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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ntecedent factors that influence the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of 

female farmers using smart devices. The study was analyzed using the materials from the "Primary 

Survey of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Measurement Index for Female Farmers"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The target of the survey was 200 women working on the farms. The 

descriptive,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test, and ANOVA using SPSS 21.0 program 

were performed. Study results found that among the psychological factors, Self-efficacy and 

Innovativeness have positive effects on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Among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the education level, presence of smartpads, and tiem spent on smartphones have positive effects 

on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Findings of the results contribu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for female farmers, who have lack of infromarion on smrt device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enhancing the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for female farmers.

▸Key words: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Female farmer, Perceived usefulness, Self-efficacy, 

Innovativeness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정보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안

한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역량 측정지표 1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여성농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인지된 유

용성, 자기효능감, 혁신성향 중 자기효능감과 혁신성향이 정보활용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교육수준, 스마트패드 보유여부,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정보활

용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보화에 취약계층인 여성농업인의 정

보활용역량의 이해에 기여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농업인들의 정보활용역량 증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정보활용역량, 여성농업인, 인지된 유용성, 자기효능감, 혁신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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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3차 산업혁명에서 한걸음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안의 우

리는 정보화 기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일상에서 정보

화 기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군다나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대면보다는 사회적 거리두

기로 인한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정보화 기기를 활

용한 생활이 한층 더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보화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역량은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데, PC나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문화, 경제, 교육, 여

가생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삶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

기 때문이다[1].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여 검색 및 이메일, 

콘텐츠 서비스, 사회관계 및 정보공유 서비스, 생활 서비

스, 정보생산 및 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경제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2], 어느 하나 우리 생활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을 위해서도 정보화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농업도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2020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직업별 인터넷 이용률 결과를 살펴

보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속한 생산관련직의 인터넷 

이용률이 2019년 94.3%에서 96.0%로 1.7% 증가하였다. 

전문/관리직(99.9%→99.7%)이나 사무직(99.9%→99.9%), 

서비스/판매직(98.2%→98.6%)의 인터넷 이용률보다는 낮

지만, 이용률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인의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이용률 증가

하지만, 정보활용역량은 일반국민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

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조사한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

태조사에 따르면, 농어민의 주요 인터넷 이용기기는 PC보

다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마트기

기 이용역량 모두 일반국민에 비해 농업인의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PC 보유율보다도 스마트기기의 보유율이 월등

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업인들의 스마트기기 

이용역량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특히 성별

비교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여성의 이용 능력이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역량을 끌어올려

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역

량 향상을 목표로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역량 영향 요인

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1.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정보활용역량이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정보

를 찾아내고, 정보를 평가하여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3]. 정보

활용역량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정보활용에 취약

계층인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정보활용역량에 관한 연구들

이 주를 이루었다[1,4-11]. 농업인들 또한 정보화 수준이나 

접근성, 활용능력 모든 면에서 일반 국민들보다 낮은 수준

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에 대상과 비슷한 관점

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경우 남성들보

다 상대적으로 정보활용역량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다.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심리‧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

성농업인의 정보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

여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Psychology Factors

정보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

면, 인지된 유용성, 자기효능감, 혁신성향과 같은 요인이 

정보활용역량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4-7]. 자기

효능감 등이 속한 심리적 요인이 정보활용역량에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 심리 요인이 정보활용역량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5]. 디지털 기기 이용을 통한 유용성

을 높게 인지할수록, 디지털 정보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클수록 정보활용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혁신

성향이 높아질수록 정보화 기기 활용자들의 영상콘텐츠 

지출액이 높아져 정보화기기 활용기능과 효능을 확인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7].

3. Sociodemographic Factors

정보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

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 

사용기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정보활용역량을 설

명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8-15]. 연령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활용역량은 낮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정보화 인식과 활용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교육수준별로는 높을수록 정보활용역량이 높게 나타

난 연구[15]가 있는 반면, 유의미한 결과나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있다[16]. 스마트기기의 보유 여부와 사용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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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도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9,14,17]. 스마

트패드나 스마트 주변기기를 보유한 집단일수록 정보활용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길다

는 것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더 빨리 수용하여 활용역

량이 클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기간이 정보

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도 있었지만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18].

본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수준, 연간가구소득, 스마트기

기 보유여부(스마트폰‧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사용기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여성

농업인의 정보활용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III. Methods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여성농업인의 정보

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형화하여 독립변인들

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정보활용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음과 같이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심리적 요인(인지된 유용성, 자기효능감, 혁신성

향)은 정보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교육수준, 연간가구소

득, 스마트기기 보유여부,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정보활용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Fig.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Survey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역량 

측정지표 1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의 데이터는 국내 20세 이상 성인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2021년 9월 3일~14일까지 12일간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대면/비대면 조사를 시행하였고, 최종적으

로 200명의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3. Variables and Measure

3.1 Dependent Variables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정보활용역량을 측

정하기 위해 4영역에 대한 18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리커트 척도 형태로 측정하

였다. 지표 영역은 ‘스마트폰/스마트기기로 적당한 검색어

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된 ‘정보

수집역량’, ‘스마트폰/스마트기기의 앱을 이용하여 이미지

나 사진에 포토샵과 같은 각종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된 ‘정보분석‧가공역량’, ‘스마트폰/스마트

기기의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 자료실이나 게시판에 등

록할 수 있다’ 등 5문항으로 구성된 ‘정보전달‧교류역량’, 

‘스마트폰/스마트기기의 보안을 위하여 잠금(암호)설정을 

할 수 있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된 ‘정보윤리‧보안역량’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2 Independent Variable

가. Psychology Factors

1) Perceived Usefulness

인지된 유용성은 ‘정보화 기기는 내 일을 질적으로 향상

시켜준다.’, ‘정보화 기기는 나의 성과를 향상시켜준다.’, 

‘정보화 기기는 내가 더 많은 일을 성취하도록 도와준다.’, 

‘정보화 기기는 내 일을 더 잘 수행하도록 도와준다.’ 등 

기기를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을 총 4문항 5점 

리커트 척도 형태로 측정하였다.

2)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은 ‘나는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정보화 

기기를 통해 찾는 것에 익숙하다.’, ‘나는 정보화 기기 활

용방법을 스스로 습득할 자신이 있다.’, ‘나는 정보화 기기

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나는 정보화 

기기를 이용하는데 자신이 있다.’와 같이 기기 사용을 통

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을 총 4문항 5점 리커

트 척도 형태로 측정하였다.

3) Innovativeness

혁신성향은 ‘나는 최신 정보화 기기를 다른 사람보다 먼

저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최신 정보화 기기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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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Age

20~29 25 12.5

30~39 44 22.0

40~49 58 29.0

50~59 46 23.0

60 more 27 13.5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grad 18 9.0

high school grad 73 36.5

college grad 40 20.0

university grad 58 29.0

above university grad 11 5.5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른 사람보다 잘 다루는 편이다.’, ‘나는 최신 정보화 기기

에 대해 들었을 때 그것을 사용해 볼 방법을 찾는다.’, ‘나

는 최신 정보화 기기의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려

고 한다.’와 같이 기기를 다른 상대적으로 일찍 수용하는 

성향을 총 4문항 5점 리커트 척도 형태로 측정하였다.

나. Control Variables

정보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변

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령은 연령대로 나누어 20대를 1, 30대를 2, 40대를 

3, 50대를 4, 60대를 5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1, 고등학교 졸업=2, 전문대 졸업=3, 대학교(4

년제) 졸업=4, 대학원 졸업=5로 구분하였다. 연간가구소득

은 1천만원 미만=1, 1-3천만원 미만=2, 3-5천만원 미만

=3, 5-7천만원=4, 7천-1억 미만=5, 1억 이상=6으로 구분

하였다. 스마트기기 보유여부에서 스마트폰 보유와 스마트

패드 보유여부를 각각 미보유=0, 보유=1로 구분하였다. 스

마트폰 사용기간은 1년 미만=1, 1-2년 미만=2, 2-3년 미

만=3, 3-4년 미만=4, 4-5년 미만=5, 5년 이상=6으로 구분

하여 측정하였다.

Variables Classification

Age

1 20~29

2 30~39

3 40~49

4 50~59

5 60 more

Education

1 below middle school grad

2 high school grad

3 college grad

4 university grad

5 above university grad

Family Income

(10,000 won)

1 less 1,000

2 1,000~3,000

3 3,000~5,000

4 5,000~7,000

5 7,000~10,000

6 10,000 more

Smartphone

Possession

0 none

1 have

SmartPad 

Possession

0 none

1 have

Smartphone 

Period of Use

(years)

1 less 1

2 1~2

3 2~3

4 3~4

5 4~5

6 5 more

Table 1. Control Variables

4. Data Analysis Methods

정보활용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

에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보활

용역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을 실

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역량에 미치

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Results

4.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서 제시되는 바

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40대 

29.0%(58명), 50대 23.0%(46명), 30대 22.0%(44명), 60대 

13.5%(27명), 20대 12.5%(2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36.5%(73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학교(4년제) 졸업이 29.0%(58

명), 전문대 졸업이 20.0%(40명), 중학교 졸업 이하가 

9.0%(18명), 대학원 졸업이 5.5%(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가구소득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33.0%(66

명)으로 가장 많았고, 1천만원 미만이 26.0%(52명), 3천만

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18.0%(36명), 7천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9.5%(19명),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이 

9.0%(18명), 1억원 이상이 4.5%(9명) 순으로 나타났다. 스

마트기기 보유여부는 스마트폰 보유자가 100.0%(200명)이

고, 스마트패드 보유자는 30.0%(60명)으로 나타났다. 스마

트폰 사용기간은 5년 이상이 82.5%(165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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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Family 

Income

(10,000 won)

less 1,000 52 26.0

1,000~3,000 66 33.0

3,000~5,000 36 18.0

5,000~7,000 18 9.0

7,000~10,000 19 9.5

10,000 more 9 4.5

Smartphone

Possession

none 0 0.0

have 200 100.0

SmartPad 

Possession

none 140 70.0

have 60 30.0

Smartphone 

Period of Use

(years)

less 1 2 1.0

1~2 14 7.0

2~3 8 4.0

3~4 6 3.0

4~5 5 2.5

5 more 165 82.5

4.2 Descriptive Statstics analysis of Major Variables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3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정보활용역량을 살

펴보면 5점 기준 3.65점으로 나타나 중간 수준보다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자기효능감, 혁신성향을 살펴보면, 인지된 유용성이 3.33

점(5점 기준), 자기효능감이 3.33점(5점 기준)으로 중간 이

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혁신성향은 3.01점(5점 기준)으로 

중간 정도의 점수를 나타냈다.

Variables mean std. min max

Perceived

Usefulness
3.33 1.127 1.00 5.00

Self-efficacy 3.33 1.071 1.00 5.00

Innovativeness 3.01 1.057 1.00 5.00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3.65 1.033 1.00 5.00

Table 3. Main Variable Characteristics

4.3 Differnces in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보활용역량의 차

이는 Table 4과 같다. 

정보활용역량은 연령(F=12.098, p<.000), 학력

(F=13.427, p<.000), 스마트폰 사용기간(F=4.914, p<.000)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0대보다 30대, 

40대가 높았고, 50대보다 20대가 정보활용역량이 높게 나

타났다. 중학교 졸업 이하보다 전문대 졸업과 대학원 이상이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보다 대학교 4년 졸업의 정보활용역

량이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5년 이상이 1년 

미만보다 정보활용역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연간가구소득

(F=.749, p=.588)과 스마트패드 보유여부(t=3.691, p=.056)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Variables M±SD
t or F

(p)

Age

20~29 4.2±.79a

12.098

(.001)

c<b, b<a†

30~39 3.9±.89

40~49 3.9±.88

50~59 3.3±1.08b

60 more 2.7±.98c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grad
2.7±.90a

13.472

(.000)

a<b,c, 

b<d†

high school grad 3.3±1.05b

college grad 3.9±.85c

university grad 4.2±.81d

above university grad 4.1±.85

Family 

Income

(10,000 

won)

less 1,000 3.4±1.09

.749

(.588)

1,000~3,000 3.7±.99

3,000~5,000 3.7±.99

5,000~7,000 3.7±1.18

7,000~10,000 3.7±..86

10,000 more 4.0±1.25

SmartPad

Possession

none 3.4±1.03 3.691

(.056)have 4.2±.81

Smartphone 

Period of Use

(years)

less 1 2.2±.79a

4.914

(.000)

a<b‡

1~2 2.8±1.02

2~3 3.1±.93

3~4 3.0±1.46

4~5 3.1±.23

5 more 3.8±.98b

†scheffe, ‡Duncan

Table 4. Differnces in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4.4 Model analysis results for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ies

본 연구의 정보활용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영향력

을 검정하기에 앞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5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다. 최종결과 변수인 정보활

용역량의 경우는 자기효능감(r=.772, p<.001)과 가장 큰 유

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혁신성향(r=.686, p<.001), 인지된 유용성(r=.626, p<.001) 

순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¹⁾ ²⁾ ³⁾ ⁴⁾
Perceived

Usefulness¹⁾
1

Self-efficacy²⁾ .795*** 1

Innovativeness³⁾ .646*** .779*** 1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⁴⁾
.626*** .772*** .686*** 1

***p<0.001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정보활용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는 Table 6에서 정리

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F값은 50.146으로 p<.00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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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활용역

량은 전체 변량의 약 6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²=.677). 정보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수준, 스마트패드 보유여부,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활용역량

이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스마트기기 중 스마트폰은 응답자 전체가 보유하

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해석이 무의미하였고, 스마트 패드

를 보유하면 p<0.01 수준에서 정보활용역량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오래될수록 

p<0.01 수준에서 정보활용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 독립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자기효능감, 혁신성향 중 자기효능감, 혁

신성향이 정보활용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기기에 대한 자기효능감

이 높을수록(p<0.001),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도인 혁신

성향이 높을수록(p<0.01) 정보활용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과 자신감이 정보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김유

나(202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인지된 

유용성은 정보활용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B β t
Hypothesis 

test

Age -.023 -.027 -.550 H0

Education .095 .101 2.080* H1

Family income

(10,000 won)
.024 .033 .429 H0

SmartPad Possession .270 .120 2.749** H1

Smartphone 

Period of Use(years)
.120 .147 3.228** H1

Perceived

Usefulness
-.003 -.003 -.041 H0

Self-efficacy .499 .517 6.029*** H1

Innovativeness .185 .190 2.863** H1

R² .677

Adjusted R² .664

F 50.146***

*p<0.05, **p<0.01***p<0.001

Table 6.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정보

활용역량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요인이 정보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과 혁신성향이 높을수록 정

보활용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기기를 활용

하는데 자신이 있고 최신 정보화 기기의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심리적인 요인을 충족시킨다면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도 정보활용역량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교육 수준, 스마트패드 보

유여부,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정보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쳤

는데, 특히 많은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연령이 정보활용

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같은 연령일지라

도 개인특성에 따라 정보활용역량이 크게 차이날 수도 있

고, 고연령층에서도 반복된 학습이나 개인적 욕구로 인해 

정보활용역량이 높을 수 있다. 추후 정보활용역량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교육을 계획할 때 개인 역량에 따른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여 수준별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겠다. 또한 스마트패드를 소유하고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길수록 정보활용역량이 높게 나타났는데, 스마트기기를 빨

리 접하고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다룰수록 정보활용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결과이다. 스마트 패드를 보유한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도 또 다른 스마트기기인 스마트 패

드를 구입하여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을 한층 높인 것

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한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기기 

활용에 대한 수용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화 홍

수의 사회에서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일상생활과 

농업생활에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여성농업인들이 정보화 기기의 효과적인 활

용으로 일상생활의 편리성과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정보화에 취약계층인 여성농업인의 

정보활용역량을 증대시키는 요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보활용

역량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인지된 유용성, 자기효능감, 혁

신성향 등 주관적 인식에 대한 분석으로, 실제 정보활용역

량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가 추

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적 특성 뿐만 아니라 다

른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한계를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요인을 고

려하여 깊이 있는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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