이용능력에 대한 모형 적합성 분석

(2)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해석

집단별 인터넷이용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다중회귀분

석 결과는 다음의 <표 28>과 같았다.

우선 일반국민의 경우 연령, 성별, 교육수준, 직업군 중 관리·

사무종사자(더미), 농림·어업숙련종사자(더미), 장치·기계조작·단

순노무종사자(더미), 학생(더미)변수가 인터넷이용능력에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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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인터넷이용능력

일반국민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연령 -0.0211*** -0.0087** 0.0059

성별(더미) 0.1159*** -0.0975 0.8125**

교육수준 0.3208*** 0.1706*** -0.1546***

가구 월 소득 -0.0118 0.0604 -0.1633

가구 월 소득 제곱항 0.0030 -0.0130 0.0143**

관리·사무종사자(더미) 0.1921*** 0.1345 0.2474*

판매·서비스종사자(더미) -0.0485 0.1041 0.030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더미)

-0.1488** 0.4116** 0.0513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더미)

-0.0911** 0.0213 0.0363

학생(더미) 0.1425*** 0.2864** -0.1748

거주기간 0.0016* -0.0014**

중국 한족 출신(더미) -0.0867

대만·일본 출신(더미) -0.1252

몽골·러시아 출신(더미) -0.0106

베트남 출신(더미) -0.0245

<표 30> 인터넷이용능력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평균적으로 인터넷이용능력이 높았다. 또한 직업군 변수에

있어서는 주부·무직에 비해 관리·사무종사자와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능력이 평균적으로 더 높았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는 주부·무직에 비해 평균적으로 인터넷

이용능력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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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신(더미) 0.0262

태국·인도네시아 출신
(더미)

0.2948

_cons 2.209*** 1.8630*** 2.8517***

- 일반국민 n=4206, 북한이탈주민 n=298, 결혼이민자 n=356
- *: p<0.1, **: p<0.05, ***: p<0.01
- 더미 기준변수: 성별(여자=0), 직업(무직·전업주부=0)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이용능력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군중 농림·어업숙련종사자(더미), 학생(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연령에 있어서는 회

귀계수가 –0.0087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하게 검증되

었다. 이는 연령이 1살 더 증가할수록 인터넷이용능력이 0.0087점

더 낮다는 뜻으로서 일반국민의 인터넷이용능력에 대한 연령의

효과와 유사한 맥락이었다. 그러나 회귀계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기는 하였으나 연령변수가 북한

이탈주민의 인터넷이용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해

석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수준변수에 있어서는 회귀계수가 0.1706으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게 검증되었다. 이는 교육수준

이 한 단위 올라갈수록 평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이용능

력이 0.1706점이 더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일반국민의 인터

넷이용능력에 대한 교육수준 변수의 영향과 유사한 맥락이었으

며, 선행연구(정지선, 2001)의 논의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전체 표본에 있어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로 꽤 높았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입국 후 대한

민국의 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밟으며 인터넷 친화적

인 환경에 노출되면서23) 인터넷에 대한 접촉빈도가 높아지고 이

용능력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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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군 변수에 있어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더미)변수와 학생(더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

로 검증되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더미)변수에 있어서는 회귀

계수가 0.4116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하게 확인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주부·무직에 비하여 농림·어업 숙련종

사자의 인터넷능력이 평균적으로 0.4116점 더 높다고 해석 가능

하다. 이에 대해서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들의 인터넷이용능력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농수산품의 유통과 판매 등의 과정을

통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무직의 인터넷이용능력

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학생(더미)변수에 있어서는 회귀계수가 0.2864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하게 검증되었는데, 이는 주부·무직에 비하여 학생

들이 평균적으로 인터넷능력이 0.2864점 더 높다는 뜻이었다. 이

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능력에 대한 학생변수의 영향과 유사한 맥

락이었으며,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이 인터넷을 통하여 상당 부분

제공되는 만큼 학생들이 주부·무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터넷

에 접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높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이주관련특성요인에 있어서는 거

주기간이 회귀계수가 0.0016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1)하

게 검증되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한 기

간이 1개월 증가할수록 인터넷이용능력이 0.0016점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의 거주기간 변수의 경우 필자는

인터넷이용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 이유

는 북한은 인터넷이 완벽하게 통제된 국가24)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터넷 이용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들이 국내에 입

23) 대한민국은 2001년 이후 전국 교실이 온라인화 되었으며, 전국의 초중고 모든 

교실과 컴퓨터실에 인터넷이 깔리고 컴퓨터가 보급되었다(동아일보, 2001)

24) 연합뉴스(2015). “UN, 북한 세계 유일의 인터넷 불허국”. 2015.9.25.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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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 뒤에는 인터넷 이용수준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었

다. 그러나 거주기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기는

하였지만 그 크기가 0.0016으로서 매우 작았다는 점에서 아쉬움

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거주기간 변수의 척도가 1년이

아닌 1개월이므로 상대적으로 그 회귀계수가 작게 나온 점도 있

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바로 하나원에

입소하는데 하나원에 입소하여서는 보안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인

터넷 접속을 제한받는다고 한다(조선일보, 2015). 이러한 점들이

거주기간 변수에 부(-)의 영향을 주어 거주기간 변수의 효과 크

기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왔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성별(더미)변수, 교

육수준, 가구 월 소득 제곱항, 관리·사무종사자(더미)변수, 거주기

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들로 검증되었다. 우선

성별 변수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능력에 대한 성별 영향

맥락과 유사하게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인터넷이용능력이 통계적으

로 유의미(p<0.05)하게 높았다.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능력에 대한 교육수준 변수에 있어서

는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한 교육수준 영향과 마찬가

지로 회귀계수가 –0.1546로서 부(-)의 기호를 가지고 있었다. 이

는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과는 반대되는 결과였다. 이는 앞서

결혼이민자의 컴퓨터능력에 대한 교육수준의 변수의 영향에 대한

설명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ICT 인프라가 발전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이주해왔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한 단위 올라간다고 하여 인터넷을 더 많이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유추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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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은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구의 한계점

부분에서 다시 언급해보고자 한다.

결혼이민자의 월 소득(제곱항) 변수에 있어서는 회귀계수가

0.0143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한 영향요인으로 검증되

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의 월 소득이 한 단위 올라갈수록 이들

의 인터넷이용능력이 평균적으로 0.0143점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직업군 변수에 있어서는 관리·사무종사자 변수가 회귀계수

0.247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1)하게 검증되었다. 이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이용능력에 대한 효과와 유사한 맥락으로서, 주부·

무직에 비해 아무래도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인터넷을 활

용한 업무를 많이 하는 관리·사무종사자들의 인터넷이용능력이

평균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주관련 특성 요인인 거주기간 변수에 있어서는

회귀계수가 –0.001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p<0.05)하게 검증되

었다. 이는 거주기간이 1개월 늘어날수록 오히려 인터넷이용능력

이 0.0014점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로 이주

한 결혼이민자들이 국내에 적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보들을 검색

하고 네트워크를 찾기 위하여 이주 초기에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

므로 인터넷이용능력이 높은 것이 아닐까 유추해볼 수 있었다.

또한 국내의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다누

리)사이트는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며 한국 적응지원, 취업지원,

생활/의료지원, 문화교류 등 정부의 여러 지원 사업들을 소개하

고 연계하고 있다25).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이 주로 국내 입국초기

25) 다문화가족 지원포털, 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homepage/kr/index.asp)

   : 다누리 포털에서는 한국적응지원, 취업지원, 생활/의료지원, 문화교류 등 결혼

이민자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개하고 있

음. 다누리포털을 통해 여러 지원사업들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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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

을 활발히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하여 인터넷이용능력이 높았던 것은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

었다.

이 밖에 이주관련 특성요인 중에서 출신국가(더미)변수에 있어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선족을 더미변수의 기준으로 하여 한족, 대만·일본, 몽골·러시아,

베트남 출신 국가의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능력에 대한 회귀계

수의 부호가 (-)라는 점을 통해 컴퓨터이용능력과 마찬가지로 인

터넷 이용능력에 있어서도 언어의 영향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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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에 대한 채택여부는 다음

의 <표 29>과 같았다.

구분 내용 가설 채택 
여부

가설 3-3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이용능력
이 높을 것이다. (-)

채택

가설 3-4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능력이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4-3
북한이탈주민 중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이용능
력이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4-4
결혼이민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인터넷이용능력
이 높을 것이다. (+)

채택

가설 5-3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이용
능력이 높을 것이다. (+)

채택

가설 5-4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능
력이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6-3
월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이용
능력이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6-4
월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능
력이 높을 것이다. (+)

채택

가설 7-3
직업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이용능력이 
다를 것이다.

채택

가설 7-4
직업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능력이 다
를 것이다. 

채택

가설 8-3
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북한이탈주민의 인터넷
이용능력이 높을 것이다. (+)

채택

가설 8-4
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
용능력이 높을 것이다. (+)

기각

가설 9-2
출신국가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능력이 
다를 것이다.

기각

<표 31> 신 소외계층의 인터넷이용능력에 대한 연구가설 채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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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이 논문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으로 명명되어지

는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가 일반국민과 정보화역량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정보화역량

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

흥원의 “2014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

여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컴퓨터이용능력은 일반 국민에 비

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낮지 않았지만, 인터넷이용능력

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낮은

상태에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에 비해

컴퓨터이용능력, 인터넷이용능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

로 더 낮았다.

대체적으로 일반국민과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 격차가 통

계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확인한 이후에는 이러한 격차를 영

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일지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신 소외계층

의 정보화역량(컴퓨터이용능력, 인터넷이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보았다.

우선 컴퓨터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평균적인 컴퓨터이용능력이 높았고, 남성에 비해 여성

의 평균적인 컴퓨터이용능력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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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민들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영향과 유사하게, 교육수준이 높

아질수록 컴퓨터이용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군

변수에 있어서는 일반국민과 결혼이민자와는 다르게 컴퓨터이용

능력에 대한 직업별 영향요인은 검증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의 컴퓨터이용능력에 대해서는 교육수준 변수, 가구

월 소득 변수, 직업군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먼저 교육수준 변수에 있어서는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과는 다

르게 회귀계수가 (-)로 나옴으로써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컴퓨

터이용능력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가구 월 소득 변수에 있

어서는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가구 월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

적인 컴퓨터이용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별

변수에 있어서는 주부·무직에 비해 관리·사무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컴퓨터이용능력이 주부·무직의 컴퓨터이용능력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언어가 능숙한 조선족(더미)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한족, 대만·일

본, 베트남, 필리핀 출신 국가(더미)변수의 회귀계수의 부호가 (-)

라는 점을 볼 때 어느 정도 언어의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연령, 교육수

준, 직업군 변수, 거주기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

다. 연령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의 연령 영향과 유사하게 연령이

어릴수록 평균적으로 인터넷이용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교육수준 변수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균적인 인

터넷이용능력이 높았다. 직업군변수에 있어서는 일반국민의 농

림·어업숙련종사자의 인터넷이용능력이 주부·무직에 비해 평균적

으로 낮았던 것에 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농림·어업숙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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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주부·무직에 비해 평균적으로 인터넷이용능력이 더 높았

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무직에 비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며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

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외에 학생도 주부·무직에 비해 평균적

으로 인터넷이용능력이 높았다. 거주기간 변수에 있어서는 거주

기간이 늘어날수록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적인 인터넷이용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의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성별, 교

육수준, 월 소득, 직업변수, 거주기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먼저,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인터넷이용능력이 평균적으로 더 높다고 확인되었다. 교

육수준에 있어서는 회귀계수의 부호가 (-)로서, 일반 국민의 인터

넷이용능력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과 선행연구의 논의와는 반대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들이 정보인프

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이주해오기 때문

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월 소득에 있어서는 선행연구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월 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이용능력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는 주부·무직에 비해 컴퓨터와 인터

넷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관리·사무종사자의 인터넷이용능력이 평

균적으로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거주기간 변수에 있어서는 북한

이탈주민의 거주기간 변수와는 다르게 회귀계수의 부호가 (-)가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초기 정착 적응을 위

해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검색 등의 활동

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출신국가별 변수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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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변수가 검증되지는 못하였지만, 조선족 출신을 더미변수

의 기준으로 중국 한족, 대만·일본, 몽골·러시아, 베트남 출신(더

미)변수들의 회귀계수의 부호가 (-)라는 점을 볼 때, 인터넷이용

능력에 있어 언어의 친숙함이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

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연구의 정책적 함의

이 논문은 우리 사회로 이주해온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

와 일반국민간의 정보화역량 격차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으며, 이

들의 정보화역량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정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의 컴퓨터이용능력에 있어서는 일반국민들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서는 일반국민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보화역량격차가

존재하였고, 특히 같은 이주계층인 결혼이민자에 비해서도 더 큰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국내에 입국하여 정보화기본교육(35시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보화기본교육은 주로 컴퓨터이용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인터넷 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10시간) 밖에 되

지 않았다. 북한의 경우 인터넷이 정부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

어 주민들의 인터넷이용수준이 매우 낮고, 이용능력 또한 매우

낮을 것임을 감안할 때, 하나원 정보화교육에 있어서는 컴퓨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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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교육보다는 인터넷이용에 대한 교육의 비중을 좀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하나원에 입소시켜 교육을 하는

목적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국내 적응이라면, 한글 타자

나 문서 작성법에 대하여 비중 있게 교육하기 보다는 국내 생활

정보나 한국사회의 분위기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인터넷에 대

한 비중 있는 교육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관리·사무직 비중이 전체 표본의 약

4.36% 정도라는 것을 볼 때, 이들의 사무직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컴퓨터이용능력(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컴퓨터이용에 대한 비중 있는

교육은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보화 실용

교육>26)이나 민간기관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므로 하나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보화기본교육에 있어서 인터넷에 대한

교육 비중을 기존보다 늘려, 북한이탈주민들이 인터넷 강국 대한

민국에서 평범한 시민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 인터넷교육에 있어서는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를 체험해 볼 수 있

는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재편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에 있어서는 교육수준변수가 정보화역량(컴퓨터이용

능력, 인터넷이용능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요인으

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해당 변수의 회귀계수가 모두 (-)였다는

점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수준이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정보

화역량에 교육수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는 정반대의 효

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의 교

육수준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영향이 우리나라 국민들과는 매우

26)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정보화실용교육은 희망자들 대상으로 하루 3

시간씩 8주간 진행됨.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교육인 엑셀, 파워포인

트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후에는 자격증 취득과정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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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는 이들의 교육수준과는 상관없이 전체적인 정보화

기본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 변수가 이들의 컴퓨터이용능력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이

국내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되면서 컴퓨터이용능력이 크게 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들의 주부·무직의 비율이 약

55%에 달하고 가구 월 소득이 평균 150-199만원이라는 사실을

볼 때, 이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정보화교육, 취업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의 거주

기간 요인은 인터넷이용능력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과는 달리 부

(-)의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로 국내 입

국 초기에만 국내정착에 필요한 정보검색 등의 활동을 통해 인터

넷을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인터넷 쇼핑, 전자정

부 서비스 이용, 은행 거래, 화상통화 등과 같은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지속적이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들에 대한 인터넷실용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별 요인이 이들의 정보화

역량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이

들의 회귀계수의 부호가 조선족 더미 기준변수에 비하여 (-)였다

는 점을 보아 한국어 능숙도가 어느 정도 영향이 존재할 것이라

고 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보화교육 교재나 다문화가

족지원 인터넷사이트에 있어 여러 가지 언어로 제공되어야 할 필

요성이 더욱더 크며, 정보화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어교육이

반드시 병행 혹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도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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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

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사이트(다누리포털)27)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있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적응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사이트가 존재한다. 두 인터넷사이트 모두 결혼이민

자와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소개하고 이를 연계하고 있다. 특히 아직 오프라

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이주민들에게는 온라인상에서 정착

에 필요한 생활/행정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측면

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해당 사이트는 최소한의 컴퓨터이용능력

과 인터넷이용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이용해야 할 대상자들이 해당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화역량 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

다면, 이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국내 사회정착지원 혹은 대

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야할 정책지원 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

고 지원도 수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전자정부 이용률이 약 70%에 달하

27)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체류/외국인지원, 한국적응지원, 취

업지원, 생활/의료지원, 문화교류 등 국내 정착 및 적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

보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사이트는 13가지 언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한국

어에 능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이라 하더라도, 모국어로 쉽게 생활정보를 알

아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링크를 통하여, 바로 관련 기관의 인터넷 사

이트로 연계해준다던지 혹은 관련 기관의 콜센터 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생활/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연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국적취

득 전 결혼이주여성 및 그 자녀들에 대한 무상의료서비스나 국제진료센터 등에 

대한 전화번호나 안내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결혼이민자 중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

육수당 혹은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등을 위한 보건소의 영양플러스 

사업, 영유아 예방 접종 등에 대해서 모국어로 자세히 소개하고 연계하고 있다. 

이는 오프라인 네트워크 없이 아직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기 전의 결혼이주여성

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다양한 정부서비스들을 소개하고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적응에 매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족포털사이트 내

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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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에 대한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이들의 결핍된 정보화역량수준은 더

나아가 정착지원 뿐 아니라, 전자정부가 고도로 발전한 대한민국

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기본적인 행정서

비스에서 소외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

로 신 소외계층에 존재하는 정보화 역량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

할 수 있도록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과 대상 집단의 정보격차 유

발요인이 충분히 고려된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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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이 논문은 일반국민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을 형

성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의 정보화역량 격차를 통

계적으로 검증해보았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신 소외계층

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요인들이

이들의 정보화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영

향요인과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영향요인을 비교해보

며 신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에 대한 방향과 적극적인 정보

화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

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첫째, 연구 모형 분석에 있어 정책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

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에서 제공받는 정보화

기본교육 이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화실용교육 수강여부 혹

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정보화교

육 경험 여부와 같은 국가의 정책적 지원 수혜여부 변수가 포함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책적 변수가 추가되었더라면 정부가 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볼

수도 있고 더 큰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교육수준 변수의 회귀계수 결과 해석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결혼이민자의 경우 정보화역량(컴퓨터이

용능력, 인터넷이용능력)에 있어 교육수준 변수의 회귀계수 값이

사회통념과 선행연구의 논의와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 이

를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들

이 대부분 ICT인프라 수준이 상당히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이주

해왔다는 측면을 이용하여 반드시 높은 교육수준이 더 나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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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역량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

히 결혼이민자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교육수준 영향의 방향성(-)

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이 존재한다. 필자는 이에

대해 설문조사의 한계 상 응답자들이 교육수준을 과소·과대 응답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또한 결혼이민자 분석 표본의

수가 356개로 통계적으로 분석에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으

나 더 큰 표본이 분석에 이용되었더라면, 보다 신뢰할 만한 결과

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셋째, 통제변수로서 이주관련특성요인으로 한국어능력에 대한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이 논문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2014년 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raw data)를 그대로 이

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 집단의 특성상 이들

의 한국어능력이 정보화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영향을 엄밀하게 측정할 수 없었다. 대신에 조선족 출신을

기준으로 한 출신국가(더미) 변수를 통하여 대략적으로 그 방향

성 정도만 추측할 뿐이었다. 이에 추후의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

변수를 추가하여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에 대한 한국어능력의

영향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신 소외계층의 정보화역량으로서 컴퓨

터이용능력과 인터넷이용능력으로 측정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2009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이

급속도로 보편화되었다28). 이에 따라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는 스

마트시대의 도래로 스마트 기기 및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정보격

차가 발생되어, 정보격차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

다(신혜원·지성우, 2014).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도 이러한 트렌드

28) 2015년 상반기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3.0%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조선일보,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4위...1위는 아랍에미리트”. 

2015.7.8.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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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여 스마트격차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대하여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측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정보화역량에 있어 컴퓨터이용능력과 인터넷이용능력 두 가지 차

원으로 측정하였지만, 추후의 연구에서는 스마트 기기 이용능력

도 측정에 포함시켜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격차의 양상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은 그 어떤 기술보다도 빠르게 발전하는 만

큼 미래에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나타날 가

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사회

의 사회적 위험이자, 미래 세대에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정보격차

(digital divide)에 대해 바람직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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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as become the best ICT leader in the world based

on excellent ICT infrastructure and citizens’

well-understanding in ICT. The high informatization level

brought better knowledge sharing in Korean society, however

those who are inexperienced in using ICT naturally descend to

an alienated groups. Recently, with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there has been drastic increase in North Korean

defectors and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Moreover, both

of them are from the nations which have poor ICT

environment, so most of them have trouble with using ICT

devices and are faced with being another new alienated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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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tatistically

verify the digital literacy(Computer, Internet capability) gap

among the general public of Korea, North Korean defectors

and marriage immigrants.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tries to

figure out the factors influencing on digital literacy of these

groups statistically. This study uses multiple regression model

with the raw data of 「The Survey on the digital divide index

and status 2014」from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NIA).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s for computer capability,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general citizens. Bu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rriage immigrants and

general citizens. Regarding Internet capability, there were both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North Korean defectors

and marriage immigrants comparing with the general public.

Particularly as for Internet capability, the ga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general citizens was bigger than that

of between marriage immigrants and the general public. For

that result, in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y obligatorily

enter Hanawon to complete an adaptation education. It can be

assumed that Hanawon has the curriculum which contains

education for using computer, so the people who are educated

in that institution are able to get certain level of computer

capability. Also, it can be supposed that the Internet of North

Korea is strictly controlled by government so North Korea

defectors could be less familiar with using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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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the point that the curriculum which is operated

in Hanawon is not enough to improve Internet capability of

North Korea defectors may be one of the reason for bigger

Internet capability gap comparing to the general citizens of

South Korea.

After examining the digital literacy gap between North

Korea defectors, marriage immigrants and the general citizen

in South Korea,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ir low digital literacy. For this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First of all, regarding the computer capability, the younger,

more educated women of North Korea defectors are more

skilled at using computer on average. Also higher in income,

less educated people of marriage immigrants are more skilled

at using computer on average. Also office, agriculture and

fisheries workers of marriage immigrants have higher

computer capability comparing to that of housewife and

unemployed.

In regard to Internet capability, the younger, higher in

education people of North Korea defectors are more skilled at

using internet on average. And student, agriculture and

fisheries workers of North Korea defectors have higher

Internet capability comparing to that of housewife and

unemployed. Also, the people who have longer residence period

are better at using Internet on average. Higher in income, less

educated men of marriage immigrants have better Internet

capability on average. And office workers are more skill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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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internet comparing to that of housewife and unemployed.

In terms of residence period factor of marriage immigrants

was negative. It means the shorter they stay in Korea, the

better they use Internet. However, it was unusual result as it

was opposite results from preceding researches. For that

result, this thesis assumes, in case of marriage immigrants,

they use internet a lot in early days of settlement for

searching useful information of successful adaptation in Korea.

As for county of origin in marriage immigrant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t means there is possibility

that Korean proficiency may influence on Internet capability.

In conclusion, with the results from this study, the

Hanawon curriculum for basic informatization education should

be revised. It is better to intensify for Internet education so

that North Korean defectors can improve their Internet

capability. For marriage immigrant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oth in Computer and Internet capability.

Especially, with the results that residence period factor has

negative effect on Internet capability in marriage immigrants,

it needs to provide continuous education for using internet to

them so that they could use variety of life internet services

and well adapt to Korean society.

Keywords : New disadvantaged, North Korean

Defectors, Marriage immigrants,

Digital literacy, Digital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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