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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최근 ICT융합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적용됨에 따라 국내 농업의 많은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

로써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촌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촌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들을 지각된 유용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팜 창업 확산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세 이상의 

일반 성인 296명이었고, 연구방법으로는 IBM SPSS 22.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스마

트팜의 지각된 유용성 요인으로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을 선정하여 종속변수인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촌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고, 개인혁신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팜의 신뢰성과 경제성은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촌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와 관련하여 개인혁신성은 스마트팜의 가용성, 신뢰성과 농촌창업의도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스마트팜으로부터 제공되는 재배환경 및 생육 관련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스마트팜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수익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클수록 스마트팜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타인보다 앞서서 혁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성향은 그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절한다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내적 개인특성, 외적 환경요인 등의 일반적인 창업의도 영향요인 연구에서 벗어나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

용성 관점에서 농촌창업의도 영향 요인을 새롭게 발굴하고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연구의 시사점은 잠재적 스마트

팜 창농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립의 방향성 모색, 실제 현장에서의 스마트팜 교육 및 컨설팅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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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내 농업은 개방화, 고령화, 신규농 진입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가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팜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농업의 혁

신과 신규인력 유입 등 경쟁력 제고를 가능케 할 것으로 주

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발표한 스마트팜 확산방안에서 정책대

상을 기존농업인 지원에서 신규농 유입·육성으로 변경하여 스

마트팜 창업이 가능하도록 창업 보육,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지·자금 지원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관계부

처합동, 2018). 스마트팜 창업과 산업생태계 조성의 거점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또한 청년의 안정적 창업과 정

착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촌창업이 국가적인 관심을 받

고 있으나 농촌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는 미미한 실정이다. 권석일(2016)은 농식품 예비창업자의 위

험감수성, 혁신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네트워크 환경, 창업

지원제도, 사회적인식 등의 환경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동표 외(2017)는 예비 스마트팜 창농인들

의 개인특성보다는 사회적 위상, 외부네트워크, ICT기술수준 

등의 외부환경인식이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반적인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마찬

가지로 내적 개인특성과 외적 환경요인 위주로 연구가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농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의 스마트팜에 대

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적 개인특성, 외적 환경요인 등의 요인

에서 벗어나, 스마트팜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중 어떤 요인이 

농촌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 미경험 일반인들의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촌창업의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팜의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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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유용성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본 연구는 안문형·허철무(2019)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른 후

속연구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 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실증 분석하였고, 후속연구로서 일반인들의 스마트팜 농촌

창업의도에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함으로써 서로 다른 집단에서의 영향 요인 및 영향력의 차

이를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 이상 3가지의 지각된 유용성 요인을 독립변

수로 채택하였으며, ‘미경험 분야에서의 창업’이라는 특성상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업의도에 영향력이 확인된 개인혁신성

을 조절변수로 하여 농촌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개인혁신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해 실증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창업이 부족한 현실에서 농업분야

의 ICT융합기술 적용을 통한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창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잠

재적 신규 창농인들이 실제 농촌창업을 함에 있어 스마트팜

을 활용 시 어떤 기대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확인함

으로써 선행연구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확인된 영향요인

과 차별적인 시사점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창

농 교육, 비농업인 대상 스마트팜 정책 수립 및 대상자별 맞

춤형 지원사업을 하는데 활용되어, 신규 스마트팜 창업의 확

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2.1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용성

스마트팜이란 ICT를 비닐온실, 축사, 과수원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하는데, 이는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가축의 생육환

경을 점검하고 적기에 처방함으로써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가 가능

하다는 특성을 지님을 의미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스마트팜의 특성에 기반하여 지각된 

유용성의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기술수용모델(TAM)에서 지각

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이란 개인이 특정한 혁신기술

을 수용하고 사용했을 때 그 기술이 업무능력이나 업무성과

를 향상시켜줄 지에 대해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지

각된 유용성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행동의도가 실

제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고 있다(Davis, 1989). 
선행연구 고찰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기술수용의도뿐만 아니

라 창업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iranda et al., 2017; 구지은·전병길, 2015).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용성에 대해 요인화한 연구로는 안문

형·허철무(2019)의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이 수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위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 등 유사 분야의 지각된 유용성에 대해 연구한 선

행연구 자료를 조사하여 일반적인 정보기술의 지각된 유용성 

요인들에 대해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 보안성, 다양성, 데이

터융합성, 안정성 등으로 정리한 후,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팜의 가장 핵심적인 지각된 

유용성 요인 3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안문형·허철무, 
2019).

2.1.1 가용성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에서 가용성(Availability)은 시스템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는 정도를 의미

한다(김정석, 2016). 정보시스템의 수용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

서는 가용성을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정보시스

템의 성공에 있어 시스템 품질의 가용성은 중요 요인으로 밝

혀졌으며(DeLone & Mclean, 2003), 국내 연구에서도 개인 모

바일 클라우드의 가용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김상현·김
근아, 2011),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용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확인된 바 있다(류재홍 외, 2013).
안문형·허철무(2019)는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를 토대로 스마트팜의 가용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스마트팜 시스템은 센서를 활용하여 재배시설 내 농작

물의 생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온도와 습도, 이산

화탄소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냉난방기나 시설 

개폐 등을 통해 적절한 재배 환경을 항상 유지할 수 있으며, 
양액재배에서는 양액의 pH, EC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농

작물에게 필요한 양액의 성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성
경일 외, 2016). 스마트팜 기술을 농작업 생산에 적용하면 자

동화 설비와 인터넷 통신기술 등을 결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작물 및 가축의 생육 상태와 환경

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직접 제어하거나 컴퓨

터가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윤남규 외, 2017). 이상과 같이 

시스템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기능수행에 문제가 없는 정도

를 의미하는 가용성을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으로 볼 수 있

으며, 실증분석 결과 가용성은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문형·허철무, 2019).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용성은 정보시스

템 행동의도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가용성은 스마트팜

의 지각된 유용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스마

트팜의 가용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스마트팜 기술수용을 통한 

농촌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1.2 신뢰성

신뢰성(Reliability)은 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그 기능 또는 정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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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김정석, 2016). 정보기술·시스템의 

수용에 관한 다수 연구에서 신뢰성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요인으로 확인된다. 인터넷 뱅킹 시스템 사용의도에 

신뢰성이 미치는 영향(Reid & Levy, 2008), 클라우드 컴퓨팅

으로 사용전환의도에 신뢰성이 미치는 영향(박상철·권순재, 
2011), 신뢰성이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미치는 영향

(김동호 외, 2012),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의도에 신뢰성이 미

치는 영향(정철호·남수현, 2014) 등이 검증되었다.
안문형·허철무(2019)는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를 토대로 스마트팜의 신뢰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스마트팜을 통한 통일되고 검증된 정보의 제공으로 농

업인의 정보탐색 및 측정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이용의 편의

성 향상을 추구하는 등 스마트팜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

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윤남규 외, 2017). 스마트팜 

기술은 스마트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센서를 통해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최적의 생육환

경을 분석 후 농가에 설치된 각종 Actuator에 최적 환경 데이

터 값을 전송하여 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김주태·한
종수, 2017). 이상과 같이 스마트팜 시스템의 기능을 신뢰함으

로써 제공되는 데이터 정보를 작물재배에 활용하는 스마트팜

의 특성은 곧 정보기술·시스템 사용에 있어 해당 기능 및 정

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는 신뢰성

을 의미하므로 신뢰성을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으로 볼 수 

있고, 실증분석 결과 신뢰성은 노력기대를 매개하여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문형·허
철무, 2019).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성은 정보시스

템 행동의도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신뢰성은 스마트팜

의 지각된 유용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스마

트팜의 신뢰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스마트팜 기술수용을 통한 

농촌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1.3 경제성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Economic efficiency)
에 대한 고려를 전제로 하고 비용 절감 및 수익의 개선을 기

대하므로 정보기술·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에 있어 경제성에 대

한 기대인식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김정석, 2016). 많은 

연구에서 정보기술·시스템의 경제성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요인으로 확인된다. SaaS(Software as a Service)에 대

한 기업의 채택의도에 인지된 비용 이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nlian & Hess, 2011),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제성 요인이 기업의 도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 분석되었고(김동호 외, 2012), 기업의 교육 담당

자를 대상으로 연구 결과 스마트러닝의 경제성이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이정환·조항정, 
2013). 기업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도입에서는 비용절감이 

솔루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Oliveira et al., 2014).
안문형·허철무(2019)는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를 토대로 스마트팜의 경제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스마트팜 기술은 재배 시설 내 농작물의 생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조절함으

로써 작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성경일 외, 2016). 또한 

스마트팜은 원격지에서도 냉난방기의 가동, 시설 개폐를 통한 

가스 농도 조절, 양액 조절 등을 할 수 있어 농업인의 노동력

을 절감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성경일 외, 2016). 
스마트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연구 결과, 
토마토 재배 시범농장의 생산성이 46% 향상되었고 노동력은 

50% 절감되는 등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남규 외, 2017). 이상과 같이 경제성을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실증분석 결과 스마트팜의 경제성은 

수용의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문형·허철

무, 2019).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성은 정보시스

템 행동의도에 있어 중요한 영향요인이며,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용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스마트팜의 경

제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스마트팜 기술수용을 통한 농촌창업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2 농촌창업의도

창업의도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이라는 실행과정을 나타내

는 심리적 상태이며 자신이 스스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는 창업의 선행단계라고 할 수 있다(권석일, 2016). 
개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고

찰 결과, 서정훈(2013)은 개인적 특성, 경력지향성, 배경적 특

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홍정표·양해술(2014)은 개인적 특성과 

경력지향성 그리고 사회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김종운

(2014)은 창업의지 결정요인으로 계획행동이론에서 논하는 개

인의 특성 및 경험,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능력, 사회적 평

가의 3대 요인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상길(2018)의 연구에서는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을 기업가정신, 정보기술수용성, 디지털미디어 활용역량, 업무

몰입으로 구분하였으며, 정보기술수용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하나인 ‘지각된 유용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

하였다. 또한 Miranda et al.(2017)은 태도, 주관적 규범 및 지각

된 통제가 학계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 창업의도의 주된 선행요인은 창업에 대한 태도이며, 이

는 ‘지각된 유용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창업의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

고 있는데, 해당연구에서의 농촌창업의도 영향요인들은 일반

적인 창업의도 영향요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요인들에 국

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석일(2016)은 농식품 예비창업자의 위험감수성, 혁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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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인적 특성과 네트워크 환경, 창업지원제도, 사회적 인

식 등의 환경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동표 외(2017)는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크게 내적개인특성과 외적환경요

인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내적개인특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사회적 위상, 외부네트워크, 
ICT기술수준과 같은 외적환경요인은 모두 첨단농업에 대한 

지각된 기대를 매개하여 스마트팜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천(2019)은 청년농업 예비창업

자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

적 특성,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창농정책의 4가지 요인이 창

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농촌창업의도에 미치는 영

향요인은 주로 내적 개인특성과 외적 환경요인 위주로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연구목적에 따라 농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인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마트팜 창업

에 도전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내적 개인특성, 
외적 환경요인 등의 일반적인 영향요인에서 벗어나, 스마트팜

의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농촌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iranda et al.(2017)과 이상길(2018)의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용성을 스마트팜을 활용

한 농촌창업의도의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2.3 개인혁신성

개인혁신성이란 사회구성원이 타인들보다 먼저 혁신을 수용

하려는 의도 혹은 행위라 정의되며, 개인혁신성이 높은 사람

일수록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보이며 

개인혁신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기술, 제품에 대한 두

려움과 부정적 생각을 가진다(박기남 외, 2012). 혁신성이 강

한 개인은 취업을 통한 고정급여 대신 본인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상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업활동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창업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홍정표·양해술, 2014).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창업의도에 미치는 개인의 혁신성

의 역할에 대해 입증한 바 있다(Ferreira et al., 2012; 서정훈, 
2013; 권석일, 2016; 이상길, 2018).
개인혁신성의 조절효과 또한 선행연구로부터 확인할 수 있

다. 두웨이터(2019)의 연구에서 창업가정신 중 개인혁신성은 

금융지원, 정부정책, 사회문화, 교육훈련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성(2018)은 IT분야 예비창업자

의 성격5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개인혁

신성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이처럼 개인혁신성은 많은 연구에서 창업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조절 또는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팜이라는 신기술이 제공하는 

유용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더라도 개인의 혁신성 정도에 

따라 실제 창업하려는 의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조

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부터 창업의도에 영향관계가 확인된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용성 요인인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를 설정하였으며, 지각된 유용성 3가지 변수와 스마트팜 농촌

창업의도의 영향 관계에 개입하는 조절변수로는 개인혁신성

을 설정하였다. 
앞에서 고찰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각된 유용성은 창업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Miranda et al., 
2017; 이상길, 2018),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용성 요인으로 가

용성, 신뢰성, 경제성을 채택하여 농업인의 스마트팜 수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안문형·허철무, 2019). 따

라서 이상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아래의 연구가설 H-1, H-2, 
H-3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개인혁신성의 역할은 다수의 

선행연구로부터 입증된 바 있으며(Ferreira et al., 2012; 서정

훈, 2013; 권석일, 2016; 이상길, 2018), 다양한 창업환경요인

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개인혁신성의 조절역할을 선행연구

로부터 확인하였다(두웨이터, 2019).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

에 근거하여 아래의 연구가설 H-4, H-5, H-6을 수립하였다.

 H-1: 스마트팜의 가용성은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스마트팜의 신뢰성은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스마트팜의 경제성은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스마트팜의 가용성과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개인혁신성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H-5: 스마트팜의 신뢰성과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개인혁신성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H-6: 스마트팜의 경제성과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의 영향

관계에 있어서 개인혁신성은 조절작용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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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설을 기반으로 설계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가용성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용성

개인혁신성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신뢰성

 경제성

H1

H2

H3

H4 H5 H6

<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투입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각 변수의 주요 개념이 추상적

일 경우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정의하였다. 
독립변수인 가용성은 ‘스마트팜은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항

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기능수행이 안정적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신뢰성은 ‘스마트팜으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와 정보를 믿는 정도’로 정의하여 측정하였

다. 경제성은 ‘스마트팜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절감 또는 수익

성 개선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도’로 정의하여 측정하

였다. 가용성과 신뢰성의 설문문항은 김정석(2016)과 류재홍 

외(2013)의 문항을 참고하였고, 경제성의 설문문항은 김정석

(2016)과 김동호 외(2012)의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각각 5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는 ‘미래에 농촌에서 스

마트팜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새로 시작하려

는 마음가짐 정도’로 정의하였다. 설문문항은 이상길(2018)과 

조영조(2017)의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

하였으며 5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조절변수인 개인혁신성은 ‘다른 사람보다 혁신기술을 앞서

서 수용하려 하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

향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설문문항은 이상길(2018)과 박상미 

외(2014)의 문항을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

으며 5문항으로 구성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외에 성별, 연령, 결혼, 학력, 거주지, 직업, 사회경력, 창

업경력 유무, 가구소득, 토지소유여부 등의 인구통계학적 요

인을 포함하여 총 27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변수의 측정도구인 주요 설문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문항 정의 출처

독립
변수

가용성 5

스마트팜은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항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기능수행이 
안정적이라고 믿는 정도

김정석(2016)
류재홍 외(2013)

신뢰성 5
스마트팜으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와 정보를 믿는 정도

김정석(2016)
류재홍 외(2013)

경제성 5

스마트팜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절감 또는 수익성 개선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도

김정석(2016)
김동호 외(2012)

종속
변수

스마트팜 
농촌창업
의도

5

미래에 농촌에서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새로 시작하려는 
마음가짐 정도

이상길(2018)
조영조(2017)

조절
변수

개인
혁신성

5

다른 사람보다 혁신기술을 
앞서서 수용하려 하며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이상길(2018)
박상미 외(2014)

<표 2> 변수별 측정도구

구분 변수 문항 측정항목

독립
변수

가용성 5

·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등 환경정보를 어  
디서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창문개폐, 보온 등의 자동제  
어가 언제나 가능할 것이다
· 작물의 생육정보를 기반으로 양분공급의 자동제어  
가 누구나 가능할 것이다
· 모바일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재배 관리에   
사용 가능할 것이다
·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므로 갑작스런 이상기후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신뢰성 5

· 온실환경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활용한 생육환경관리 분석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 온실환경 데이터는 오류가 없을 것이다
· 생육관리 데이터는 오류가 없을 것이다
· 온실환경, 생육관리 데이터는 안전하게 저장될 것  
이다

경제성 5

· 스마트팜으로 노동력 절감이 가능할 것이다
· 스마트팜으로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 스마트팜으로 작물의 생산량이 증대될 것이다
· 스마트팜으로 품질이 개선되어 소득이 향상될 것  
이다
· 스마트팜으로 농가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

종속
변수

스마트팜 
농촌창업
의도

5

· 스마트팜으로 농촌에서 창업하는 것에 관심 많다
· 스마트팜으로 농촌에서 창업할 생각이 있다
· 스마트팜으로 농촌에서 창업하려고 구체적인 계획  
을 준비하고 있다
·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농촌에서 내가 좋  
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창업하고 싶다
· 농촌에서 창업을 통해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

조절
변수

개인
혁신성

5

· 새로운 정보기술을 사용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 새로운 기술이나 신제품이 나오면 남들보다 먼저  
사용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 평소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관심이 많  
은 편이다
· 새로운 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  
로 찾고 있다
· 주위 사람들에게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대해 알려  
주는 것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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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3.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정부의 스마트팜 확산 정책대상인 신규농 유입·
육성의 잠재적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농업경험이 없는 일반인

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오프라인 

및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를 고려하여, 스마트팜의 정의와 기술효과 및 전

망에 대해 간단히 제시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총 301부의 설

문 중 불성실 응답과 무응답 설문 5부를 제외하고 296부를 

최종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전국 20대 이상 일반인

조사기간 2019년 11월 21일~12월 20일

표본추출방법 전국 20대~60대 무작위

유효포본 296부

조사방법 오프라인 설문 및 인터넷 설문 

자료수집 구조화된 설문지

 

3.3.2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Ver.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

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요인분석과 신뢰성 

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기

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

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혁신성의 조절효과 분석

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앞서 회귀분석을 실

시하기 전에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

균중심화 방법을 활용하였다.

3.3.3 표본의 특성

본 연구조사의 표본에 따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Ⅳ.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4.1.1 타당성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연구 개념을 측정도구인 설문지가 정

확하게 측정하였는가를 검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단순상관계수의 자

승을 부분상관계수 자승과 단순상관계수 자승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Kaiser-Meyer-Olkin)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 값이 .90이상이면 매우 좋음, .80정
도이면 양호, .60이상이면 보통, .50이하이면 부적절로 판단한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KMO값은 0.8이상(.889)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변수 쌍의 상관이 다른 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변수들의 선정은 요인분

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요인분석에 사용될 표본

의 상관행렬의 단위행렬 여부 검증을 통해 변수들의 선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을 이용하였다. 
상관관계행렬 상의 모든 상관관계 값들이 유의적으로 나타나

면 데이터가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분석 결과 유

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으며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요인분석에 데이터를 사용하

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요인회전은 배리맥스로 지정하였고 요인선정 기준은 공통성 

0.5이상과 요인적재량 0.5이상으로 하였다. 이를 적용한 요인

분석의 결과로써 고유값(eigen values)이 1보다 큰 5개의 요인

Category N(=296) %

성별
남성 202 68.2
여성 94 31.8

연령

20~30세 미만 41 13.9
30~40세 미만 44 14.9
40~50세 미만 104 35.1
50~60세 미만 81 27.4

60세 이상 26 8.8

결혼상태

기혼 233 78.7
미혼 61 20.6
기타 2 0.7

거주지

서울 114 38.5
경기/인천 119 40.2

충남/충북/대전/세종 21 7.1
전남/전북/광주 12 4.1

경북/대구 16 5.4

경남/부산/울산 8 2.7

제주 1 0.3
강원 5 1.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 0.3
고등학교 졸업 30 10.1
전문대 졸업 14 4.7
대학교 졸업 159 53.7
대학원 졸업 92 31.1

직업

전문직 72 24.3
회사원 112 37.8
공무원 17 5.7
자영업 36 12.2

주부/무직 36 12.2
기타 23 7.8

사회경력

5년 미만 54 18.2
5~10년 미만 34 11.5
10~15년 미만 50 16.9
15~20년 미만 53 17.9
20~25년 미만 40 13.5
25~30년 미만 65 22.0

창업경력
있음 83 28.0
없음 213 72.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37 12.5
200만~400만원 미만 70 23.6
400만~600만원 미만 87 29.4

600만원 이상 102 34.5

주택소유
여부

있음 205 69.3
없음 91 30.7

토지소유
여부

있음 76 25.7
없음 220 74.3

가족/친척
농촌거주

살고 있음 182 61.5
살고 있지 않음 114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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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출되어 <표 5>에 나타내었고, 요인모델의 총 설명변량

은 72.573%로 나타나 구성된 5개 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요인에 속한 변수들의 평균값을 가

설검정에 요인 값으로 사용하였다.

<표 5> 요인분석 결과

요인

농촌창업의도 개인혁신성 가용성 경제성 신뢰성

농촌창업의도5 .880

농촌창업의도2 .867

농촌창업의도4 .831

농촌창업의도3 .806

농촌창업의도1 .779

개인혁신성2 .852

개인혁신성1 .833

개인혁신성4 .821

개인혁신성3 .782

개인혁신성5 .777

가용성1 .828

가용성2 .816

가용성4 .789

가용성3 .732

가용성5 .628

경제성5 .837

경제성4 .822

경제성2 .776

경제성1 .690

경제성3 .684

신뢰성3 .863

신뢰성4 .838

신뢰성5 .638

고유값 3.854 3.711 3.509 3.438 2.180

설명변량 16.759 16.133 15.256 14.947 9.478

누적설명변량 16.759 32.891 48.148 63.095 72.573

KMO 측도=0.889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4529.358, 자유도=253, p=0.000

4.1.2 신뢰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

하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평가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인 내적일관성

법을 사용하였다.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method)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에 항목 내의 분산을 증가시켜 전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항목을 찾아내서 제외시킴으로써 신뢰도를 높이

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이훈영, 2012).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의 경우 계수 값이 0.6이상이면 수

용가능하다고 보며, 0.7이상이면 만족, 0.8이상이면 매우 만족

스러운 신뢰도 수준을 지닌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 변수의 측정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가용성 0.870, 신뢰성 0.824, 경제성 0.882, 스마트

팜 농촌창업의도 0.920, 개인혁신성 0.908로 모든 변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신뢰도가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으

로 판단하였다.

<표 6>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Cronbach's α

가용성 .870

신뢰성 .824

경제성 .882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920

개인혁신성 .908

4.2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이론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계수는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를 설명해주는데, –1.00에

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변수간 상관이 

낮음을 의미하고,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변수간 상관이 높

음을 의미한다. 또한, 상관계수가 0보다 크면 정(+)적 상관관

계, 0보다 작으면 부(-)적 상관관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81
∼±1.0 범위이면 상관관계의 크기가 매우 크고, ±.61∼±.80이
면 크기가 강하고, ±.41∼±.60이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

고, ±.21∼±.40이면 상관관계가 약하고, ±.00∼±.20 이면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81∼±1.0 범위이면 다

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중 

±.81∼±1.0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

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변수 간의 관계는 정(+)의 선형관계가 유의적으로 나타

났다. 스마트팜의 가용성, 신뢰성 및 경제성은 스마트팜 농촌

창업의도와 각각 정(+)의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고, 개인혁신

성과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간의 관계 역시 정(+)의 선형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변수간 상관관계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개인혁신성

가용성 1

신뢰성 .453*** 1

경제성 .545*** .435*** 1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143** .368*** .355*** 1

개인혁신성 .336*** .373*** .323*** .459*** 1

*P<0.05, **P<0.01, ***P<0.001

4.3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 검정을 위해 먼저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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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신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4.3.1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용성인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종속변수인 스마트팜 농촌창업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먼저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

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

가 1.907로 나타나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였는데, 독립변수 간 

VIF 지수는 1.343~1.549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데이터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기에 적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팜의 가용성은 스마트

팜 농촌창업의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β=-.166, t=-2.537, 
p<0.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1은 기각되

었다. 스마트팜의 신뢰성은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β=.307, t=5.041,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스마트팜의 경제성은 스

마트팜 농촌창업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β=.312, t=4.817, 
p<0.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3은 채택

되었다.
다중회귀분석에 따른 전체적인 설명력은 20.0%(F=24.108, 

R²=.200)이다. 독립변수 중 경제성(β=.312)이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뢰성(β
=.307), 마지막으로 가용성(β=-.166)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8> 다중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E β t VIF

스마트팜
농촌창업
의도

(Constant) .670 .374 　 1.789 　

가용성 -.263 .104 -.166 -2.537* 1.549

신뢰성 .375 .074 .307 5.041*** 1.343

경제성 .452 .094 .312 4.817*** 1.518

F=24.108 (p<0.001), R²=.200, adj R²=.192, D-W=1.907

*P<0.05, **P<0.01, ***P<0.001

4.3.2 조절회귀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설 H4~H6의 개인혁신성의 조절효과를 검

증하기 위해 Baron & Kenny의 조절회귀분석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살

펴보고, 제2단계에서는 조절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독립

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3단계에서

는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수정된 설명력이 증가

하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또한 상호작용항으로 인해 발생

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평균중심화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여 

자기상관을 검증한 결과 1.886으로 나타나 자기상관 없이 독

립적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스마트팜의 가용성, 신뢰성, 경
제성이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인

혁신성이 조절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절효과 검

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단계에서 신뢰

성(B=.375, p<0.001), 경제성(B=.452, p<0.001)이 높아지고 가

용성(B=-.263, p<0.05)이 낮아질수록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가 

높아지며, 설명력은 20.0%였다.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

는 개인혁신성이 추가된 결과, 전체 설명력이 11.1%가 유의

(p<0.001)하게 증가한 31.1%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개인혁

신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3단계에서는 R²의 변화량이 

2.7%로 유의(p<0.01)하게 증가하여 전체 설명력이 33.8%로 증

가하였다. 개인혁신성과의 상호작용항은 가용성과 신뢰성의 

경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경제성의 경우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팜의 

가용성, 신뢰성과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간에 개인혁신성은 

조절효과가 있으며, 경제성과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간에는 

개인혁신성의 조절효과가 없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가설 H4와 H5는 채택되었으며, 가설 H6은 기각

되었다. 
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뢰성과 스마트팜 농촌창업

의도 간의 정(+)의 영향관계를 개인혁신성이 강화하는 조절효

과를 미치며, 가용성과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간의 부(-)의 

영향관계를 개인혁신성이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조절효과 분석

　
Step1 Step2 Step3

B β B β B β

Constant .670 2.640 2.610

가용성(x1) -.263 -.166* -.351 -.222*** -.358 -.227***

신뢰성(x2) .375 .307*** .265 .217*** .232 .190**

경제성(x3) .452 .312*** .381 .263*** .360 .249***

개인혁신성
(m)

　 　 .442 .368*** .457 .381***

x1×m

　 　 　 　

-.258 -.131*

x2×m .223 .161*

x3×m .117 .070

R² .200 .311 .338

△R² .111*** .02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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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가설검증 결과 요약

본 실증연구에서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결과

H-1 스마트팜의 가용성 →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기각

H-2 스마트팜의 신뢰성 →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채택

H-3 스마트팜의 경제성 →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채택

H-4
스마트팜의 가용성 →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개인혁신성의 조절효과
채택

H-5
스마트팜의 신뢰성 →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개인혁신성의 조절효과
채택

H-6
스마트팜의 경제성 →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개인혁신성의 조절효과
기각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농촌창업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의 스마트팜 확

산정책 기조가 기존농업인 지원에서 신규농 유입·육성으로 변

화함에 따라, 일반인들의 스마트팜 기술 적용으로 인한 유용

성 인식 중 농촌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농업 종사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스마트팜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 인식 수준이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

촌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용

성 중 가용성은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기각하는 결과로서, 농업인을 표본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에서 가용성이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작물 재배

에 대한 암묵지가 형성되어 있는 농업인의 경우는 스마트팜 

기술과 기능수행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수용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

인 일반인의 경우는 아무리 스마트팜 기술과 기능수행을 자

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재배관련 지식·기술

이 없으므로 스마트팜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하는 것 자체

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용성 중 신뢰성은 스마트팜 농

촌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스마트팜으로부터 제공되는 재배환경 및 생육 관련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스마트팜을 활

용해 창업하려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

다.
셋째,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용성 중 경제성은 스마트팜 농

촌창업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농촌창업에 있어 스마트팜을 도입 시 비용절감 또는 

수익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가 클수록 스

마트팜을 활용해 창업하려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성의 표준화계수(β=.312)
가 신뢰성의 표준화계수(β=.307)보다 크게 나타나 경제성이 

신뢰성보다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개인혁신성의 조절효과는 가용성 및 신뢰성과 스마트

팜 농촌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역할을 하고 있

으며, 경제성과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 간에는 조절역할을 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보다 앞서서 혁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성향이 있는 이들의 경우, 
스마트팜에 대한 가용성과 신뢰성에 대한 인식이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강화시킴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해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의 ‘신뢰성’

과 ‘경제성’이 스마트팜을 활용한 농촌창업의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는 ‘가용성’과 ‘경제성’이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문형·허철무, 2019). 이

러한 연구결과의 비교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 스마트팜의 경제성에 대한 인식은 농업인, 일반인 모

두에게 있어 스마트팜 도입 및 창업의도에 긍정적 역할을 함

을 알 수 있다. 
둘째, 농업인과 일반인 간 차이점에 대한 확인이다. 즉, 농업

에 오랜 기간 종사해온 농업인은 스마트팜 제공 데이터와 정

보에 대한 신뢰 여부 보다는 스마트팜 기술을 본인의 작물재

배 노하우와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스마트팜 도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안문형·허철무, 
2019), 농업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는 스마트팜으로

부터 제공받는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신뢰가 농작물 재배 지

식의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으므로 스마트팜 창업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논의가 필요한 점은 스마트팜의 가용성이 스마

트팜을 활용한 농촌창업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ICT융합기술 수용요인이 

농업분야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인들이 ICT융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의도에 대해 성과기

대는 높은 반면 노력기대는 낮은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태열·허철무, 2019). 이는 일반인들이 실제 

ICT융합기술을 익혀 농업분야에 활용하는데 있어 조심스럽거

나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이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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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마트팜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제어·관리가 된다는 일반

적 인식을 갖고 있지만 재배 관련 지식·기술이 부족하므로 본

인이 쉽게 배우고 익혀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창업하는 것에

는 부정적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노력기

대 또는 지각된 용이성 변수 투입으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문적 시사점으로는, 본 연구는 

내적 개인특성, 외적 환경요인 등의 일반적인 창업의도 영향

요인 연구에서 벗어나, 농업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의 스마트

팜 창업 동기 부여를 위해 파악이 필요한 스마트팜의 지각된 

유용성 관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부족했던 농촌창업의도 영향 

요인을 새롭게 발굴하고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를 지

니고 있다. 또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의 비

교를 통해 대상집단별 영향요인의 차이 및 우선순위를 밝혔

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스마트팜의 신뢰성이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창업 

이후의 수익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양질의 환경·생육 빅데이

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활용하여 농업 경험이 적은 창업자

도 최적생육환경 관리가 가능한 의사결정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지원이 일반인들의 스마트팜 농촌창업 도전

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스마트팜의 경제성이 스마트팜 농촌창업의도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현 정부정책과 같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농지·자금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도 

스마트팜을 활용해 농촌창업 시 생산량 증대로 인한 수입 증

가, 에너지 비용 및 인건비 절감에 따른 수익 증가로 자력으

로 사업유지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

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경제성 실현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습 보육과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므로 정책적으로 지원사업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일부 작물에 편

중된 스마트팜 재배로 인해 생산량 증대가 시장가격 하락으

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작물로

의 스마트팜 영농기법 모델을 개발 및 보급하는 것이 시급하

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이 있어 후속연

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의 스마트팜 창업

정책은 크게 청년 창농과 중장년 귀농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책 대상별로 세분화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혁

신성 외 다양한 조절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논

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반인들의 가용성과 농촌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기대 또는 지각된 용이성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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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Perceived Usefulness Factors of

Smart Farm on the Rural Entrepreneurial Intention

Mun Hyoung 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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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ICT convergence technology has spread and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and society in general, interest in rural 
entrepreneurship using smart farm as a means for solving many pending problems in agriculture is increasing.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influential factors in terms of perceived usefulness associated with the rural entrepreneurial intention using smart farm 
and suggest a proposal for spreading smart farms. 

The subjects were 296 general adults over 20 years old who were selected by simple random sampling method. The research method 
wa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 22.0. The perceived usefulness of smart farm, which are 
availability, reliability and economic efficiency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o analyze the influential factors on rural 
entrepreneurial intention using smart farm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 innovation was observed. 

As a result, reliability and economic efficiency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rural entrepreneurial intention using smart farm. And 
personal innova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vailability, reliability of smart farm and rural entrepreneurial intention using 
smart farm.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ignificance in that we devised and empirically revealed factors affecting rural entrepreneurship 
inten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erceived usefulness of smart farms, away from studies of general entrepreneurship intention factors 
such as internal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t the seeking direction of policy for potential entrepreneur using smart farm, 
the training and consulting in actual field of smart farm.

Keywords: Smart Farm, Rural Entrepreneurial Intention, Perceived Usefulness, Availability, Reliability, Economic Efficiency, Person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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