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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국내 중소제조기업이 질적 고도화를 위해 현재 대비 상위단계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합기술수용이론과 확장된 2단계 정보시스템 지속사용모델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375부를 
SPSS와 AMOS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은 사용자 만
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사용자 만족도와 경영자의 의지는 고도화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공급사의 기술력은 고도화 수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팩토리 사용
자의 만족도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고도화 수용의도 간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향후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를 위해서는 사용단계에서의 만족도 향상과 경영자의 스마트화 의지
를 지속 향상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스마트팩토리, 통합기술수용이론, 확장된 2단계 정보시스템 지속사용모델, 사용자 만족도, 고도화 수용의도.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omestic SMEs that have introduced smart 
factories on their intention to accept at a higher level for qualitative advancement. 375 copies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with UTAUT and the extended two-stage 
information system continuous model.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y, social influence, 
and facilitating condition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user satisfaction and user satisfaction 
and CEO’s will have an effect on the intention to accept the advancement. However, the suppliers’ 
technology didn‘t have a direct effect on the advancement acceptance intention and user satisfaction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performance expectancy, effort expectancy, social influence, 
facilitating conditions and the advancement acceptance intention. SME’s advancement for smart 
factory,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satisfaction level and the CEO's will to become smart.
Key Words : Smart Factory, UTAUT, Extended Two-Stage Information System Continuance Model, User 

Satisfaction, Advancement Acceptanc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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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6년 ‘4차 산업혁명의 이해(Maste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을 계기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전세계적으로 유
행하기 시작했다[1].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을 기
반으로 한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2], 제조업 혁신의 관점에
서 보면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업체로 바뀌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의미하기도 한
다[3]. 중소제조기업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
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와의 ‘스마트한 융합’이 중요하다. 4차 산업
혁명에서의 ‘스마트’란 경영대상에 대한 스마트한 관찰능
력과 제어능력을 갖는 것이고, ‘융합’이란 디지털 전환의 
적용 대상인 전문 분야와 첨단 ICT 기술의 융합을 말한
다[3]. 이러한 스마트한 융합이 공장에 적용되어 활용되
면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가 된다. 이 용어는 
2011년 독일 정부가 스마트팩토리를 근간으로 하는 
Industry 4.0을 주창하면서 새로운 제조업 경쟁력 제고
의 수단으로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 스마
트 팩토리의 가치는 전문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과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 즉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불량률 감소 등 의 달성에서 발견할 수 있다[3]. 스
마트팩토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스마트팩토리의 적
용 확산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성공사례나 중소기업
의 스마트팩토리 신규 구축 수용 요인과 성과, 또는 제조
공정 혁신방안 등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을 위한 중소
기업에서의 신규 구축 수용요인이나 제조공정 혁신 방안 
등이 중심이다[4-8]. 해외 선행연구의 경우 스마트팩토리 
신기술인 사물인터넷의 적용방안, 빅데이터의 활용, 클라
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인공지능 적용,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이버물리시스템 활용 등 개별 신기술의 적용 및 확대방
안 등에 대한 연구 등이 대부분이었다[9-12]. 지금까지의 
국내외 선행연구를 볼 때 스마트팩토리를 이미 구축한 중
소기업이 그 질적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상위단계의 스
마트팩토리 기술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련
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스마트팩토리 관련 산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급하는 스마트팩토리 
공급산업과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
하는 스마트팩토리 수요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13]. 지금
까지의 선행연구는 스마트팩토리 수요기업의 기술수용방

안 등 수요측면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스마트팩토
리 공급산업 측면에서의 스마트팩토리 기술공급사의 기
술력이 스마트팩토리 수요기업의 기술수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본다. 최근 공급기업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한 스마트공장 정책제언이나[13], 스마트
공장 중소 공급기업 실태분석과 개선방안[14] 등 스마트
팩토리 기술공급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있으나 아직 공급
사의 기술력이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수
용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한편, 정부는 2014년 이후 ‘제조업 혁신 3.0전략’
을 수립하고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보
급확산정책을 추진해 왔다. 중소 제조기업 67,000개중 
30,000개를 2022년도 까지 스마트팩토리를 보급확산하
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온 결과 2020년말 기준 
19,779개사에 스마트팩토리를 보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적보급에 치중한 결과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의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
이다[15].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소제조기업이 지속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이 있다. 즉 선행연구가 중소제조기업의 스마트팩토
리 신규 수용요인 중심이라면 본 연구는 스마트팩토리를 
현재보다 상위단계로의 질적 고도화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 
중소기업이 그 수준을 지속 고도화하는 것이 향후 중소기업 
제조경쟁력의 핵심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스마트팩토리 고도
화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통합기술수용이론과 정
보시스템의 지속사용을 위한 확장모형을 바탕으로 실증분
석을 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정책의 성공을 위한 시사점을 얻음은 물론 스마트팩토리 질
적 고도화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 
중소제조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
팩토리 신기술을 도입한 중소제조기업들이 현재 수준에서 
상위단계로의 질적 고도화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중소제조기업에서의 스마트 융합화
를 위한 경영자의 의지와 스마트팩토리 도입기업의 사용자 
만족도가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스마트팩토리 공급산업 
측면에서 스마트팩토리 공급사의 기술수준이 스마트팩토리 
수요기업의 고도화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
고자 한다. 위 검증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지능형 제조혁신 
전략의 성공을 위한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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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추진 현황 

정부도 기술융합화에 대비하여 2014년 이후 제조업과 
ICT와의 융합을 위한 ‘제조업 혁신 3.0전략’을 통해 스마
트 팩토리의 보급확산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보급확산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여
진다. 지난 6년간 년간 110% 수준의 양적확대를 달성하
였으며, ’14년부터 ’17년까지 도입기업들은 평균 생산성 
향상 30%, 품질 향상 43.5%, 비용 절감 15.9% 등의 가시
적 성과도 보이고 있다[16]. 현재 전국 10인이상의 중소 
제조기업 67,000개중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중소기업
은 2020년말 현재 19,799개사로 약 30% 수준이며, 이 
중 74.5%가 낮은 기초단계(레벨1∼2)에 머무르고 있고, 
중간 1단계가 23.7%, 중간 2단계가 1.8%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스마트팩토리 보급현황은 Fig. 1과 같다.

Fig. 1. Smart Factory Supply Status by 7 Years
*Source: Korea Smart Manufacturing Office

2019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
단(KOSMO : Korea Smart Manufacturing Office)이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KOSMO는 스마트팩토리의 수준을 기업의 ICT 기술의 활
용 정도 및 역량 등에 따라 ‘기초-중간1-중간2-고도’로 구
분하고 있다[15]. 단계별 수준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중소제조기업이 경쟁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위단계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지속
적으로 수용하여 스마트팩토리 수준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

다. 정부도 지난 해 7월 한국판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
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제조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스마트 제조 2.0 전략」을 마련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정책 전반을 양적보급 중심에서 질적 
고도화로 정책 전환을 하는 ‘지능형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발표하였다[17]. 이 전략의 목표는 스마트팩토리 구축기업
의 고도화율(중간 1단계 이상)을 25.5%(‘20)에서 30%(’25
년)로 향상시키고, 스마트제조 공급사의 기술경쟁력을 
72%(‘18)에서 83%(’25)까지 향상 시키겠다는 것이다[17]. 

2.2 선행연구 고찰
2.2.1 통합기술수용이론
통합기술수용이론(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 이하 UTAUT)은 Venkatesh
와 그의 동료들이 2003년에 발표한 모형으로 초기 기술수
용이론이 정보기술의 다양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며 기존의 행동의도에 관한 8개의 이론을 통
합하여 개발된 행동 예측에 관한 모형이다[18]. 기존의 행
동의도에 관한 8개의 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TRA : 
Theory of Reasoned Action), 계획된 행동이론(TPB : 
Theory of Planned Behavior), 동기유발이론(MM : 
Motivation Model), PC 활용이론(MPCU : Model of PC 
Utilization) 혁신확산이론(IDT : Innovation Diffusion 
Theory), 사회인지이론(SGT : Social Cognitive Theory), 
TAM-TPB 통합이론(Combined TAM-TPB)을 말한다. 
UTAUT는 소비자나 조직의 ICT 기술의 사용 행위 예측에 
있어 70% 정도의 높은 설명력을 가지기때문에 새로운 ICT
의 사용의도를 예측하는 이론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되어지고 있다[18]. UTAUT는 기술수용요인들로서 성과기
대(PE : Performance Expectancy), 노력기대(EE : Effort 
Expectancy), 사회적 영향(SI : Social Influence), 촉진조건
(FC : Facilitating Conditions)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성

Level Standard Conditions Main Tools
Advanced
(Level 5)

Autonom-
ous

Autonomous progress from 
monitoring to control and 

optimization
AR/VR
CPS

Table 1. Smart Factory Level by Stage

Medium 2
(Level 4)

Optimiza
-tion

Possible to respond in 
advance trough process 

operation simulation

Sensor
Controller

Optimization
tool

Medium 1
(Level 3) Control Control by analyzing 

collected information
Sensor +
Analytical

tool

Basic
Level 

2
Monitor

-ing
Monitoring of production 

information is possible in real 
time

Sensor

Level 
1 Check Partial standardization and 

data mamagement Barcode
*Source: Korea Smart Manufacturing Office 
(https://www.smart-fac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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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은 기술수용의 행동의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촉진조건은 종속변수인 사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절변수로는 
성, 나이, 경험, 자발적 사용을 선정하였다[18].

UTAUT는 신기술의 수용의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
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들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용의도, 
중소기업에서의 IoT 수용의도, 모바일 지불의 수용의도, 금
융권에서의 챗봇 서비스 수용, ICT 기반 학습에 적용, 인공
지능 뮤직의 사용, 스마트 농업에서의 IoT 수용, e-헬스케
어에서의 IoT 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9-26]. 또한, UTAUT는 스마트팩토리와 관련된 연
구에서도 자주 활용된다. 국내 스마트팩토리 기술수용에 미
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UTAUT를 이론적 바탕으로 활
용하기도 하였다[28, 29].

2.2.2 확장된 2단계 정보시스템 지속사용 모델
정보시스템의 지속사용에 관한 2단계 확장 모델

(Extended the Two-Stage Information Systems 
Continuance Model)은 정보통신 신기술을 도입하기전
의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신뢰 등이 
도입 이후 사용단계에서의 사용자 만족도가 지속사용의
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한 모델이다[30]. 기
존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이나 
UTAUT가 IT 신기술이나 정보시스템의 신규 도입단계에
서의 수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이미 IT 신기술을 
도입한 조직이나 개인이 새로운 IT 기술의 지속사용의도
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Bhattacherjee(2001)의 정보시스템 지속사용을 위
한 후기수용모델(A Post-Acceptance Model of 
Information System Continuance)[31]과 UTAUT를 결
합한 확장된 2단계 정보시스템 지속사용 모델을 제시하
게된 것이다[30]. Venkatesh et al.(2011)은 이를 실증
분석하기 위하여 3,159명의 홍콩시민들을 대상으로 홍콩
의 2개의 전자정부 기술(SmartID Card, GovWeb)에 대
해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사용전 단계에서의 
인지된 유용성,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신뢰가 
사용단계에서의 사용자의 신념과의 긍정적 불일치 정도
에 따라 사용자의 만족도가 달라지며 이것이 사용단계에
서의 사용자의 신념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는 정보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30].  

한편, Bhattacherjee & Premkumar(2004)는 정보

시스템 지속사용모델에서 정보기술 사용자의 신념과 태
도는 정보기술 사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나 정보기술의 
직접 사용경험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32]. 이 
모델의 핵심이론은 Oliver(1980)가 제시한 기대-일치 이
론(Expectation-Confirmation Theory)으로서, 소비자
의 구매전 기대와 구매 후 인지된 성과간의 일치여부가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만족도가 소비자
의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33]. 정보시스
템의 사용전 단계에서의 인지된 유용성에 대한 기대가 인
지된 성과와의 일치 정도는 사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고 최종적으로 정보시스템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이다[32].

2.3 경영자 의지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 최고경영자의 혁신에 대한 의지

는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보화와 관련 경영자의 지지나 의지는 정보
시스템의 효과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 정보기술에 대한 지식, 혁신성향 등이 정보기
술의 수용과 사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34]. 이는 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현대화를 위해서는 
ICT 신기술 수용을 위한 상당 규모의 투자와 전사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의존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ICT에 대한 잘못된 투자는 기업 경영
에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4]. 특히 스마트팩토리의 도입은 기업의 기존 업무관행
과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불확실
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를 위한 경영
자의 의지는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수용의도에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35]. 국내 선행연구로는 최고경
영자의 의지가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와 CEO의 역량이 스마트팩토리 수용의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등이 있다[36,37].

2.4 공급사 기술력
스마트팩토리 공급산업의 기술은 수요산업의 제조프

로세스와 융합되어 수요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을 스
마트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38].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의 기술역량은 스마트팩토
리 보급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끼치며, 향후 유지 보수와 
추가적인 스마트화에도 영향을 끼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39,40]. 지난 해 10월 ‘스마트제조 표준 선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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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과 독일의 공동 온라인 포럼’을 앞두고 스마트제
조혁신 추진단장은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국내 중소 제
조기업의 성숙도가 기초단계(레벨 1, 2)에 머무르고 있는 
요인을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 사업을 하는 공급기업의 
수준이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4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팩토리 공급사의 기술력이 
스마트팩토리 수요기업의 고도화 수용의도 사이에 어떠
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3. 연구설계
3.1 연구 모델 

기본적으로 종속변수인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수용의
도(AAI)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UTAUT에서 신기술 수용요인으로 채택하고 있는 성과
기대(PE), 노력기대(EE), 사회적 영향(SI), 촉진조건(FC)
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중소기업 스마트화 특
성요인으로서의 경영자 의지(CW)와 스마트팩토리 공급
사의 기술력(ST)을 추가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정
보시스템 지속사용 모델에서의 사용자 만족도(US)를 
UTAUT의 독립변수와 고도화 수용의도(AAI)간의 매개
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모델은 Fig. 2와 같다.

PE
EE
SI
FC
CW
ST

US

AAI

H1
H2
H3
H4

H5
H6

H7

Fig. 2. Research model
*PE(Performance Expectancy), EE(Effort Expectancy), SI(Social 
Influence), FC(Facilitating Conditions), CW(CEO's Will), ST(Suppliers’ 
Technology), US(User Satisfaction), AAI(Advancement Acceptance 
Intention)

3.2 연구가설 설정
Venkatesh et al.(2011)은 확장된 2단계 정보시스템 

지속사용 모델에서 성과기대(인지된 유용성),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은 사용자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30]. 그리고 최근의 선행연
구에서도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이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42,43].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사례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연
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 스마트팩토리 도입으로 인한 성과기대는 사용자
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 스마트팩토리 도입으로 인한 노력기대는 사용자
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 스마트팩토리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은 사
용자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 스마트팩토리 도입으로 인한 촉진조건은 사용자
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첨단 ICT와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를 위한 최고 경영자의 스마트화 의지는 
스마트팩토리 신기술 수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가 있다[34-37].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연구가
설을 설정하였다. 

H5 : 경영자 의지는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급측면에서의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의 역량은 스마
트팩토리 보급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가 있다[39,40]. 또한, 스마트팩토리 수요기업의 수준이 
낮은 것은 스마트제조 공급사의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이
라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의 언급[41]을 토대로 아래
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6 : 공급사의 기술력은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Venkatesh et al.(2011)은 확장된 2단계 정보시스템 
지속사용 모델에서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는 사용
자의 태도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정보시스템의 지속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30]. 최근의 TAM을 
이용한 가상현실게임 관련 연구에서도 ICT 신기술에 만
족한 소비자는 그것의 지속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 있다[44].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7 : 사용자 만족도는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수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Venkatesh et al.(2011)에서처럼 성과기대(인
지된 유용성),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은 스마트
팩토리 사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용자 
만족도는 정보시스템의 지속사용의도에 매개역할을 한다
[30]고 본 것처럼 스마트팩토리 사용자 만족도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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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 고도화 수용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고
도화 수용의도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
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8 : 사용자 만족도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
향, 촉진조건과 고도화 수용의도간에 매개효과
를 가질 것이다.

H8-1 : 사용자 만족도는 성과기대와 고도화 수용의도
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8-2 : 사용자 만족도는 노력기대와 고도화 수용의도
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8-3 : 사용자 만족도는 사회적 영향과 고도화 수용
의도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H8-4 : 사용자 만족도는 촉진조건과 고도화 수용의도
간에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3.3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Venkatesh et al.(2003)은 UTAUT에서 성과기대란 

TAM의 인지된 유용성과 동일 개념으로 사용자가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직무수행 성과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라고 정의했다. 노력
기대란 사용자가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술의 사용과 관련
된 용이함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는 TAM의 
인지된 용이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또한 사회적 영향이란 
주변의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개인이나 조직이 인지하는 정
도를 말하며, 촉진조건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정보시스템
이나 신기술의 사용지원을 위해 조직이나 기술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18]. 

3.3.1 성과기대
성과기대는 스마트팩토리 신기술을 지속 도입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성과기대는 Venkatesh et 
al.(2003)의 성과기대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한 5개의 질
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1점 : 전
혀 아니다∼7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
은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따른 ‘업무 효율성’,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을 포함한다.

3.3.2 노력기대
노력기대란 스마트팩토리 신기술을 쉽고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노력기대는 Venkatesh 
et al.(2003)의 노력기대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한 5개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1점 : 
전혀 아니다∼7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
문은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따른 ‘사용 용이성’, ‘이해 용이
성’, ‘적응 용이성’ ‘학습 용이성’ 등을 포함한다.

3.3.3 사회적 영향
사회적 영향이란 거래기업이나 고객이 스마트팩토리 

도입 기업이 스마트팩토리 신기술을 지속 수용하여야 한
다고 믿는 것을 기업이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
적 영향은 Venkatesh et al.(2003)의 사회적 영향 척도
를 바탕으로 수정한 5개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척
도는 리커트 7점 척도(1점 : 전혀 아니다∼7점 : 매우 그
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은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따른 ‘거래기업의 평가’, ‘고객 평가’, ‘정부기관 평가’, 
‘주변 회사들 평가’ 등을 포함한다.

3.3.4 촉진조건
촉진조건이란 스마트팩토리 신기술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기술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촉진조건은 Venkatesh et al.(2003)
의 촉진조건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한 5개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 1점 : 전혀 아니다
∼7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은 스마트
팩토리 지속수용을 위한 ‘ICT 기술 보유’, ‘설비 및 기계
장치 보유’, ‘공장자동화 시스템 보유’, ‘운영기술인력’ 
등을 포함한다.

3.3.5 경영자 의지
경영자 의지란 최고경영진이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창

조적인 변혁과정으로 인식하여 스마트팩토리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hoi, Ko & Jang(2020)의 최고경영진의 혁신의지 척
도를 바탕으로 수정한 5개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35]. 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1점 : 전혀 아니다∼7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은 스마트팩토리 
지속수용을 위한 ‘혁신의지’, ‘신기술 수용성’, ‘위험 감
수성, ‘실행의지’ 등을 포함한다. 

3.3.6 공급사 기술력
공급사 기술력은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 사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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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급할 수 있
는 역량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에 대한 설문조사척도를 바탕으로 개발한 5개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13]. 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1점 : 전
혀 아니다∼7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
은 스마트팩토리 공급사 기술수준의 ‘고도화 효용성’, ‘비
교우위’, ‘기술 서비스 수준’ 등을 포함한다.

3.3.7 사용자 만족도
사용자 만족도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기 위해 투입

한 비용과 노력에 비해 사용자가 적절한 성과가 있다고 
느끼는 인지적, 감정적 상태라고 정의했다. 사용자 만족
도는 Oliver(1980)와 Venkatesh et al.(2011)의 만족
도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한 5개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
다. 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1점 : 전혀 아니다∼7점 : 매
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은 스마트팩토리 도
입에 따른 ‘생산성 증가’, ‘업무 편리’, ‘고객 평가개선’, ‘주
변회사 평가개선’ 등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다.

3.3.8 고도화 수용의도
고도화 수용의도는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기업이 현

재보다 상위단계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에 대한 지속수용

의도가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Venkatesh et al.(2011)
의 지속사용의도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한 5개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척도는 리커트 7점 척도(1점 : 전혀 아
니다∼7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은 스
마트팩토리 ‘고도화 지속 추진’, ‘적용범위 확대’, ‘기술
인력 지속 육성’ ‘기술 수준 향상’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선행연구들
의 정의와 측정내용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Table 2
와 같다.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중소기업 19,799

사중 조사전문기관이 업체 데이터를 확보한(약 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1개의 설문지를 가지고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사전 조사를 거쳐 본조사를 실
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
까지 소요되었다. 자료분석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결
측자료 없이 수집된 375부를 대상으로 SPSS 23.0, 
AMOS 23.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를 이용하여 표본의 특성, 기술적 통계,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AMOS의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ReferencesConcepts Measurement contents

Indepe
-ndent

Performance 
Expectancy

The degree to which they believe that productivity, quality 
improvement and cost reduction can be achieved by continuously 
introducing new smart factory technologies.

 Work efficiency,Cost reduction, 
Productivity improvement, 

 Quality improvement. etc.
Venkatesh et 

al.(2003)

Effort  
Expectancy

The degree to which new smart factory technology can be used 
easily and conveniently

 Easy to use, Easy to understand,
 Easy to adapt,  Easy to learn

Venkatesh et 
al.(2003)

Social 
Influence

The degree to which a company perceives that a business 
partner/customer believes the company  introducing the smart 
factory should continue to accept the new smart factory 
technology.

 Business partners’ Evaluation,   
Customer evaluation, 

 Government agency evaluation
Venkatesh et 

al.(2003)

Facilitating 
Conditions

The degree to which they believe that there is an organizational and 
technical infrastructure in place to support the use of new smart 
factory technology. 

 Own ICT technology, Own facilities
 and machinery, Own factory 
 automation system, Own technical 
 manpower

Venkatesh et 
al.(2003)

CEO’s
Will

Willingness to continuously accept new smart factory technologies 
by the top management recognizing the introduction of smart 
factory as a creative transformation process

 Innovative Will, New Technology   
Acceptance, Risk Sensitivity,

 Executive Will
Choi, Ko & 
Jang(2020)

Suppliers’
Technology

Ability to supply hardware and software technology of smart factory 
suppliers

 Advanced utility, Comparative   
 advantage,Technical service  

Yoon,Lee&
Moon(2020)

Mediat
-ion

User 
Satisfaction

Cognitive and emotional state in which users feel that they are 
performing adequately compared to the cost and effort invested to 
introduce a smart factory.

 Satisfaction with productivity,  
 work convenience,  
 Stakeholders evaluation

Oliver(1980),
Venkatesh et 

al.(2011)

Depen
-dent

Advancement
Acceptance
Intention

The degree to which there is intention to continue accepting smart 
factory technology at a higher level than the current one

 Continuous promotion of advancement,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Continuous fostering of technical
 manpower

Venkatesh et 
al.(2011)

Table 2.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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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적 요인분석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제안모델의 적합
도 검증을 실시한 후 연구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표본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유하고 있
는 스마트팩토리 지원사업 현황과 2020년 12월말 기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유 스마트팩토리 구축업체 리스
트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약 5,000개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기업중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온라인 설
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표본기업의 특성은 빈도분석을 하
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직급은 과/
차장/부장이 223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이하 
사원 71명(18.9%), 임원 66명(17.6%) 및 대표이사가 15
명(15.0%) 순이었다. 종업원수의 경우 50인 미만이 205
개사(54.7%)로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100인 
미만이 75개사(20.0%), 300인 미만이 79개사(21.1%), 

300인 이상이 16개사(4.3%) 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운송장비 99개사(26.4%), 금속⋅기계가 81개사(21.6%), 
식음료 11개사(2.9%), 석유화학⋅ 전기전자가 56개사
(14.9%), 식음료⋅섬유⋅의복 54개사(14.4%), 기타 제
조업이 85개사(22.7%) 였다. 스마트팩토리 도입시기는 도

입후 3년에서 5년이하가 232개사(61.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내가 107개사(28.5%), 7년 이내가 21개사(5.6%) 
순이었다. 응답기업의 특성은 Table 3으로 정리하였다.

4.2 요인분석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해 직교회전방식(Varimax)을 
채택하였다. 분석결과 KMO값이 0.955로 상당히 좋고, 
Bartlet 구형성 검증 역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46]. 또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와 측정
항목간의 단일 차원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과기대, 노
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경영자 의지, 공급사 기
술력, 사용자 만족도, 고도화 수용의도 8개 변인에 대해 
AMOS를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과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잠재변수별로 요인적재값이 가장 낮은 측정항목 하나를 
제거하였다[45]. 그 결과 총 8개 변수 40개 측정항목에
서 8개 항목을 제거한 32개 항목을 가지고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4.3 타당성 및 신뢰성 평가  
측정모델의 타당성은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분

석하였다. 집중 타당성이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복수의 
측정항목들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검증하는 것으로
서 요인적재값이 높거나(0.7이상), 평균분산추출(AVE :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요인별로 0.5 이상
이거나,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가 요인
별로 0.7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46]. 

분석결과 변수들의 Cronbach’s alpha값은 0.91∼
0.97로서 모두 0.7이상을 나타내어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
다. AVE값은 가장 낮은 값이 0.76으로서 0.5를 초과하고 
있고 CR값도 가장 낮은 값이 0.85로서 0.7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측정항목들의 신뢰도 및 집중타당성은 확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β t-value AVE CR Cronba
-ch’s ⍺

PE
PE2 0.89 　

0.83 0.90 0.94PE3 0.91 21.53
PE4 0.90 26.01

Table 4. Factor Analysis, Validity & Reliability Analysis

Respondents properties Frequency  %

Rank
Employee~Agent 71 18.9

Manager,Deputy Manager 223 59.5
Executives 66 17.6

CEO 15 4

Employees
<50 205 54.7
<100 75 20
<300 79 21.1
>300 16 4.3

Sectors

Food & Beverage, Textile 54 14.4
Petrochemical,Electrical 56 14.9
Automotive & Transport 99 26.4

Metals, Machinery 81 21.6
Other manufacturing 85 22.7

Smart Factory 
Promotion 

Period

< 3 years 107 28.5
< 5 years 232 61.9
< 7years 21 5.6

>= 7 years 15 4

Table 3. Responding Companies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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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판별타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판별타당성

이란 서로 다른 잠재변수들을 측정한 값들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상관관계의 절대값이 작
을수록 판별타당성이 높다고 본다[46]. 본 연구에서는 
AVE값을 가지고 판별타당성을 평가하였는데 변수간의 
상관관계값이 AVE값의 제곱근(Table 5의 굵은 대각선 

수치)보다 낮아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타당성과 신
뢰도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χ²=833.40 (d.f=429, p=.000)으로 일반적으로 양
호한 유의수준 기준 (p>0.05)에는 미흡하지만 다른 기준
인 자유도로 나눈 카이제곱값이 χ²/d.f=1.93으로 2보다 
작아 양호하게 나타났다. 절대적합도 지수인 RMR=0.05, 
GFI=0.88, AGFI=0.86, RMSEA=0.05로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증분적합지수인 NFI=0.95, TLI=0.97 CFI=0.97로
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46].

4.4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구조방정식에 의한 연구

가설을 검증한 결과 8개의 가설중 7개가 채택되었고 가설 
6(H6)은 기각되었다. 가설 검증 결과는 Table 6와 같다.

Hypo. Indep. 　 Dep. Estimate t-value p Results
H1 PE

->
　
　
　

US

0.39 6.82 *** Accept
H2 EE 0.11 2.32 * Accept
H3 SI 0.22 4.83 *** Accept
H4 FC 0.30 5.83 *** Accept
H5 CW

-> AAI
0.63 10.17 *** Accept

H6 ST -0.04 -0.53 0.60 Reject
H7 US 0.35 5.41 *** Accept

Model Fit
Index

 CMIN=833.40(p=0.00), CMIN/DF=1.94,
 RMR=0.06,GFI=0.88,AGFI=0.86,NFI=0.95,

 CFI=0.97,TLI=0.97,RMSEA=0.05
* p<.05, *** p<.001

Table 6.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 

연구모형의 변수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6에서 
스마트팩토리 도입시의 성과기대(β=.39, p<.001), 노력기
대(β=.11, p<.05), 사회적 영향(β=.22, p<.001), 촉진조건
(β=.30, p<.001)은 스마트팩토리 도입 이후의 사용자 만
족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나 가설 H1, H2, H3, H4는 채택되었다. 즉, 스마트팩토
리 도입시의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은 스마트팩토리 사용단계에서의 사용자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도는 성과기대 > 촉진조건 > 사회적 
영향 > 노력기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신기술 수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경영자 의지는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수용의도에 영향도가 
가장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나(β=.63, p<.001) 

　 PE EE SI FC CW ST US AAI
PE .833 　 　 　 　 　 　 　
EE .662** .915
SI .657** .564** .862
FC .572** .527** .518** .760
CW .512** .472** .556** .507** .858
ST .621** .546** .660** .576** .627** .862
US .745** .663** .680** .633** .608** .637** .844
AAI .481** .409** .529** .468** .688** .509** .585** .880
AVE .694 .838 .743 .577 .736 .743 .712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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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Discriminant Feasibility Analysis

PE5 0.86 25.47

EE
EE1 0.91 　

0.92 0.95 0.97EE2 0.96 45.37
EE3 0.96 45.25
EE4 0.96 36.63

SI
SI1 0.94 　

0.86 0.92 0.95SI3 0.96 25.07
SI4 0.90 29.17
SI5 0.87 27.56

FC
FC1 0.83 　

0.76 0.85 0.91FC2 0.83 23.85
FC3 0.85 19.85
FC4 0.82 18.58

CW
CW1 0.93 　

0.86 0.92 0.95CW2 0.92 30.30
CW3 0.91 28.85
CW4 0.91 28.77

ST
ST1 0.91 　

0.86 0.92 0.95ST2 0.93 25.84
ST3 0.88 30.95
ST5 0.91 27.98

US
US1 0.88 　

0.84 0.91 0.95US2 0.86 33.32
US4 0.94 30.06
US5 0.89 25.33

AAI
AAI1 0.93 　

0.88 0.93 0.97AAI2 0.95 35.42
AAI3 0.96 36.58
AAI5 0.94 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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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H5는 채택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고
도화에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을 하는 제조공급사의 기
술력은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수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β=-.04, p>.05) 가설 H6는 기
각되었다. 즉, 스마트팩토리 질적 고도화와 스마트팩토리 
공급사의 기술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
다. 다만,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중소기업의 사용자 만족
도는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수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팩토리 신규 구축 
이후 사용단계에서 느끼는 사용자의 기대 대비 성과나 사
용의 용이성, 주변의 긍정적인 평가 등이 스마트팩토리 고
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사용자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다음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사용자 만족

도가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H8을 검증하기 위하
여 Bootstrapping을 이용한 직⋅간접효과를 통해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사용자 만족도
가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과 고도화 
수용의도간에 간접효과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p<.05)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H8-1, H8-2, H8-3, H8-4는 채택되었다. 
사용자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것은 Table 7에서 정
리하였다. 

Hypo. Indep. Med. Dep. Indirect
Effect p Results

H8-1 PE
US AAI

0.12 0.001 Accept
H8-2 EE 0.03 0.017 Accept
H8-3 SI 0.07 0.001 Accept
H8-4 FC 0.08 0.001 Accept

Table 7. The Results of User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5. 결론 
5.1. 연구결과

본 연구는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
향 요인들을 살펴보고 각 요인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성
을 가지는지를 실증한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가
설검증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제조기업중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기업들

은 스마트팩토리 도입시의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들이 사용단계에서의 인지된 성과와의 일
치 또는 긍정적 불일치 정도에 따라 사용자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성과기대(β=.40), 촉진조건
(β=.28), 사회적 영향(β=.22), 노력기대(β=.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스마트팩토리 도입이후의 사용자 만
족도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성과를 인지하거나 느끼는 
정도가 클수록 높아지며, 조직적⋅기술적 인프라 수준이 
향상되거나 주요 거래기업이나 고객들의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사용 용이성의 순
서로 스마트팩토리 만족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중소제조기업의 경영자의 스마트화 의지는 스마
트팩토리 고도화 수용의도에 영향도가 가장 큰 것(β
=.63, p<.001)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중소기업에서의 스
마트화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가 스마트팩토리 질적 고도
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고경영자의 의
지가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35,36]와 CEO의 역량이 스마트팩토리 수용의도
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7]와도 일치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스마트팩토리 공급사의 기술력이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수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β=-.04, p>.05)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팩토리 공급기업의 역량은 스마트팩토리 보급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9,40]와 불일치
하는 것이며, 수요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수준이 낮은 것은 
스마트제조 공급사의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스마
트제조혁신 추진단장의 언급[41]과도 맞지 않는다. 이는 
중소제조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들이 자사 기업의 스마
트팩토리 성숙도 수준이 낮은 요인으로 제조공급사의 기
술력에 대한 인지가 낮거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에 소요
되는 재정에 대한 부담이나 자사의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미흡 등 기업 내부요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넷째, 중소제조기업이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이후 가
지는 사용자 만족도는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수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팩토리 도입시의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
적 영향, 촉진조건과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수용의도간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의 만족
도가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Venkatesh et al.(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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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스마

트팩토리 정책이 양적보급에서 질적 고도화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자사 공장
에 대한 스마트화 의지를 제고시키는 데 보다 역점을 두
어야 할 것이다. 스마트팩토리 질적 고도화 소요자금에 
대한 다양한 정책금융의 확대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성
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 경
영자들이 자사 공장의 스마트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고도
화 하는데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야 겠다. 둘째, 스마트팩토리 도입 이후의 사용단계에서
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직원에 대한 스마트팩
토리 전문 기술교육의 확대나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이룩
한 성과에 대해 과감한 성과보상 등으로 상위단계로의 
스마트팩토리 기술 수용에 긍정적 태도를 가질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즉,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직접 사
용하는 현장 직원들에 대한 사내외 ICT 교육기회 확대, 
ICT 기능향상에 따른 성과보상 등 동기부여정책이 병행
될 때 스마트팩토리 고도화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
여가 확대되고 만족도도 향상되리라고 본다. 셋째, 중소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파
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스마트팩토리 질적 고도화 정책
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겪기 쉬운 
IT 전문인력 부족 문제나 스마트팩토리 고도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유지⋅보수, 보안 등의 
복잡한 IT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
응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강구되
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표
본의 문제로서 2020년까지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한 
19,799개 기업중 조사전문기관이 확보한 스마트팩토리 
구축기업(약 5,000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
로써 모집단과 표본추출프레임의 차이에 따른 통계분석
결과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스마트팩
토리 수준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나 사용자의 만족도 수
준에 따른 고도화 수용의도에 있어서의 차이점 등에 대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끝으로, 스마트제조 공급
사의 기술력과 수요기업의 고도화 수용의도간의 통계
적 유의성이 없는 것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
했다.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한 보완은 향후 연구과제
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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