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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팜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결과를 SPSS v22.0 및 Process Macro v3.0
를 활용한 자료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으로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을 선정하여 종
속변수인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노력기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적 특성 중 가용성과 
경제성은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신뢰성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은 노력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노력기대는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인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과 수용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스마트팜의 잠재적 수용자
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립의 방향성 모색, 실제 현장에서의 스마트팜 교육 및 컨설팅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스마트팜, 수용의도, 기술적 특성,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 노력기대

Abstract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influenti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cceptance intention of 
smart farm and suggest a proposal for spreading adoption of smart farms. The research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the farmers were used for the research analysis by statistical program SPSS v22.0 and 
Process macro v3.0.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smart farm, which are availability, reliability and 
economic efficiency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variables to analyze the influential factors on 
acceptance intention of smart farm and the mediating effect of effort expectation was observed. As a 
result, availability and economic efficiency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acceptance intention and 
reliability have no influence on acceptance intention. And availability, reliability and economic 
efficiency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effort expectation. Effort expect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smart farm and acceptance inten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t the seeking direction of policy for potential adopters of 
smart farm, the training and consulting in actual field of smart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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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Efficiency, Effort Expec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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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내 농업은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지면적

의 감소, 이상기후에 따른 환경 변화,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시장
개방에 따라 무한경쟁 상태에 놓인 어려운 상황을 맞이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는 토지와 노동에 의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
로운 기술과 과학적 수단들이 융합된 첨단농업으로의 전
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스마트팜은 과학
기술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미래 농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
다. 농촌진흥청(2015)에서는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의 
적용이 초기 단계이긴 하나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고, 기
존 농업이 농업인의 경험과 주관에 의존하며 정형화된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기술적 혁신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비교하면 첨단기술에 의한 혁신적 운영을 통해 생
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농업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
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핵심개혁과제로 ICT 기술
을 융합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
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윤남규 외, 2017)[1]. 

그러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보급 성
과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기준 스마트
팜 보급 현황은 온실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 4,010ha(관
계부처합동 스마트팜 확산방안, 2018)로 이는 우리나라 
시설작물 총 재배면적 67,532ha(통계청, 2017) 대비 약 
5.9%에 불과한 수준이다.

스마트팜 신기술에 대한 기존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
하고 스마트팜에 도전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스
마트팜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
리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 스마트팜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본격적으
로 도입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까지 농
업 ICT 기술의 수용의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해당 기술
을 수용한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수용 결과에 대한 연구 
위주로 이루어졌다(ICT기반 스마트팜 토마토 농업경영
체의 경영성과 비교분석(이승현 외, 2017), 스마트팜 도
입 딸기농가의 생산효율성 통계분석(최돈우 외, 2018) 
등). 윤종열 외(2017)는 스마트팜 선도농가 사례분석을 
통해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교육프로
그램 개발과 전문가 양성, 도입의사가 있는 농가 대상으

로 현장체험 기회 확대, 시설투자 자비용부담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2]. 서대석 외(2016)는 스마트팜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의 우선순위 연구에서 전문가 대상 설문조
사결과를 토대로 경영비·운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증대 
지원, 시설의 표준화·국산화 등을 제시하였다[3]. 그러나 
혁신기술의 수용 당사자인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기술 수
용의도와 관련하여 스마트팜의 어떠한 기술적 특성이 수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업인이 스마트팜을 도입 및 활용하
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인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실질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 파악과 요인간 관계를 분석
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특히 기술수용모델
에서 인지된 용이성을 매개하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진 기술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으
며, 농업인 특성상 시스템 사용이 용이한 정도가 수용의
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노력기대의 매
개효과에 초점을 두고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스마트팜의 잠재적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수
립 방향성 모색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스마트팜 교육 
및 컨설팅에서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해 본 연구 결과
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고찰
2.1 스마트팜의 개념과 정의

스마트팜의 개념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ICT를 비닐하우스, 축사, 과수원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
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곧 작물 
생육정보와 환경정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적기처
방을 함으로써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종전보다 덜 투
입하고도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제고가 가능한 농업을 
말한다고 설명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2]. 윤
남규 등은 스마트팜이란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
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농사 
환경을 관측하고 원격 제어·관리함으로써 편의성이 향상
되고, 측정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정밀한 생산관리를 통해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된 농장을 
일컫는다고 정의하였다(윤남규 외,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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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Venkatesh et al.(2000)이 기술수용

모델의 핵심변수인 인지된 용이성과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로 제시한 기술적 특성을 스마트팜 기술
의 노력기대와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사
용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요인화 
한 본격적인 연구를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관계로 본 연
구에서는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 등 유사한 분야의 기
술적 특성에 대해 연구한 선행 연구 자료를 조사하여 일
반적인 정보기술의 기술적 특성 요인들에 대해 정리한 후,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장 핵심
적인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요인 3가지를 제시하였다.

2.2.1 가용성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에서 가용성(Availability)은 

시스템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정석, 2016)[5]. DeLone et 
al.(2003)은 정보시스템의 성공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시
스템 품질의 가용성을 제시하였다[6]. 정보기술 및 정보
시스템의 수용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는 가용성을 중요
한 영향 요인으로 다루고 있다. 김상현 외(2011)의 연구
에서는 개인 모바일 클라우드의 가용성이 사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7], 류재홍 외(2013)의 연
구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용성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기존 보고서 및 연구 자료를 토
대로 스마트팜 기술의 가용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팜 시스템은 센서를 활용하여 재배 
시설 내 농작물의 생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
로써 냉난방기나 시설 개폐 등을 통해 적절한 재배 환경
을 항상 유지할 수 있으며, 양액재배에서는 양액의 pH, 
EC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농작물에게 필요한 양액
의 성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성경일 외, 2015)[9]. 
스마트팜 기술을 농작업 생산에 적용하면 자동화 설비와 
인터넷 통신기술 등을 결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
이 언제 어디서나 작물 및 가축의 생육 상태와 환경을 모
니터링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직접 제어하거나 컴퓨터
가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다(윤남규 외, 2017)[1]. 오세
종(2017)은 스마트팜의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은 온·습도, 
광량, CO2 농도, 양액 EC, pH 등 온실 내부 센서와 대
기, 강우, 풍속 등 외부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읽어오는 

데이터 값을 디스플레이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온실 내
외부의 환경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온실의 
천·측창, 보온·차광 스크린 등의 열림·닫힘 상태, 환풍기, 
유동팬, CO2 공급기, 보광등, 냉난방기의 작동여부 등 
제어장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자동으로 작동
하기 위한 목표 값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10]. 이상
과 같이 시스템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기능수행에 문제
가 없는 정도를 의미하는 가용성을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스마트팜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용성은 정보
시스템 사용자의 기술수용에 있어 중요한 기술적 특성 
요인으로 볼 수 있고, 가용성은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스마트팜 기술의 
가용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팜 기술수용의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2.2 신뢰성
신뢰성(Reliability)은 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정보시

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그 기능 또는 정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김정석, 2016)[5]. 정
보기술 및 시스템의 수용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신뢰성
은 노력기대 및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활용
되고 있다. Reid et al.(2008)의 인터넷 뱅킹 시스템 수
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뢰성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
각된 유용성을 매개하여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고 검증결과를 제시하였다[11]. 박상철 외(2011)는 클
라우드 컴퓨팅으로 사용전환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해 신뢰성이 지각된 가치를 매개해 전환의도에 영
향을 준다고 하였다[12]. 김동호 외(2012)의 연구에서도 
신뢰성은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13]. 서광규(2013)는 인지된 신뢰성
이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IaaS 채택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으며[14], 정
철호 외(2014)의 연구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 수용의도
에 신뢰성이 사용의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팜 기술의 신뢰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윤남규 외(2017)는 스마트팜 ICT 기기의 표준화는 수요
자인 농업인 입장에서는 통일되고 검증된 정보의 제공으
로 정보탐색 및 측정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이용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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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향상된다고 하면서 스마트팜 기술이 제공하는 정보
의 신뢰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1]. 스마트팜 기술은 스
마트팜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센서를 통해 작물의 생육
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현재 농장 환경에서 작물을 
생육하는데 최적의 생육환경을 분석하여 농가에 설치된 
각종 Actuator에 최적 환경 값을 전송하여 작물의 품질
을 높일 수 있다(김주태 외, 2017)[16]. 이는 스마트팜 시
스템의 기능을 신뢰함으로써 제공되는 데이터 정보를 작
물재배에 활용하는 스마트팜의 특성을 말하고 있으므로, 
정보기술 활용 및 정보시스템 사용에 있어 해당 기능 및 
정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는 
신뢰성을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뢰성은 정보
시스템 사용자의 기술수용에 있어 중요한 기술적 특성 
요인으로 볼 수 있고, 신뢰성은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스마트팜 기술의 
신뢰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팜 기술수용의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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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5]. 따라서 정보기술의 수
용의도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 Benlian et al.(2011)은 SaaS(Software 
as a Service)에 대한 기업의 채택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인지된 비용 이점이 채택의
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하였다[17]. 김
동호 외(2012)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제성 요인이 클라
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업의 도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 분석하였고[13], 이정환 외(2013)는 기업의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러닝 수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경제성이 수용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18]. 기업의 클
라우드 기반 솔루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
서는 비용절감이 솔루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Oliveira et al., 2014)[19].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팜 
기술의 경제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
마트팜 기술은 재배 시설 내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

도 등 적절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온도와 습도, 이
산화탄소 농도 등은 농작물의 생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치는 요소이므로 이를 조절함으로써 작물의 생산성을 높
일 수 있다(성경일 외, 2015)[9]. 또한 스마트팜은 원격
지에서도 냉난방기의 가동, 시설 개폐를 통한 가스 농도 
조절, 양액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특성을 지니므
로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성경일 외, 
2015)[9]. 스마트팜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범농장 컨설팅을 통해 실증 연구한 결과, 토마토 재배 
시범농장의 경우 생산성이 46% 향상되었고, 노동력은 
50% 절감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남규 외, 2017)[1].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성은 정보
시스템 사용자의 기술수용에 있어 중요한 기술적 특성 
요인으로 볼 수 있고, 경제성은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스마트팜의 경제
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팜 기술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3 노력기대
Venkatesh et al.(2003)이 제시한 통합기술수용이론 

모형은 사용행동에 행동의도가 영향을 미치고, 행동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을 구성하고,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촉
진조건’을 구성하며, 변수들 간의 관계는 성별, 나이, 경
험 등에 의해 통제되어지는 모형이다[20]. 여기서 노력기
대(Effort Expectation)는 “시스템의 사용이 용이한 정
도”를 뜻하며, 기술수용모델의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 등 3가지 이론의 변수를 통합하여 구성된 
개념으로, 기술수용에 있어 시스템은 사용자가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하고, 사용 방법을 익히는데 어
려움이 없어야 사용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제시하고 있다
(김정석, 2016)[5].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특성을 고려
하여 스마트팜 기술수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
로 노력기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2.4 수용의도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은 새로운 기술의 확산

에 대해 사용자들이 정보기술을 어떻게, 그리고 왜 수용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
로 다양한 연구들에서 적용되거나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
다(김덕현 외, 2015)[21]. 기술수용모델에서 정보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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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도는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고, 태도는 신념으로부
터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때 정보기술 수용에 있어 
중요한 신념으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과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설정하고 
정보기술 수용과 관련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였
다(김정석, 2016)[5]. Dillon & Morris(1996)는 기술수
용의도란 사용자 집단이 수행하는 과업에 정보기술을 채
택하려는 분명한 의도라고 정의하였다(박동진·배동록, 
2008)[22]. 남수태 등은 기술수용의도에 대해 정보기술
이나 정보시스템에 접근이 허용될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정보기술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해 가지게 되는 사용의도나 
사용계획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남수태 외, 2014)[23].

3. 연구설계
3.1 연구가설 및 모형

3.1.1 연구가설
기술수용모델의 핵심 변수인 인지된 용이성은 외부변

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외부변인으로는 주로 
정보기술의 기술적 특성이나 기술수용자의 특성이 있다
고 제시하였다(Venkatesh et al., 2000)[20].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특성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전새하 등의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
비스의 기술적 특성은 사용의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새하 외, 2011)[24]. 빅데이터 
기술의 수용 요인에 관한 김은영 등의 연구에서는 빅데
이터 시스템의 특성 요인으로 인지된 혜택을 채택하여 
사용용이성을 매개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해 검증하였다(김은영 외, 2013)[25].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블록
체인 기술의 특성변수들 중 신뢰성과 경제성이 노력기대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석, 2016)[5]. 최원
식 외(2013)의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이력추적시스
템(RFID)의 외부변수로 신뢰성, 효율성 등의 시스템 특
성을 채택하여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26]. 농업인의 혁신기술 수용 및 저항 요인
과 농식품 ICT 융복합사업 확산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
구에서는 ICT 복합환경제어시스템 활용의 적합성이 시
스템의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현 외, 2015)[21].

이상의 선행연구를 볼 때, 정보기술에 대한 사용자의 

노력기대 및 수용의도에는 정보기술의 기술적 특성이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Alshehri et al.(2012)은 웹사이트 품질이 전자정부 
서비스 채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 노력기대
가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조직 내 사용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노력기대가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철호 외, 
2014)[15]. 이승현 외(2016)는 정보농산물의 수출 빅데
이터 기술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이용용이성이 이
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정보기술 수용의도에는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믿는 정도인 노력
기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노력기대를 매개변수로, 스마
트팜 수용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매개모형 기반으로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1.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은 스마트팜 수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가용성은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신뢰성은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경제성은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2.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은 노력기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가용성은 노력기대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신뢰성은 노력기대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경제성은 노력기대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3. 노력기대는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과 독립
적으로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4. 노력기대는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과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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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팜 수용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4.1 노력기대는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가용성

과 스마트팜 수용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H4.2 노력기대는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신뢰성
과 스마트팜 수용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H4.3 노력기대는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경제성
과 스마트팜 수용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3.1.2 연구모형
위 가설을 토대로 농업인의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실질

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스마트팜의 기
술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스마트팜 수용의도를 종속변수
로, 노력기대를 매개변수로 하는 단순매개모형을 기반으
로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이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과 노력기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Fig. 1
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cceptance
Intention

Effort
Expectation

Technical Characteristicsof Smart Farm
Availability
Reliability
EconomicEfficiency

H1.1
H1.2
H1.3

H2.1H2.2
H2.3

H3

H4.1: Availability→Effort Expectation→Acceptance Intention
H4.2: Reliability→Effort Expectation→Acceptance Intention
H4.3: Economic Efficiency→Effort Expectation→Acceptance 
Intention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가설을 구성하는 추상적 개념의 

변수들에 대해 측정 가능하도록 내용이나 방법을 구체적
으로 정의하여 표현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정리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거주
지, 학력, 농업종사경력, 재배작물, 토지소유여부, 가구소
득 등을 세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문항 외의 모든 문항들을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2.1 가용성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에서 가용성(Availability)은 

시스템을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정석, 2016)[5]. 본 연구에서는 ‘스마
트팜은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항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기능수행이 안정적이라고 믿는 정도’로 가용성을 정
의하였다.

3.2.2 신뢰성
신뢰성(Reliability)은 정보기술을 활용하거나 정보시

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그 기능 또는 정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김정석, 2016)[5].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팜으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와 정보
를 믿는 정도’로 신뢰성을 정의하였다.

3.2.3 경제성
새로운 정보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투자비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경제성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김정석, 2016)[5]. 본 연구에서
는 ‘스마트팜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절감 또는 수익성 개선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도’로 경제성을 정의하였다.

3.2.4 노력기대
Venkatesh et al.(2003)의 통합기술수용이론 모형에

서 노력기대(Effort Expectation)라 함은 시스템의 사용이 
용이한 정도를 의미한다[5].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팜 기술을 활
용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믿는 정도’로 노력기대를 정의하였다.

3.2.5 수용의도
Dillon & Morris (1996)는 기술수용의도란 사용자 집단

이 수행하는 과업에 정보기술을 채택하려는 분명한 의도라고 
정의하였다[22].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팜을 활용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의 정도’로 수용의도를 정의하였다.

Variables # of 
questionnaires Sources

Technical 
characteristi
cs of Smart 

farm

Availability 5
J. S. Kim. (2016).Reliability 5

Economic 
efficiency 5

Effort expectation 5 S. H. Jeon. (2011).
J. S. Kim. (2016).Acceptance intention 5

Table 1. Measurement tool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이 노력기대를 매개로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151

Classification N %
Gender ①male 121 59.6

②female 82 40.4

Age

①under 30 3 1.5
②30～under 40 17 8.4
③40～under 50 62 30.5
④50～under 60 86 42.4
⑤60 & over 35 17.2

Marriage status
①married 163 80.3
②unmarried 37 18.2
③others 3 1.5

Region

①Seoul 1 0.5
②Gyeonggi/Incheon 35 17.2
③Chungcheong/
  Daejeon/Sejong 37 18.2
④Jeolla/Gwangju 28 13.8
⑤Gyeongbuk/Daegu 33 16.3
⑥Gyeongnam/Busan/
  Ulsan 37 18.2
⑦Jeju 5 2.5
⑧Gangwon 27 13.3

Education

①middle school 2 1.0
②high school 86 42.4
③junior college 55 27.1
④university 54 26.6
⑤graduate school 6 3.0

Farming career

①under 5 years 46 22.7
②5̴～under 10 years 47 23.2
③10～under 15 years 29 14.3
④15～under 20 years 24 11.8
⑤20～under 25 years 32 15.8
⑥over 25 years 25 12.3

Crops of
cultivation

①food crops 51 25.1
②special crops 27 13.3
③forage crops 7 3.4
④green manure crops 19 9.4
⑤horticultural crops 99 48.8

House owner ①Yes 31 15.3
②No 24 11.8

Land owner ①Yes 2 1.0
②No 13 6.4

Career before
farming

①Self-employed 133 65.5
②Professions 171 84.2
③Public official 32 15.8
④Office worker 170 83.7
⑤Sales and service 33 16.3
⑥Production worker 47 23.2
⑦R&D job 21 10.3
⑧Agriculture 5 2.5
⑨others 28 13.8

Average monthly 
family income

①under 2 million won 10 4.9
②2-under 4 mil won 12 5.9
③4-under 6 mil won 10 4.9
④over 6 million won 55 27.1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203)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국에 소재되어 있는 기존 농업인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과 선행
연구 고찰을 토대로 설문항목을 추출한 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2018년 5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0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는 
249부로 집계되었으며,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 
46부를 제외한 203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 22.0과 PROCESS 
macro v3.0을 이용하였다. SPSS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의 
배경변수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으로 측정변수의 일관성을 파악하였다. 인구통
계학적 변수별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값의 평균차이의 유
의성 검정을 위해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베치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이 노력기대를 경유
하여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매개모형인 Model 4를 이용하여 
추정한 간접효과, 직접효과, 총효과를 검정하였다. 간접효
과의 유의성은 Bootstrap 신뢰구간 검정을 이용하였다. 

4. 분석결과
4.1 조사대상의 특성

본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 203명의 인구통
계학적 변수별 특성 파악을 위하여 성별, 연령, 결혼여부, 
거주지, 학력, 농업 종사 경력, 재배 경험 작물, 스마트팜 
실행 희망 작물, 주택소유 여부, 토지소유 여부, 농사이전 
종사 업종, 월 평균 가구 소득 등의 변수로 구분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별 분포에서는 남성(59.6%; 121명)이 여성(40.4%; 
82명)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 분포에서
는 50세∼60세 미만(42.4%; 86명), 40세∼50세 미만
(30.5%; 62명), 60세 이상(17.2%; 35명), 30세∼40세 
미만(8.4%; 17명), 30세 미만(1.5%; 3명)의 순으로 나타
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40세 이상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 분포는 80.3%(163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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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 분포에서는 서울과 제
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 분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43.4%(86명)로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하고, 그 다
음으로 전문대 졸업(27.1%; 55명), 대학교 졸업(26.6%; 
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 종사 경력 분포는 5년∼10년 미만(23.2%; 47
명), 5년 미만(22.7%; 46명), 20년∼25년 미만(15.8%; 
32명), 10년∼15년 미만(14.3%: 29명), 25년∼30년 미
만(12.3%; 25명), 15년∼20년 미만(11.8%; 24명)의 순
으로 나타났고, 10년 이상 경력자의 비중이 10년 미만 
경력자 비중보다 8% 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 경험 작물 분포에서는 원예작물(48.8%; 99명), 식
용작물(25.1%; 51명), 특용작물(13.3%; 27명), 녹비
(9.4%; 19명), 사료작물(3.4%; 7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사료작물은 매우 미미한 분포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팜 실
행 희망 작물 분포는 원예작물(65.5%; 133명), 식용작물
(15.3%; 31명), 특용작물(11.8%; 24명), 녹비(6.4%; 13
명), 사료작물(1.0%; 2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녹비와 사
료작물은 매우 미미한 분포로 조사되었다. 

주택과 토지 소유 여부 분포에서는 80% 이상이 주택
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사 이전 
종사 업종은 농업관련(27.1%; 55명), 자영업(23.2%; 47
명), 사무직 회사원(13.8%; 28명), 전문직(10.3%; 21명), 
기타(7.4%; 15명), 생산직 회사원(5.9%; 12명), 판매서비
스 회사원(4.9%; 10명), 기술연구직 회사원(4.9%; 10명), 
공무원(2.5%; 5명) 순으로 분포를 보였다. 농업관련과 자
영업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 평균 가
구 소득 분포는 200∼400만원 미만(53.7%; 109명), 200
만원 미만(21.2%; 43명), 400∼600만원 미만(18.2%; 37
명), 600만원 이상(6.9%; 1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연구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도구가 적절하게 측정하

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
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
는지 검정하기 위해, 편상관계수가 얼마나 작은지를 검증
하는 Kaiser-Meyer-Olkin(KMO) 검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모두 KMO 값이 .9 
이상(.915)으로 매우 좋은 편으로 나타나므로 요인분석
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
다. 이와 함께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결과, 유의확률이 0.000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
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able 3. Factor Analysis
Factor

AI EE R E A
AI-5 .875 .164 .074 .151 .266
AI-3 .806 .245 .134 .160 .340
AI-1 .803 .244 .154 .208 .374
AI-2 .735 .231 .226 .401 -.188
AI-4 .723 .414 .199 .012 .088
EE-5 .440 .742 .282 .235 .198
EE-4 .379 .730 .373 .173 .239
EE-1 .349 .704 .194 .387 .252
R-3 .103 .211 .877 .312 .049
R-4 .262 .246 .841 .177 .203
E-2 .314 .181 .250 .808 .261
E-1 .132 .335 .458 .728 .076
A-1 .236 .154 .077 .085 .866
A-4 .563 -.223 .664 .092 .163
Eigen Value 3.894 2.410 2.227 1.894 1.785
% of 
Variance 27.817 17.215 15.906 13.530 12.748
Cumulative 
% 27.817 45.033 60.938 74.468 87.216
KMO Measure = .915
Bartlett x2 = 2783.119, df = 91, p = .000
Note: AI=Acceptance Intention, EE=Effort Expectation, 
      R=Reliability, E=Economic efficiency, A=Availability

4.3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분석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하

는 내적일관성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신뢰도를 추정
하는 방법으로 Cronbach's α를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의 값이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
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 계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
다고 판단된다.

Variable Sub-Variable Cronbach's α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Smart Farm

Availability .755
Reliability .894

Economic Efficiency .858
Effort Expectation .936

Acceptance Intention .928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4.4 상관관계 분석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

시하였다. 상관계수를 통해서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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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였는데 ±.81∼±1.0 범위에 속하는 상관계수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인 가용성, 신뢰
성 및 경제성은 노력기대 및 스마트팜 수용의도와 각각 정
(+)의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고, 노력기대와 스마트팜 수용의
도 간의 관계는 정(+)의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R E EE AI
A 1
R .473*** 1
E .549*** .684*** 1
EE .673*** .641*** .691*** 1
AI .589*** .481*** .570*** .749*** 1
*P<0.05, **P<0.01, ***P<0.001
Note: A=Availability, R=Reliability, E=Economic efficiency

EE=Effort Expectation, AI=Acceptance Intention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4.5 가설검정
4.5.1 인과관계 분석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과 노력기대가 스마트팜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하여 스마트팜의 기술
적 특성인 가용성, 신뢰성, 경제성을 독립변수로, 노력기
대를 매개변수로, 스마트팜 수용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수 간의 관계인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하였
다. 확인 결과 10보다 작으므로(2.144 이하) 다중공선성
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이 스마트팜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6과 같이 가용성(B=.484, 
p=.000)과 경제성(B=.344, p=.000)은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성(B=.114, p=.171)은 
수용의도에 비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ceptance Intention
B β t

(constant) -0.627 -2.090*

Availability .484 .381 5.912***

Reliability .115 .101 1.374
Economic efficiency .344 .291 3.746***

R² .439
F 51.853***

*p<.05, **p<.01, ***p<.001

Table 6. Effect of technical characteristics on acceptance 
intention

또한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이 노력기대에 미치는 영
향은 Table 7과 같이 가용성(B=.547, p=.000), 신뢰성
(B=.309, p=.000), 경제성(B=.410, p=.000) 모두 노력
기대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ffort Expectation
B β t

(constant) -1.362 3.188**

Availability .547 .386 7.405***

Reliability .309 .245 4.103***

Economic efficiency .410 .311 4.945***

R² .632
F 113.918***

*p<.05, **p<.01, ***p<.001

Table 7. Effect of technical characteristics on effort expectation

한편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이 통제된 상황에서 노력
기대와 수용의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스마트팜
의 기술적 특성과 노력기대를 독립변수로, 수용의도를 종
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8과 같이 노력기대(B=.553, p=.000)는 수용의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cceptance Intention
B β t

(constant) .127 .458
Availability .181 .143 2.257*

Reliability -.056 -.050 -.746
Economic efficiency .117 .099 1.387
Effort Expectation .553 .617 8.112***

R² .579
F 68.004***

*p<.05, **p<.01, ***p<.001

Table 8. Effect of effort expectation on acceptance intention

4.5.2 매개효과 분석
다음으로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매개모형인 Model 4를 이용하여 가설 검정 
및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포함한 효과 분석을 실
시하였다. 특정 간접효과들을 추론하기 위하여 매개모형
을 기반으로 10,000개의 Bootstrap 표본들에 관한 편의
수정 95% Bootstrap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신뢰구간
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적인 것으
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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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 중 가용성이 수용의도에 미치
는 총효과와 직접효과는 Table 9와 같이 각각 .484와 
.181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이 [.322, .645]와 [.023, 
.340]으로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가용성이 노력기대를 경유하여 수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303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 [.200, .438]이 0을 포함하지 않으
므로 유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Acceptance Intention
Effect 95% LLCI 95% ULCI

Total effect .484 .322 .645
Direct effect .181 .023 .340
Indirect effect Effect 95% 

BootLLCI
95% 

BootULCI
Availability → 
Effort Expectation →
Acceptance Intention

.303 .200 .438

Note: LL=Lower limit; UL=Upper limit; CI=Confidence interval; 
Boot=Bootstrapping.

Table 9. Effect of availability on acceptance intention

다음으로 신뢰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
효과는 Table 10과 같이 각각 .115와 -.056로 나타났지
만 95% 신뢰구간이 [-.050, .279]과 [-.205, .093]으로 
나타나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유의적으로 나타
났다. 신뢰성이 노력기대를 경유하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171이고 95% Bootstrap 신
뢰구간 [.092, .261]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
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Acceptance Intention
Effect 95% LLCI 95% ULCI

Total effect .115 -.050 .279
Direct effect -.056 -.205 .093
Indirect effect Effect 95% 

BootLLCI
95% 

BootULCI
Reliability → 
Effort Expectation → 
Acceptance Intention

.171 .092 .261

Note: LL=Lower limit; UL=Upper limit; CI=Confidence interval; 
Boot=Bootstrapping.

Table 10. Effect of reliability on acceptance intention

마지막으로 경제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
접효과는 Table 11과 같이 각각 .344와 .117로 나타났
지만 95% 신뢰구간이 [.163, .526]과 [-.050, .284]으로 

나타나 총효과의 검정구간은 0을 포함하지 않고, 직접효
과 검정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총효과는 유의적
이고 직접효과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이 노력
기대를 경유하여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227이고, 95% Bootstrap 신뢰구간 [.136, 
.330]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Acceptance Intention
Effect 95% LLCI 95% ULCI

Total effect .344 .163 .526
Direct effect .117 -.050 .284

Indirect effect Effect 95% 
BootLLCI

95% 
BootULCI

Economic efficiency → 
Effort Expectation → 
Acceptance Intention

.227 .136 .330

Note: LL=Lower limit; UL=Upper limit; CI=Confidence interval; 
Boot=Bootstrapping.

Table 11. Effect of economic efficiency on acceptance intention

4.5.3 가설검증 결과 요약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H1.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은 스마트팜 수용의
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채택]

H1.1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가용성은 스마트
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1.2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신뢰성은 스마트
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H1.3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경제성은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H2.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은 노력기대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1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가용성은 노력기
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2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신뢰성은 노력기
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H2.3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경제성은 노력기
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H3. 노력기대는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과 독립
적으로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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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H4. 노력기대는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과 스마
트팜 수용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H4.1 노력기대는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가용
성과 스마트팜 수용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H4.2 노력기대는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신뢰
성과 스마트팜 수용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H4.3 노력기대는 스마트팜 기술적 특성의 경제
성과 스마트팜 수용의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채택]

5. 결론 및 제언
5.1 연구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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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
의 영향을 미치며, 신뢰성은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농업
인들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팜으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신뢰 여부보다는 스마트팜 기술이 작물재배
와 관련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기능수행이 안정적이
라고 믿을수록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높아지며, 
스마트팜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절감 또는 수익성 개선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도가 클수록 스마트팜을 도입
하려는 의지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둘째,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인 가용성, 신뢰성, 경제
성은 스마트팜 노력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농업인들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팜 기술이 작물재배
와 관련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기능수행이 안정적이
라고 믿을수록, 스마트팜으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와 정
보를 신뢰할수록, 그리고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도가 클수록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
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인 가용성, 신뢰성, 경제
성은 스마트팜 노력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농업인들은 일반적으로 스마트팜 기술이 작물재배
와 관련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기능수행이 안정적이

라고 믿을수록, 스마트팜으로부터 제공되는 데이터와 정
보를 신뢰할수록, 그리고 스마트팜 도입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정도가 클수록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
는 것이 용이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스마트팜에 대한 노력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스마트팜의 기술적 특성인 가용성, 신뢰성, 경
제성과 수용의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2 시사점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스마트팜의 가용성이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단발성 교육 방식에
서 벗어나 전문적인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
트팜 기술을 활용하면 복합적인 재배환경 요인을 실시간
으로 파악하여 작물에게 필요한 환경조건을 적시에 공급
할 수 있는 기능 수행을 체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
다. 또한,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도 기기 및 통신의 표준화
를 통해 고장 발생 시 즉각 장애를 조치하여 시스템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한다면 스마트팜의 가용성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정도가 개선됨에 따라, 연구결과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
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노력기대)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노력기대는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팜의 경제성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는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의 정책자금 지원수단에만 의존할 것
이 아니라, 생산량 증대에 따른 수입 증가분과 인건비·에
너지비용 등의 증감에 따른 투자대비 수익성의 변화를 
제시하여 경영주체로서 농업인 스스로 스마트팜 기술 도
입에 따른 경제성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스마트팜의 신뢰성이 노력기대를 매개하여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농업인들의 스마트
팜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스마트팜 데이
터 신뢰와 활용 증진을 위해 생산성 향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양질의 환경·생육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최적생육환경 관리
를 위한 농업인의 정밀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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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로는 첫째, 기술수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본 연구에서 채택
한 기술적 특성 요인 외에도 개인적 특성 요인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모형에서는 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력기대 외에 성
과기대, 사회적 영향 등의 변수들을 추가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최근의 귀농 
트렌드와 스마트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 증가를 고려
한다면 귀농에 관심 있는 일반인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여 스마트팜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본 
연구결과와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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