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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지면적의 감소, 이상기후에 따른 환경 변화, 시장개방에 따른 무한경쟁 상태에 놓인 국내 농업

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마트팜은 미래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팜의 기술수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팜 도입 확산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가

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을 근거로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과 노력기대를 제시하였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결과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으로 가용

성, 신뢰성, 경제성을 선정하여 종속변수인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노력기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중 가용성과 경제성은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신뢰성은 스마트팜 수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인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은 스마트팜 노력기대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에 대한 노력기대는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과 독립적으로 스마트팜 수

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와 관련해서는, 스마트팜에 대한 노력기대는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인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과 스마트팜 수용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도입

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기술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체감할 수 있는 전문적인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 기기 및 통신의 표

준화, 스마트팜 도입에 따른 투자대비 수익성 변화의 구체적 제시, 양질의 환경·생육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Ⅰ. 서론

국내 농업은 내부적으로는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지면적의 감소, 이상기후에 따른 환경 변화, 농산물 가

격 불안정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대외적으

로는 시장개방에 따라 무한경쟁 상태에 놓인 어려운 상황

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노동에 의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

나 새로운 기술과 과학적인 수단들이 융합되고 체계화된 

첨단농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스마트팜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미래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2015)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스

마트팜 기술의 적용이 초기 단계이긴 하나 급속도로 발전

을 이루고 있고, 기존의 농업이 농업인의 경험과 주관에 

의존하며 정형화된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기술적 혁

신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비교하면 첨단기술에 의한 혁

신적 운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농업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핵심개혁

과제로 ICT 기술을 융합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보급 성과

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기준 스마트팜 

* elixir93@naver.com
** cmheo@hoseo.edu



안문형·허철무

112 2018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Fall 2018

보급 현황은 온실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 4,010ha(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확산방안, 2018)로 이는 우리나라 시설작물 

총 재배면적 67,532ha(통계청, 2017) 대비 약 5.9%에 불과

한 수준이다.
스마트팜 신기술에 대한 기존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

고 스마트팜에 도전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스마

트팜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

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

나 국내에 스마트팜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

입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까지 농업 ICT 
기술의 수용의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당 기술을 수용한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수용 결과에 대한 연구 위주로 이루

어졌다. 또한 스마트팜 기술의 수용의도와 관련하여 스마

트팜의 어떠한 기술적 특성이 수용의도와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인이 스마트팜을 활용하거나 도입하

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인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실질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파악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

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팜의 잠재적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립 방향성 모색

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실제 현장에서의 스마트팜 교육 

및 컨설팅에서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해 본 연구 결과

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팜의 개념과 정의

스마트팜의 개념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6)에서는 

ICT를 비닐하우스, 축사, 과수원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동

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

나 작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처방을 함으로

써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

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가 가능한 농업을 말한다고 설명

하였다. 윤남규 외(2017)는 스마트팜이란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

디서나 농사 환경을 관측하고 원격 제어·관리함으로써 편

의성이 향상되고, 측정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정밀한 생산관리를 통해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

된 농장을 일컫는다고 정의하였다. 박경섭(2017)은 ‘4차 산

업혁명 기술과 스마트온실 연구동향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 발표에서, 스마트팜이란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이 농축산물 

생육환경을 실시간으로 계측·진단하여 최적 환경으로 제

어·관리하는 보다 지능화되고 고효율을 지향하는 농업형태

라고 규정하였다.

2.2.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을 사용하였다. 그

러나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요인화 한 본격적인 

연구를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

기술 및 정보시스템 등 유사한 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대

해 연구한 선행 연구 자료를 조사하여 일반적인 정보기술

의 기술적 특성 요인들에 대해 정리한 후, 스마트팜 기술

에 대한 기존 보고서 및 연구 자료를 토대로 가장 핵심적

인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요인 3가지를 제시하였다.

2.2.1. 가용성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에서 가용성(Availability)은 시스

템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는 정도

를 의미한다(김정석, 2016). DeLone et al.(2003)은 정보시스

템의 성공을 위한 중요 요인으로 시스템 품질의 가용성을 

제시하였다.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의 수용과 관련한 많

은 연구에서는 가용성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다루고 있

다. 김상현 외(2011)의 연구에서는 개인 모바일 클라우드

의 가용성이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류재홍 외(2013)의 연구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용성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기존 보고서 및 연구 자료를 토대

로 스마트팜 기술의 가용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스마트팜 시스템은 센서를 활용하여 재배 시설 

내 농작물의 생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냉

난방기나 시설 개폐 등을 통해 적절한 재배 환경을 항상 

유지할 수 있으며, 양액재배에서는 양액의 pH, EC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농작물에게 필요한 양액의 성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성경일 외, 2015). 스마트팜 기술

을 농작업 생산에 적용하면 자동화 설비와 인터넷 통신기

술 등을 결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

나 작물 및 가축의 생육 상태와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직접 제어하거나 컴퓨터가 자동으로 제

어할 수 있다(윤남규 외, 2017). 과거 농업 ICT 기기 공급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노력기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벤처창업학회 추계학술대회 2018년 11월 113

업체들은 각기 다른 규격의 센서와 제어기를 사용하고, 시

스템 구성도 각기 다른 방식이어서 부품교환, 고장 시 수

리조치를 제조사가 아니면 하기 어려워 스마트팜 보급 확

산에 가장 큰 장애 요소였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윤남규 

외, 2017). 오세종(2017)은 스마트팜의 복합환경제어 시스

템은 온·습도, 광량, CO2 농도, 양액 EC, pH 등 온실 내부 

센서와 대기, 강우, 풍속 등 외부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읽어오는 데이터 값을 디스플레이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온실 내외부의 환경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온

실의 천·측창, 보온·차광 스크린 등의 열림·닫힘 상태, 환

풍기, 유동팬, CO2 공급기, 보광등, 냉난방기의 작동여부 

등 제어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자동으로 작

동하기 위한 목표 값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시스템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기능수행에 문제가 

없는 정도를 의미하는 가용성을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으로 볼 수 있으며 스마트팜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용성은 정보시

스템 사용자의 기술수용에 있어 중요한 기술적 특성 요인

으로 볼 수 있고, 가용성은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을 구

성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스마트팜 기술의 가용성

이 높을수록 스마트팜 기술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2.2. 신뢰성

신뢰성(Reliability)은 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정보시스템

을 사용함에 있어 그 기능 또는 정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김정석, 2016). 정보기술 

및 시스템의 수용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신뢰성은 노력기

대, 성과기대 및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활용되

고 있다. Reid et al.(2008)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 수용의도

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뢰성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

용성을 매개하여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검증하였다. 박상철 외(2011)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사용전환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신뢰성이 지

각된 가치를 매개해 전환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

동호 외(2012)의 연구에서도 신뢰성은 기업의 클라우드 컴

퓨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서광규

(2013)는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IaaS 채택의도에 인지된 

신뢰성이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

하였으며, 정철호 외(2014)의 연구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수용의도에 신뢰성이 사용의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기존 보고서 및 연구 자료를 토대

로 스마트팜 기술의 신뢰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윤남규 외(2017)는 스마트팜에 쓰이는 ICT 기기

의 표준화는 수요자인 농업인 입장에서는 통일되고 검증

된 정보의 제공으로 정보탐색 및 측정비용을 절감하고 기

술 이용의 편의성이 향상된다고 하면서 스마트팜 기술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스마트팜 

기술은 스마트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센서를 통해 작물

의 생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현재 농장 환경에서 

작물을 생육하는데 최적의 생육환경을 분석하여 농가에 

설치된 각종 Actuator에 최적 환경 값을 전송하여 작물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김주태 외, 2017). 이는 스마트팜 시

스템의 기능을 신뢰함으로써 제공되는 데이터 정보를 작

물재배에 활용하는 스마트팜의 특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정보기술 활용 및 정보시스템 사용에 있어 그 기능 또는 

정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는 

신뢰성을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성은 정보시

스템 사용자의 기술수용에 있어 중요한 기술적 특성 요인

으로 볼 수 있고, 신뢰성은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을 구

성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스마트팜 기술의 신뢰성

이 높을수록 스마트팜 기술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2.3. 경제성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하고 비용 절감 및 수익의 개선을 기대한다. 새로

운 정보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비용은 갈수록 증가하

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경제성에 대한 고

려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수용의도

에 있어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enlian et al.(2011)은 기업의 SaaS(Software 
as a Service) 채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인지된 비용 이점이 채택의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하였다. 김동호 외(2012)는 클라우

드 컴퓨팅의 인지된 경제성 요인이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

팅 도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 분석하였고, 이

정환 외(2013)는 기업의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

트러닝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경

제성이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

하였다. 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도입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비용절감이 솔루션 도입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Oliveira et al., 
2014).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보고서 및 연구 자료를 토대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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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팜 기술의 경제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스마트팜 기술은 스마트팜 시스템의 센서를 활용하여 

재배 시설 내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실시간

으로 파악함으로써 적절한 시설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은 농작물의 생장에 커다

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를 조절함으로써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성경일 외, 2015). 또한, 센서를 통

해 생육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더라도 환경 조절을 위해서

는 재배시설이 농업인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진 경우 작업 

부담이 적지 않은데, 스마트팜은 원격지에서도 냉난방기의 

가동, 시설 개폐를 통한 가스 농도 조절, 양액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특성을 지니므로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성경일 외, 2015). 2016년 서울대 연구결과

에 따르면 스마트팜 도입 시 최적화된 생육환경이 제공됨

에 따라 투입재와 노동력이 절감되어 생산성이 향상된다

고 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확산대책’(2018) 자료

에 따르면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생산량은 27.9% 향상되

고, 고용노동비는 16% 절감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스마트팜

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범농장 컨설팅을 

통해 실증 연구한 결과, 토마토 재배 시범농장의 경우 생

산성이 46% 향상되었고, 노동력은 50% 절감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남규 외, 2017).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성은 정보시

스템 사용자의 기술수용에 있어 중요한 기술적 특성 요인

으로 볼 수 있고, 경제성은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을 구

성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스마트팜의 경제성이 높

을수록 스마트팜 기술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3. 노력기대

Venkatesh et al.(2003)이 제시한 통합기술수용이론 모형은 

사용행동에 행동의도가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tion)’, ‘노력기

대(Effort Expectation)’,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을 구

성하고,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촉진조건

(Facilitating Condition)’을 구성하며, 변수들 간의 관계는 성

별, 나이, 경험, 사용의 자발성에 의해 통제되어지는 모형

이다. 여기서 노력기대(Effort Expectation)는 “시스템의 사

용이 용이한 정도”를 뜻하며, 기술수용모델의 인지된 용이

성(Perceived Ease of Use)을 포함한 3가지 이론의 변수를 

통합하여 구성된 개념으로, 기술수용에 있어 시스템은 사

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고, 사용 방

법을 익히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사용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노력기대는 기술수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2.4. 수용의도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은 새로운 기술의 확산에 대

해 사용자들이 정보기술을 어떻게, 그리고 왜 수용하는지

에 대해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다양

한 연구들에서 적용되거나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김덕현 

외, 2015). 기술수용모델에서 정보기술의 수용의도는 태도

에 의해 영향을 받고, 태도는 신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고 하면서, 이때 정보기술 수용에 있어 중요한 신념으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을 설정하고 정보기술 수용과 관련

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Dillon & Morris 
(1996)는 기술수용의도란 사용자 집단이 수행하는 과업에 

정보기술을 채택하려는 분명한 의도라고 정의하였다(박동

진·배동록, 2008). 남수태 외(2014)는 기술수용의도에 대해 

정보기술이나 정보시스템에 접근이 허용될 경우 일정 기

간 안에 정보기술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해 가지게 되는 사

용의도나 사용계획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3.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농업인의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실질적으로 기

여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

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스마트팜 수용의도를 

종속변수로, 노력기대를 매개변수로 하는 단순매개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이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노력기대의 매개

효과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도출한 가정을 기

반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스마트팜
수용의도

노력기대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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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연구가설

Venkatesh et al.(2000)은 기술수용모델의 핵심 변수인 인

지된 용이성이 외부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외

부변인으로는 주로 정보기술의 기술적 특성이나 기술 수

용자의 특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전새하 외(2011)는 공

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특성이 사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은 사용의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김은영 외(2013)는 빅데이터 기술의 수용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빅데이터 시스템의 특성 요인으로 

인지된 혜택을 채택하여 사용용이성을 매개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김정석(2016)은 블록

체인 기술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변수들 중 신뢰성과 경제성이 

노력기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식 외(2013)
의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RFID)의 외

부변수로 신뢰성, 효율성 등의 시스템 특성을 채택하여 지

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김덕현 

외(2015)는 농업인의 혁신기술 수용 및 저항 요인과 농식

품 ICT 융복합사업 확산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ICT 복합환경제어시스템 활용의 적합성이 시스템의 수용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볼 때,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노

력기대 및 수용의도에는 정보기술의 기술적 특성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Alshehri et al.(2012)은 웹사이트 품질이 전자정부 서비스 

채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 노력기대가 전자정

부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철호 외(2014)는 조직 내 사용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수용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노력기대가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현 외(2016)
는 정보농산물의 수출 빅데이터 기술수용에 관한 연구에

서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정보기술 수용의도에는 정

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믿는 정도인 노력기

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

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스마트팜의 기

술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노력기대를 매개변수로, 스마트

팜 수용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매개모형 기반으로 다음

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은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가용성은 스마트팜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신뢰성은 스마트팜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경제성은 스마트 팜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은 노력기대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1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가용성은 노력기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신뢰성은 노력기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경제성은 노력기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노력기대는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과 독립적으

로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4 노력기대는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과 스마트팜 

수용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1 노력기대는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가용성과 스

마트팜 수용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2 노력기대는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신뢰성과 스

마트팜 수용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4-3 노력기대는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경제성과 스

마트팜 수용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표 1> 설문지 구성 및 변수의 정의

변수 문항수 정의

스마트 
팜의 
기술적 
특성

가용성 5
스마트팜은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항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기능수행이 

안정적이라고 믿는 정도

신뢰성 5
스마트팜으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와 

정보를 믿는 정도

경제성 5
스마트팜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절감 또는 
수익성 개선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도

노력기대 5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믿는 정도

수용의도 5
스마트팜을 활용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

응답자
일반현황

12

<구성항목>
성별, 연령, 결혼여부, 거주지, 학력,
농업종사경력, 재배작물, 희망작물,

주택소유여부, 토지소유여부,
이전종사업종, 가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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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국에 소재되어 있는 기존 농업인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과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설문항목을 추출한 후 연구목적에 맞게 수

정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2018년 5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총 30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249부로 집계

되었으며, 이 중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 46부를 

제외한 203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 22.0과 PROCESS macro v3.0을 

이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4.1. 타당도 분석

측정도구가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였

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변수

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 검

정하기 위해, 편상관계수가 얼마나 작은지를 검증하는 

Kaiser-Meyer-Olkin (KMO) 검정을 진행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모두 KMO 값이 .9 이상(.915)으로 매우 좋은 

편으로 나타나므로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함께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

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귀무

가설을 기각하여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표 2> 요인분석 결과

4.2.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내

적일관성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

법으로 Cronbach's α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

의 값이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표 3> 신뢰도분석 결과

잠재변수 하위변인 Cronbach's α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가용성 .755

신뢰성 .894

경제성 .858

노력기대 .936

수용의도 .928

4.3.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상관계수를 통해서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 정도를 

파악하였는데 ±.81∼±1.0 범위에 속하는 상관계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인 가용성, 신뢰성 및 경

제성은 노력기대 및 스마트팜 수용의도와 각각 정(+)의 선

형관계를 보이고 있고, 노력기대와 스마트팜 수용의도 간

의 관계는 정(+)의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 노력기대 수용의도

가용성 1 　 　 　 　

신뢰성 .473*** 1 　 　 　

경제성 .549*** .684*** 1 　 　

노력기대 .673*** .641*** .691*** 1 　

수용의도 .589*** .481*** .570*** .749*** 1

*P<.05, **P<.01, ***P<.001

요인

수용의도 노력기대 신뢰성 경제성 가용성

수용의도5 .875 .164 .074 .151 .266

수용의도3 .806 .245 .134 .160 .340

수용의도1 .803 .244 .154 .208 .374

수용의도2 .735 .231 .226 .401 -.188

수용의도4 .723 .414 .199 .012 .088

노력기대5 .440 .742 .282 .235 .198

노력기대4 .379 .730 .373 .173 .239

노력기대1 .349 .704 .194 .387 .252

신뢰성3 .103 .211 .877 .312 .049

신뢰성4 .262 .246 .841 .177 .203

경제성2 .314 .181 .250 .808 .261

경제성1 .132 .335 .458 .728 .076

가용성1 .236 .154 .077 .085 .866

가용성4 .563 -.223 .664 .092 .163

고유값 3.894 2.410 2.227 1.894 1.785

설명변량 27.817 17.215 15.906 13.530 12.748

누적설명변량 27.817 45.033 60.938 74.468 87.216

표준형성 적절성의 KMO 측도 = .915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 2783.119, 자유도 = 91, 유의 확률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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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연구가설 검증 결과

4.4.1. 인과관계 분석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과 노력기대가 스마트팜 수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하여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인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을 독립변수로, 노력기대를 

매개변수로, 스마트팜 수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관계인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한 결과 10보다 

작으므로(2.144 이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이 스마트팜 수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은 <표 5>와 같이 가용성(B=.484, p=.000)과 

경제성(B=.344, p=.000)은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성(B=.114, p=.171)은 수용의도

에 비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기술적 특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수용의도
B β t

(constant) -0.627 　 -2.090*

가용성 .484 .381 5.912***

신뢰성 .115 .101 1.374

경제성 .344 .291 3.746***

R² .439
F 51.853***

*P<.05, **P<.01, ***P<.001

또한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이 노력기대에 미치는 영향

은 <표 6>과 같이 가용성(B=.547, p=.000), 신뢰성(B=.309, 
p=.000) 및 경제성(B=.410, p=.000) 모두 노력기대에 유의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기술적 특성이 노력기대에 미치는 영향

노력기대
B β t

(constant) -1.362 　 3.188**

가용성 .547 .386 7.405***

신뢰성 .309 .245 4.103***

경제성 .410 .311 4.945***

R² .632
F 113.918***

*P<.05, **P<.01, ***P<.001

한편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이 통제된 상황에서 노력기

대와 수용의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과 노력기대를 독립변수로, 수용의도를 종속변

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력기대

(B=.553, p=.000)는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7> 노력기대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수용의도

B β t

(constant) .127 　 .458

가용성 .181 .143 2.257*

신뢰성 -.056 -.050 -.746

경제성 .117 .099 1.387

노력기대 .553 .617 8.112***

R² .579

F 68.004***

*P<.05, **P<.01, ***P<.001

4.4.2. 매개효과 분석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매개모형인 Model 4를 이용하여 가설 검정 및 총효과, 직

접효과, 간접효과를 포함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정 

간접효과들을 추론하기 위하여 매개모형을 기반으로 

10,000개의 Bootstrap 표본들에 관한 편의수정 95% 
Bootstrap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

고 있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중 가용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표 8>에서와 같이 각각 .484와 .181
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이 [.322, .645]와 [.023, .340]으
로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적으로 나타났

다. 가용성이 노력기대를 경유하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303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 

[.200, .438]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적이라고 판단하

였다.

<표 8> 가용성으로 인한 효과

수용의도

효과
95%
LLCI

95%
ULCI

총효과 .484 .322 .645

직접효과 .181 .023 .340

수용의도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간접효과
(가용성→노력기대→수용의도)

.303 .200 .438

Note: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CI = confidence interval; Boot =
Bootstrapping.

신뢰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각각 

.115와 -.056로 나타났지만 95% 신뢰구간이 [-.050, .279]과 

[-.205, .093]으로 나타나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유

의적으로 나타났다. 신뢰성이 노력기대를 경유하여 수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171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 [.092, .261]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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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신뢰성으로 인한 효과

수용의도

효과
95%
LLCI

95%
ULCI

총효과 .115 -.050 .279

직접효과 -.056 -.205 .093

수용의도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간접효과

(신뢰성→노력기대→수용의도)
.171 .092 .261

Note: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CI = confidence interval; Boot =
Bootstrapping.

경제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각각 

.344와 .117로 나타났지만 95% 신뢰구간이 [.163, .526]과 

[-.050, .284]으로 나타나 총효과의 검정구간은 0을 포함하

지 않고, 직접효과 검정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총

효과는 유의적이고 직접효과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경

제성이 노력기대를 경유하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227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 

[.136, .330]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적으

로 나타났다. 

<표 10> 경제성으로 인한 효과

수용의도

효과
95%
LLCI

95%
ULCI

총효과 .344 .163 .526
직접효과 .117 -.050 .284

수용의도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간접효과

(경제성→노력기대→수용의도)
.227 .136 .330

Note: LL = lower limit; UL = upper limit; CI = confidence interval; Boot =
Bootstrapping.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가설검증 결과의 요약

Ⅴ. 결론

5.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중 가용성과 경제성은 스

마트팜 수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신뢰성은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농업인들

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팜으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와 정보

에 대한 신뢰 여부보다는 스마트팜 기술이 작물재배와 관

련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기능수행이 안정적이라고 믿

을수록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높아지며, 스마트팜

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절감 또는 수익성 개선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도가 클수록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인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

은 스마트팜 노력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농업인들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팜 기술이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기능수행이 안정적이라고 

믿을수록, 스마트팜으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와 정보를 신

뢰할수록, 그리고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

대하는 정도가 클수록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용

이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인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

은 스마트팜 노력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농업인들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팜 기술이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기능수행이 안정적이라고 

믿을수록, 스마트팜으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와 정보를 신

뢰할수록, 그리고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

대하는 정도가 클수록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용

이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스마트팜에 대한 노력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에서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인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

가설 결과

가설 1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은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
채택

1-1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가용성은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신뢰성은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1-3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경제성은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2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은 노력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2-1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가용성은 노력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신뢰성은 노력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3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경제성은 노력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노력기대는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과 독립적으로 스마트팜 수 채택

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노력기대는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과 스마트팜 수용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4-1 노력기대는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가용성과 스마트팜 수용의
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4-2 노력기대는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신뢰성과 스마트팜 수용의
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4-3 노력기대는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경제성과 스마트팜 수용의
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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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용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시사점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스마트팜의 가용성이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도

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발성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면 복합적인 재배환경 요인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작물에게 필요한 환경조건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능 수행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

한, 기기 및 통신의 표준화를 통해 고장 발생 시 즉각 장

애를 조치하여 시스템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

한다면 스마트팜의 가용성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정도가 

개선됨에 따라, 연구결과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노력기

대)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노력기대는 스마트팜을 도입하

려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팜의 경제성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

해서는 투자비용의 정책자금 지원 수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생산량 증대에 따른 수입 증가분과 인건비·에너지

비용 등의 증감에 따른 투자대비 수익성의 변화를 제시하

여 경영주체로서 농업인 스스로 스마트팜 기술 도입에 따

른 경제성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스마트팜의 신뢰성이 노력기대를 매개하여 수용의

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스마트팜 데이터 

신뢰와 활용 증진을 위해 생산성 향상 지원에 초점을 맞

춘 양질의 환경·생육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

하여 최적생육환경 관리를 위한 농업인의 정밀한 의사결

정을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스마트팜의 잠재적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립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장에서의 스

마트팜 교육·홍보 및 컨설팅에서 잠재적 수용자들의 스마

트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여 스마트팜 보급을 확산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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