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클라우스 슈밥에 의

하여 제시된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 나타난 4차 산업혁

명의 대표적인 변화 방향은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의 도입과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은 

공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 안정 및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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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중소 제조 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혁신저항에 

대한 연구이다. 확장된 혁신저항모델을 활용하여 혁신저항 선행요인들이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 및 혁신저항이 사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총 176부의 설문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였으며, SPSS 25와 Smart PLS 2.0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대적 이점, 적합성, 지각된 위험, 사회적 영향, 조직특성은 혁신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혁신저항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연구에 따른 시사점으로서 확장된 혁신저장모

델을 활용하여 스마트 팩토리 도입 및 사용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고하여야 하는 요인과 감소시켜야 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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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innovation resistance that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the 

introduction and use of smart factory-related technologies by SMEs. It is to study the effect of the 

leading factors of innovation resistance on innovation resistance and the effect of innovation resistance 

on use intention by using the extended innovation resistance model. A total of 176 survey data were 

used for the study, and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SPSS 25 and Smart PLS 2.0. Relative advantage, 

suitability, perceived risk, social impact,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novation resistance, and innovation resistance was tes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As an implic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a plan to improve the level of introduction and 

use of smart factories using the expanded innovative storage model was presented by dividing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and factors that should be improved and factors that should be reduced are 

presented. It was specifically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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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치 사슬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유통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부문을 

동시에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국가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1].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27.8%를 점유하는데 이

는 다른 주요 선진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제조 산업의 뿌리기

업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 제조 기업들을 빠르게 스마

트 팩토리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로 한 상황이다. 우

리나라의 경우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과 적용 수준을 제

고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까

지 1만개, 2025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 팩토리 보급,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수준 Level 3단계 이상 25% 달

성, 인공지능(AI) 데이터 허브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팩

토리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2].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수

준은 현재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겠지만, 중소벤처

기업부의 2018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132,593

개의 중소기업들 중 도입완료는 6%에 지나지 않으며, 

도입 중은 3.7%, 도입계획 중은 1.7%, 도입 계획이 없

다고 조사된 기업은 88.6%로 나타난다[3].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난 이유로는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이 우리나라

에 소개된 시간이 비교적 짧으며 도입하기 쉽지 않다는 

측면도 작용하였겠지만 스마트 팩토리 도입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은 사실이다.

개별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은 

기존 업무 수행방식이나 고객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활

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관련되는 

기술의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명확하게 인식되

고 난 후에야 비로소 수용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결과적으로 만족도 제고와 업무의 질(質)을 제고할 수 

있을 경우 실현되는 것이다[4]. 일반적으로 혁신은 사회

의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지각되는데, 이에 따

라서 당연히 수용되는 요소로 가정되므로 모든 혁신은 

사회에 당연하게 채택되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

여지는 특성이 있다[5]. 이는 혁신확산이론의 관점에서 

제시되는 것으로써 지나치게 혁신의 확산과 수용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인해 혁신적인 기술이 어떠한 과

정을 통해서 사회에 채택되고 수용되는지에 대하여 일

정 부분 설명할 수 있지만,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 사회

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용에 대한 거

부감이나 혁신저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는 제한적일 수 있다[6]. 

그러므로 혁신확산모델은 혁신을 채택하지 않는 사

람들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며, 혁신을 채택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채택을 미루는(연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혁신저항의 개념이나 모델을 활

용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 및 

채택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신저항모델(Model of 

Innovation Resistance)을 활용하여 현재 스마트 팩

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사용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을 이해하며,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사용이 늦어지고 있

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스마트 팩토

리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사용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까지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정책이나 제도, 관련 기술의 적용, 추진(도입) 방향 또

는 추진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외에

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 선행연구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상황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관련 기술

의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통합기술

수용모형(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 UTAUT)의 구성요인들과 지각된 위

험, 신뢰를 추가하여 확장된 UTAUT 모형을 활용하는 

연구[7],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요인을 Productivity 

Increase, Brand Image Improve, Marketing 

Improve, Cost Reduction으로 제시하고 이들 요인에 

대하여 쌍대비교를 시행하는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연

구[8], 종업원의 기술수용태도와 기술 사용용이성이 스

마트 팩토리 기술 도입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9], 해운항만산업의 블록체인 도입에 따르는 혁신저항

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10],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 수준이 저조한 이유 및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

시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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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과 수용이 저조한 이유를 혁신저항의 

관점에서 혁신저항모델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혁신저항은 Sheth(1981)에 의하여 최초로 제

시되었으며, 이후 혁신저항모델의 대표적인 연구는 

Ram(1987, 1989), Ram & Sheth(1989)에 의하여 시

작되었다[11,12-14]. 이후 신기술의 수용에 대하여 반

대하거나 저항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연구되

어 왔으며, 신기술에 대한 혁신저항과 관련하여 혁신저

항모델을 활용한 선행연구들 역시 일일이 열거하기 힘

들 정도로 많은 상황이지만,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

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혁신저항모델을 활용

한 선행연구들 역시 제한적인 상황이다. 

혁신저항은 혁신적인 기술의 채택 및 수용의 과정에

서 극복되어야 하는 심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12,1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응 및 대응의 일환으로써 중소 

제조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 

역시 혁신저항에 부딪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극

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 중소 제조 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

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혁신저항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혁신저항모델에서 제시된 요

인들로서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적합성

(Compatibility), 복잡성(Complexity), 지각된 위험

(Cognitive Risk) 요인을 기본으로 하지만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요인들을 선행연구

들을 참조하여 선정함으로써 확장된 혁신저항모델을 

구성하고, 이들 영향요인들이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

과 혁신저항이 기술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

으로써 이들 영향요인들의 제고나 억제를 통하여 우리

나라 중소 제조 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 도

입 수준을 제고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스마트 팩토

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혁신저항모델 및 추가 선정 영향 요인

혁신저항에 대한 연구는 앞서 간단히 제시한 것처럼  

Sheth(1981)에 의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11], 이

후 Ram(1987, 1989), Ram & Sheth(1989), 

Rogers(2003) 등의 연구에 의하여 주목받기 시작하였

다. 기존의 혁신확신이론으로는 어떤 기술은 시장에서 

성공하고, 어떤 기술은 실패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으므로 기술의 시장 실패에 초점을 맞추고 어떠한 영

향요인들이 기술의 확산이나 수용을 방해하는지에 대

하여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혁신확산이론은 기술

의 수용과정에서 혁신저항과 거부감에 대한 요인들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제시함으로써 혁신저항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6]. 

이러한 이유는 혁신저항 자체가 특정한 기술의 도입

이나 확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어떠한 기술이든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

기 때문이다[15]. 혁신저항모델의 대표적인 연구는 

Ram(1987)의 연구이며, Ram(1987)은 혁신이 갖는 

특성, 소비자가 갖는 특성, 소비자가 혁신을 접하게 되

는 확산기제가 궁극적으로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12]. 혁신저항모델은 신기술이 확산되는 사

회적 현상을 수용, 확산, 기술 중심의 시각으로부터 벗

어나 인간의 심리적 부분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함으

로써 기술과 인간에 대한 조화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

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Ram(1987)의 혁신저항모델의 세부

내용으로서 ‘혁신특성’ 중 소비자 독립적 혁신특성, ‘소

비자 특성’으로서 심리적 변수와 인구통계학적 변수, 

‘혁신기제’에 대한 항목들은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팩

토리 관련 기술 도입에서 혁신저항과 관련된 부분을 설

명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사용하지 않

는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스마

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보급 수준이 앞서 제시한 것처

럼 비교적 낮은 상황이고, 혁신저항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처럼 개별제품이나 제품 관련 기술들에 대

한 혁신저항 및 개별소비자 관점에서의 연구가 아니며, 

조직으로서 개별기업 관점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수용 및 저항과 관련된 연구이므로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크고, 투자되어야 하는 비용 

역시 높으며, 해당 기업의 업무 및 제조 프로세스를 변

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수

용 및 저항과 관련된 기업 내부의 이해관계자들 역시 

많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혁신저항 관련 선행연구들에서 상대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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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적합성, 복잡성, 지각된 위험의 요인들은 자주 적용

되어 온 연구항목들이며[15], 이들 항목들은 선행연구

의 결과에 따라서 동일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선행연

구들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반대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선행연구들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들 연구항목들이 

개별 소비자의 관점이 아닌 개별기업 조직의 관점에서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

고 이들 연구항목들 이외에도 개별기업 조직과 개별기

업들로 구성된 공급사슬의 관점에서 혁신저항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요인들을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이들 영향요인들을 본 연구에 추가

적으로 반영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추가적인 영향요인

으로 선정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이다. 네트워

크 효과란 제품 및 기술의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제품 

및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획득할 수 있는 혜택과 효율

이 증가하는 현상이다[16]. 따라서 공급사슬 네트워크

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개별기업들

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개별기업은 공급사슬 네트워크 

구성원으로서 상호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 상의 거래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 

팩토리로 변화된 경우 네트워크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

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을 도입하려고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이다. 사회적 영

향이란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혁신적 제품이나 기술

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 혹은 압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7]. 공급사슬 구성원으로서 개별기업들은 다

른 거래기업들과 거래 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

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기업은 공급사

슬에서 공급기업 및 구매기업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기업들에게 스마트 팩토

리 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사회적 영향을 미치거나 반대

로 다른 기업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지막으로 조직특성(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을 

선정하였다. 개별기업이 보유한 조직문화의 관점으로서 

다른 기업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으로 여겨

질 수 있는 최고경영자의 지원이나 혁신적, 개방적이며 

상하 의사소통이 원활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스

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에 따르는 혁신저항의 수

준이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이들 

요인들을 추가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2.2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 및 도입 현황

스마트 팩토리란 2006년 6월 독일의 카이저슬라우

테른(Kaiserslautern)에서 바스프(BASF), 독일인공지

능연구소(DFKI), KSB, 지멘스(SIEMENS) 등의 창립 

멤버들에 의해 ‘Smart Factory’라는 기술 계획이 수립

되면서 소개되었다. 또한 2011년 독일 정부가 이를 바

탕으로 하는 ‘Industry 4.0’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7,17].

스마트 팩토리란 단순히 공장 자동화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며, 제품의 기획에서부터 설계 및 생산, 유통, 판

매 등의 전체 프로세스를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CT)로 통합하

고 최소의 비용과 시간의 사용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조하는 미래형 공장을 의미한다[17]. 또한 스마트 팩

토리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 사이버

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 CPS)을 핵심 

기술로 하여 소비자 맞춤형으로서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 제조시스템의 실현, 생산 및 제

조설비 간 실시간적인 정보교환, 자동화된 수주와 발주, 

사용되는 에너지절감, 제조과정에서 자동품질검사가 가

능한 공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18].

이제까지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 및 사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많이 제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스

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을 통하여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로 변화된 기업들의 경우 경영개선 성과

로서 고용증가 +3명, 매출액 증가 +7.7%, 산업재해 감

소율 -18.3%, 공정개선 성과로서 생산성 증가 

+30.0%, 품질향상 43.5%, 원가감소 -15.9%, 납기준수 

+15.5%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2]. 그러나 스마트 팩

토리 도입의 수준은 현재 전체 중소기업들 중 도입완료

는 6%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소기업의 경우 도입완료는 5.1%에 지나지 않으며, 

도입 중은 3.1%, 도입계획 중은 1.5%, 도입 계획이 없

다고 조사된 기업은 90.2%이고, 중기업의 경우 도입완

료는 16.3%에 지나지 않으며, 도입 중은 11.1%, 도입

계획 중은 3.7%, 도입 계획이 없다고 조사된 기업은 

68.8%이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소기업들의 스마트 팩

토리 도입의 수준이 더욱 저조한 상황이다[3]. 그러므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이 미흡한 이유를 분석



확장된 혁신저항모델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 수준 제고에 대한 연구 111

하여야 하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과 사용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연구항목과 연구가설

2.3.1 상대적 이점과 혁신저항 간의 관계

상대적 이점이란 혁신적 신제품 혹은 기술에 대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기존의 도구 및 기술과 비교 시 해택을 

주거나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12,19,20]. 또한 경제적인 성과 제고와 함께 기존 업무

수행과 비교에서 시간 단축, 절차 간소화, 업무량 감소 

등의 개선 정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21]. 혁신저항

모델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상대적 이점

의 수준이 높을수록 혁신저항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연

구결과를 제시한다[19,22,23]. 즉 혁신적 제품이나 기

술이 기존 제품 및 기술 보다 우수하다는 상대적인 이

점을 지각할 수 없다면 혁신저항의 수준은 높아질 수밖

에 없어진다. 그러므로 개별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경영 

실무자들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에서 상대적 이점

의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혁신저항의 수준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구가설을 수립하

였다.

가설 1 : 상대적 이점은 혁신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2 적합성과 혁신저항 간의 관계

적합성이란 혁신이 기존의 생활방식이나 기존 가치

관, 과거의 경험, 사용자의 욕구 등과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2,20].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들이 

해당 기업의 업무 및 제조 프로세스와 일치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혁신저항모델을 활

용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적합성의 수준이 높을 

경우 혁신저항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한다[20,24]. 일반적으로 혁신적 기술이 사용상 적합하

지 않다고 지각될 경우 혁신저항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19]. 그러므로 혁신적 제품의 적합성이 높을 경우 혁신

저항의 수준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아래

의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 적합성은 혁신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3 복잡성과 혁신저항 간의 관계

복잡성이란 기존의 것보다 이해하기 또는 이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정도 혹은 번거롭다고 지각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12,19,20]. 복잡성은 도입과정의 기술적 

및 물리적 어려움, 도입 소요시간이 많이 걸림, 사용하

기 어렵거나 기술적 이해가 어려움 등에 대한 내용으로

도 제시할 수 있다[21]. 또한 혁신저항모델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복잡성의 수준이 높을 경우 혁

신저항의 수준 역시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19,20,22,24]. 그러므로 혁신적 제품 및 기술이 사용

하기에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지각될 경우 혁신저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 : 복잡성은 혁신저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4 지각된 위험과 혁신저항 간의 관계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지각된 위험의 수준이 낮

을수록 혁신저항은 감소한다. 혹은 지각된 위험의 수준

이 높을수록 혁신저항의 수준은 증가한다고 제시되었

다[15,20,22]. 성공이 불확실하며 실패에 대한 결과가 

두려울 경우 의사결정을 미루게 되는데,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는 의사결정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의 수

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고 위험수준의 최

소화라는 합리적 노력에 따라서 사용이나 채택이 늦어

지거나 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20,24]. 그러므로 개

별기업의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에 대하여 

향후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 혁

신저항이 발생하겠지만, 실제 경영 실무자들이 지각하

는 위험의 수준이 낮을수록 혁신저항의 수준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구가설을 수립하

였다.

가설 4. 지각된 위험은 혁신저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5 네트워크 효과와 혁신저항 간의 관계

앞서 간단히 제시한 것처럼 네트워크 효과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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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술의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제품 및 기술을 사용하

는 경우 획득할 수 있는 혜택과 효용이 증가하는 현상

을 의미하는데, 사용자 수의 증가가 제품의 효용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 네트워크 효과와 보완제품

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본 제품의 효용이 증가하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16]. 또한 네트워크 효

과는 구매자의 효용이 구매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비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라고도 할 수 있다[25]. 

앞서 간단히 제시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

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관리시스템을 활

용하여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

을 도입 및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

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별기업의 관

점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공급

사슬 상의 거래기업 혹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쟁기업들

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 수용에 대한 혁신저항의 수준은 감소될 것으로 예

측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5 : 네트워크 효과는 혁신저항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3.6 사회적 영향과 혁신저항 간의 관계

사회적 영향이란 사용자가 믿는 혹은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실제 사용자가 새로운 시스템

이나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7]. 또한 사회적 영향은 현실에 대한 증거로서 타인을 

통해서 받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써 정보적 영향

(Informational Influence)과 타인이나 소속한 그룹의 

기대에 복종하는 영향으로써 규범적 영향(Normative 

Influence)로 구분할 수 있는데[26], 본 연구에서는 규

범적 영향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자신의 기업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을 도입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한다고 하더라도 협력 및 공급업체들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을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자신이 요구하는 수준만큼의 제품 품질 제고, 제조시간 

단축이나 제조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였던 시너지 효과가 거래기업들 사이에

서는 발생할 수 없으며, 공급사슬 전체 최적화가 아닌 

부분 최적화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 기업을 기준으로 공급사슬 상의 협력업

체 및 거래기업들에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수용

을 통하여 스마트 팩토리로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반대

로 협력업체 및 공급사슬 상의 거래기업들부터 요구받

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관련하여 실제로 최고경영자 및 

실무자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영향의 수준이 높을수록 

혁신저항의 수준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6 : 사회적 영향은 혁신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7 조직특성과 혁신저항 간의 관계

최고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속적 기술 사용 의도

와 행동은 기술 수용과 확산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7].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최고 경

영자 및 경영 실무자들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경영성과

를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혁신

적인 기술에 대하여 채택, 수용, 확산, 적용, 실행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혁신적 기술에 대한 혁신저

항의 수준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시스템

의 수용 및 성공 요인의 하나로서 조직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최고경영자의 기술 정보화에 대한 리더십은 정

보기술의 수용과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28,29].

그리고 조직의 문화적 특성과 첨단기술의 도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조직문화가 융통성 있고, 개방적

인 의사소통을 시행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을수록 첨단 기술의 도입에 더욱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30]. 또한 조직의 문화는 정보시스템의 실행에 있

어서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한다[31]. 그러므로 개

별기업이 조직특성으로서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개

방적이고 수평적인 특성과 최고 경영자의 스마트 팩토

리 관련 기술에 대하여 호의적인 지각이나 도입 및 사

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직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혁신저항의 수준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

으므로 아래의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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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7 : 조직특성은 혁신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3.8 혁신저항과 기술 사용의도 간의 관계

일반적으로 혁신저항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압력에 직면한 소비자들이 기존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

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 혹은 소비자가 혁신이라는 환

경 변화에 직면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다[12,13]. 또한 혁신저항은 ‘혁신을 수용하려 하지 않

으려는 태도’이며[11], ‘혁신에 의하여 강요된 변화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협감’이기도 하다[12,13]. 그

리고 혁신의 본연의 모습이 새로운 변화를 소비자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영을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새로

운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의구심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혁신에 저항할 수도 있다[5]. 

혁신저항과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혁신저항은 

사용의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 제

시되었다[20,22,32-34]. 따라서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수용될 예정이거나 수용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에 

대하여 혁신저항의 수준이 높다면 기술 사용의도는 감

소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연구가설을 수

립하였다.

가설 8 : 혁신저항은 사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 연구모형과 연구방법론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 제조 기업들의 스마트 팩

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들을 혁신저항모델 및 선

행연구들을 참조하여 규명하고, 혁신저항 영향요인들이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과 혁신저항이 기술 수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서 혁신저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전략적으로 억제하거나 감소시킴으로서 우리나라 

중소 제조 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 도입 수

준의 제고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항목 및 연구가설에 대

한 내용은 앞서 모두 제시하였으며 이를 종합한 내용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아래의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표본설계 및 연구방법론

3.2.1 설문내용 및 표본설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연구항목

별 선행연구들 및 측정문항들에 대하여 확인 및 검토 

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조사대상 직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기업의 일반현황과 스마트 팩토리 도입 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측정 내용은 다음

의 Table 1과 같다.

작성된 설문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

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기본적으로 

기업연감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규모와 관련된 것으로

서 기업의 규모가 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매출액 

50억 원 미만 및 종업원 수 기준 50명 미만으로 나타나

는 기업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써 앞서 제시한 기준

을 충족하는 종소기업체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우편조사 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기업체 당 1부를 조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운

영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사업부

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1000부의 설

문지가 배포되었으며, 해당 기업체의 제조 및 생산 관

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및 ERP, SCM 등 IT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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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research items and detailed measurement contents, reference prior researchable

Research Items Number Detailed measurement contents Reference

Relative 1 Shorten business activity time Ram(1987)

Advantage 2 Reduced manufacturing time per product Yang & Shin(2010)

3 Improve customer delivery rate Lee(2017)

4 Enhancement of overall customer satisfaction Chu & Lee(2018)

5 Enhancing final management performance Kim & Choi(2009)

Compatibility 1 Aligned with business process Ram(1987)

2 Matched to the manufacturing process Lee(2017)

3 Skills required for the manufacturing process Suh, Ah, Lee & Oh(2009)

4 Matched with customer's requirements Yang & Shin(2010)

5 Attached to the business processing method within the organization

Complexity 1 Difficult to use Ram(1987)

2 Difficulty learning to use Yang & Shin(2010)

3 It takes a lot of time to learn how to use it Lee(2017)

4 It takes a lot of time to use Kim & Choi(2009)

5 Difficulty learning detailed functions Suh, Ahn, Lee & Oh(2009)

Cognitive Risk 1 Technology performance risk Yun(2013)

2 The financial risk of technology Lee(2017)

3 The psychological danger of technology Kim & Choi(2009).

4 The temporal risk of technology Suh, Ahn, Lee & Oh(2009)

5 Risk of overall technology application

Network 1 Increased utility with use

Effects 2 Application experience according to use Katz & Shapiro(1994)

3 Increase in trading companies

4 Spread inside the supply chain Hyun & Hyun(2000)

5 Spread to competitors

Social 1 Important people invite

Influence 2 Important people have a good reputation Kim & Lee(2020).

3 Recommend to trading (supply) company

4 Solicitation from the trading (purchasing) company Lee(2005).

5 Impact of technology use from surroundings

Organization 1 Open organizational culture Lee & Kim(2018)

Characteristics 2 Accepting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Ahn & Kwon(2005)

3 Smooth communication up and down Delone & McLean(2003)

4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colleagues Kitchell(1995)

5 Emphasis on internal flexibility Weber & Pliskin(1996)

Innovation 1 Reluctance to learn Ram(1987, 1989)

Resistance 2 Do not like to learn

3 Fear of learning Sheth(1981).

4 Closed in acceptance

5 Tendency to refuse (delay) acceptance Rogers(2003).

Behavioral 1 Plan to use in the future Lee(2017).

Intention 2 Plan to increase usage time and frequency Kim & Choi(2009).

3 Plan to use continuously Chang & Park(2011).

4 Continuous use in the future Kim & Nam(2019)

5 Recommended for other companies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중 되도록 상

위 직책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설문지에 대하여 응답

하여 줄 것을 부탁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3

월부터 7월까지이며, 우편조사 이외에도 e-mail을 통

하여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연구자의 직접적인 

방문을 허용한 기업체들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

사를 진행하였고,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수용과 관련하여 실제 기업 현장의 애

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설문지는 총 240부이지만 조사

된 설문지의 내용 중 조사 답변의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설문지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 설문지

로서 응답 내용에서 매출 액 50억 원 미만 및 종업원 

수 기준 50명 미만으로 표시된 기업체의 설문지, 응답

직원들 중 대리 미만의 직급에서 응답된 설문지 역시 

통계처리에서 모두 제거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연

구에 활용된 설문지는 176부이다. 조사대상 직원 및 기

업체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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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mployees and 

businesses surveyed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대상자의 연령은 40

대 이상이 110명으로 65.8%, 학력은 대졸 이상이 108

명으로 64.7%, 직급은 과장/부장/임원이 123명으로 

73.7%, 근속기간은 6년 이상이 124명으로 74.3%로 조

사되었다. 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연령대와 

직급에서 비교적 많은 응답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대

상 업체의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00억 원 이

하가 103개 업체로서 61.7%, 종업원 수 300명 이하가 

104개 업체로서 62.3%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소기

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업체에서의 응답 비율이 비교

적 높은 상황이다. 산업분류로서 업종은 고무 및 플라

스틱이 32개 업체로서 19.2%, 전자 및 부품이 51개 업

체로서 30.5%, 기타 기계가 29개 업체로서 17.4%로 

조사되어 이들 업체의 비중이 비교적 높다.

조사대상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경로는 전문 

업체를 통한 도입이 112개 업체 67.1%이며, 기업 자체

적으로 도입하였다는 응답은 15개 업체 9%로 조사되

었다. 기업 자체적으로 도입하였다고 조사된 업체들은 

대부분 전자 부품 관련 기업체이며 매출액과 종업원 수

를 기준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활용수준은 Level 1 으로서 기초수

준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26개 업체 75.4%이며, Level 

4 로서 고도화 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2개 업체로서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활용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3.2.2 연구방법론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및 측정항목은 선행연구들에서 

1차적으로 사용되어 검토된 항목들이지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는 조금 다른 조사 대상을 가진다. 선행연

구들은 주로 새로운 혁신적 제품 및 기술의 사용과 관

련하여 혁신저항 영향요인 및 혁신저항 요인들에 대하

여 개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

만 본 연구는 기업체별 1부를 조사하는 방식이며 해당 

기업체를 대표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연구항목별 측정항목들

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항목별 측정항목에 대하여 1차적으로 

SPSS 25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고, 이

를 충족하는 측정항목들을 대상으로 하여 2차적으로 

Division Contents Frequency %

Age 20～29 7 4.2

30～39 46 27.5

40～49 45 26.9

50 over 65 38.9

No Response 4 2.4

Education High School 45 26.9

University 99 59.3

Graduate 9 5.4

No Response 14 8.4

Rank Substitute 42 25.1

Exaggeration 45 26.9

Director 56 33.5

Executive or higher 22 13.2

No Response 2 1.2

Years of 5 below 43 25.7

Service 6-10 36 21.6

11-20 52 31.1

21 over 36 21.6

Sales 51-100 47 28.1

101-200 27 16.2

201-300 29 17.4

301-500 17 10.2

501 over 44 26.3

No Response 3 1.8

Employee 51-100 50 29.9

101-200 29 17.4

201-300 25 15.0

301-500 24 14.4

501 over 36 21.6

No Response 3 1.8

Industry Food and beverage 6 3.6

Clothing related 2 1.2

Leather/bag 2 1.2

Timber/Tree 1 0.6

Medicine 2 1.2

Rubber/plastic 32 19.2

Nonmetal 2 1.2

Primary metal 8 4.8

Metal processing 9 5.4

Electronic parts 51 30.5

Medical precision 6 3.6

Electrical equipment 2 1.2

Other machines 29 17.4

Car 3 1.8

Other transportation 3 1.8

Furniture manufacturing 2 1.2

Train products 3 1.8

Industrial machinery 1 0.6

Etc 3 1.8

Introduction Enterprise itself 15 9.0

Path State agency 5 3.0

Industrial organization 9 5.4

Professional company 112 67.1

Trading company 14 8.4

No Response 12 7.2

Introduction Level 1 126 75.4

Level Level 2 9 5.4

Level 3 13 7.8

Level 4 2 1.2

No Response 1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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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Smart PLS 2.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며, 이를 만족하는 연구항목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는 경로분석의 방식으로 연

구가설의 검정을 시행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PLS-SEM의 방식으로 Smart PLS 2.0을 적용하는 이

유는 앞서 Table 2에서 제시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의 

표본의 수(n)은 200 미만으로서 176부이며, 표본의 크

기가 CB-SEM 방식의 Amos를 적용하기 위한 권장 표

본의 기준 수로서 n> 200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가 비교적 적다고 하더라고 효

율적으로 연구모형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

램인 Smart PLS 2.0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35].

4. 실증분석 및 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4.1.1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의 시행에 앞서 연구항목들 간의 상

관관계를 SPSS 25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

구항목들 간의 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면

(±0.3 이하) 해당 자료는 요인분석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36]. 상관계수를 검정한 결과 가장 낮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 연구항목은 적합성과 지각된 위험 간의 

관계로서 상관계수는 -0.039(p=0.616), 다음은 상대적 

이점과 지각된 위험 간의 관계로서 -0.071(p=0.365)이

다. 일부 연구항목들 사이에서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

지만 다른 연구항목들 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상관계수

의 값이 ±0.3 이상으로 검정되고 유의한 것으로 검정

되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PCA) 중 연구항목

들 간의 독립성을 가정한 Varimax 직각회전 방식을 

적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탐색적 요

인분석의 결과 KMO 측도값은 0.5 이상으로 나타나야 

하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의 경우 유의확률(p)이 

0.05(95% 신뢰구간) 보다 낮은 값으로 검정되어야만 

한다[36]. 탐색적 요인분석의 시행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KMO 측도값은 0.933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은 11633.068, 자유도(df)는 

990, 유의확률(p)는 0.000으로 검정되었다. 그리고 항

목별 요인적재량은 0.5 이상으로 검정되어야 하는데 최

소값은 네트워크 5번 항목으로 0.502로 나타났으며, 

누적 설명력은 최종적으로 89.857%로 검정되었다. 따

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세부측정항목들은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검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연구항목들이 9개로 구분되었다.

4.1.2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항목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으로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 

타당성을 검정 하였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 대한 판단

의 기준은 Cronbach's α값과 Composite Reliability(C. 

R)값을 활용하며, Crobach's α값은 0.6 이상이면 받아

들일 수 있고, C. R. 값은 0~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나는 높을수록 높은 신뢰도를 의미한다. 구체

적으로 0.6~0.7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경우 수용가능하

며, 보수적인 기준으로서 0.7~0.9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경우 수용이 가능하다[35,37]. 그리고 집중타당성은 

Outer Loading 값과 Average Variance Extract(AVE)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Outer Loading 값은 0.7 

이상으로 나타나야 하며, AVE값은 0.5 이상으로 나타

나야 한다[33].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집중 타당성의 검

정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의 검정결과 Cronbach's α값의 최소값은 사회적 영향

으로서 0.939로 검정되었다. C. R.값의 최소값 역시 사

회적 영향으로서 0.956 이상으로 나타나므로 기준치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성의 검정결

과 Outer Loading 값의 최소값은 사회적 영향의 5번 

항목으로서 0.818로 나타나며, AVE의 최소값은 적합

성으로서 0.733으로 나타나므로 내적일관성과 집중타

당성 분석에서 요구하는 기준치를 모두 충족한다. 

또한 연구모형이 내생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R2값을 활용하며, 이 값

은 연구모형에서 설명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다.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예측 정확성을 의미한

다. R2값은 0.19 이상이면 모델의 적합성이 존재하며, 

0.67 이상이면 강한 설명력을 나타낸다[38]. R2값을 확

인한 결과 앞서의 Table 4에서 제시한 것처럼 모두 

0.19 이상으로 나타나며, 최저값은 수용의도로서 0.412

로 검정되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존재한다

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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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sults

Research Items Number 1 2 3 4 5 6 7 8 9

Relative 1 0.843 0.207 0.248 -0.065 0.149 -0.031 0.115 0.104 0.010

Advantage 2 0.867 0.213 0.208 -0.104 0.211 0.039 0.057 0.095 -0.012

3 0.847 0.233 0.215 -0.047 0.212 -0.006 0.113 0.047 0.089

4 0.864 0.204 0.222 -0.044 0.165 -0.082 0.094 0.033 0.072

5 0.860 0.209 0.252 -0.088 0.206 0.064 0.116 0.041 0.040

Compatibility 1 0.216 0.835 0.244 -0.017 0.047 0.021 0.186 0.126 0.067

2 0.154 0.844 0.161 -0.135 0.216 -0.086 0.139 0.052 0.058

3 0.156 0.860 0.185 -0.002 0.204 -0.011 0.068 0.057 0.074

4 0.280 0.856 0.113 -0.086 0.111 -0.042 0.040 0.092 0.034

5 0.301 0.818 0.181 0.004 0.164 0.127 0.045 -0.055 0.001

Complexity 1 0.311 0.204 0.772 -0.254 0.259 0.007 0.169 0.129 0.047

2 0.415 0.265 0.768 -0.157 0.213 0.049 0.091 0.098 0.134

3 0.433 0.266 0.737 -0.146 0.252 -0.008 0.149 0.041 0.033

4 0.430 0.285 0.750 -0.069 0.262 -0.027 0.141 0.065 0.110

5 0.444 0.291 0.728 -0.139 0.261 -0.018 0.125 0.061 0.119

Cognitive Risk 1 0.005 0.001 -0.014 0.165 -0.126 0.921 -0.013 -0.048 -0.071

2 -0.026 0.033 -0.008 0.169 -0.003 0.934 -0.058 -0.032 -0.024

3 -0.049 0.008 -0.042 0.227 -0.005 0.923 -0.120 -0.041 -0.048

4 -0.033 -0.022 -0.018 0.216 -0.042 0.925 -0.019 -0.007 0.012

5 -0.045 -0.057 0.031 0.186 -0.035 0.857 -0.025 0.035 0.023

Network 1 0.266 0.200 0.366 -0.173 0.284 -0.002 0.174 0.107 0.509

Effects 2 0.451 0.155 0.344 0.001 0.337 -0.186 0.220 0.070 0.508

3 0.422 0.167 0.326 -0.067 0.437 -0.163 0.194 -0.009 0.565

4 0.441 0.190 0.302 -0.070 0.428 -0.115 0.069 0.101 0.545

5 0.430 0.231 0.347 -0.176 0.379 -0.045 0.192 0.240 0.502

Social 1 0.397 0.312 0.384 -0.153 0.602 -0.073 0.187 0.115 0.117

Influence 2 0.479 0.250 0.287 -0.226 0.671 -0.096 0.083 -0.007 0.061

3 0.273 0.208 0.258 -0.132 0.786 -0.035 0.069 0.177 0.088

4 0.441 0.226 0.277 -0.112 0.717 -0.068 0.176 0.049 0.118

5 0.470 0.287 0.269 -0.143 0.641 -0.076 0.201 0.046 0.075

Organization 1 0.485 0.360 0.333 -0.081 0.301 -0.105 0.524 0.202 0.146

Characteristics 2 0.487 0.316 0.339 -0.103 0.285 -0.171 0.547 0.093 0.149

3 0.414 0.349 0.334 -0.196 0.262 -0.221 0.615 0.073 0.095

4 0.482 0.317 0.374 -0.151 0.231 -0.218 0.545 0.111 0.056

5 0.399 0.377 0.394 -0.222 0.362 -0.077 0.580 0.101 0.086

Innovation 1 -0.135 -0.074 -0.105 0.855 -0.053 0.247 -0.217 -0.010 0.019

Resistance 2 -0.092 -0.047 -0.127 0.913 -0.106 0.196 -0.016 -0.110 -0.024

3 -0.057 -0.032 -0.080 0.928 -0.070 0.202 -0.039 -0.071 -0.015

4 -0.077 -0.033 -0.134 0.914 -0.111 0.212 -0.048 -0.034 -0.028

5 -0.050 -0.061 -0.068 0.933 -0.093 0.135 0.034 0.010 -0.062

Behavioral 1 0.435 0.330 0.368 -0.282 0.380 -0.126 0.166 0.536 0.115

Intention 2 0.411 0.350 0.412 -0.249 0.382 0.006 0.119 0.558 0.072

3 0.427 0.277 0.361 -0.280 0.328 -0.105 0.296 0.581 0.073

4 0.483 0.263 0.395 -0.172 0.310 -0.134 0.181 0.510 0.133

5 0.446 0.280 0.351 -0.291 0.318 -0.133 0.159 0.593 0.194

Eigenvalue 8.529 5.713 5.673 5.165 4.770 4.716 2.328 1.877 1.664 

% Variance 18.954 12.696 12.606 11.477 10.600 10.481 5.174 4.172 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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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sults

4.1.3 판별 타당성 분석

판별타당성 검정은 연구항목들의 AVE의 제곱근 값

을 이용하여 분석한다[39]. AVE의 제곱근 값은 0.70 

이상으로 나타나야 하며, 경로모형의 다른 연구항목들

의 상관계수 값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한다. 판별

타당성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으며, 분석

결과 최소값은 적합성으로서 0.856이며, 행과 열의 상

관계수 값들 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검정되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search Items Number Outer Loading AVE Cronbach's α C. R. R2

Relative 1 0.927 0.871 0.963 0.971 -

Advantage 2 0.945 

3 0.929 

4 0.915 

5 0.951 

Compatibility 1 0.899 0.733 0.948 0.956 -

2 0.916 

3 0.886 

4 0.902 

5 0.854 

Complexity 1 0.958 0.910 0.983 0.986 -

2 0.971 

3 0.962 

4 0.970 

5 0.955 

Cognitive Risk 1 0.920 0.820 0.969 0.973 -

2 0.911 

3 0.925 

4 0.947 

5 0.891 

Network 1 0.896 0.845 0.954 0.965 -

Effects 2 0.883 

3 0.939 

4 0.927 

5 0.949 

Social 1 0.916 0.846 0.939 0.956 -

Influence 2 0.877 

3 0.953 

4 0.931 

5 0.818 

Organization 1 0.940 0.892 0.976 0.980 -

Characteristics 2 0.941 

3 0.967 

4 0.954 

5 0.932 

Innovation 1 0.917 0.801 0.969 0.973 0.413 

Resistance 2 0.905 

3 0.895 

4 0.892 

5 0.890 

Behavioral 1 0.951 0.896 0.971 0.977 0.412 

Intention 2 0.937 

3 0.955 

4 0.944 

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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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result

Research Items 1 2 3 4 5 6 7 8 9

1. Relative Advantage 0.933 　 　 　 　 　

2. Compatibility 0.440 0.856 　 　 　

3. Complexity 0.703 　0.522 0.954 　 　 　 　

4. Cognitive Risk -0.126 -0.023 -0.049 0.905 　

5. Network Effects 0.789 　0.457 0.772 　-0.193 0.919 　 　 　

6. Social Influence 0.711 　0.530 0.735 　-0.119 0.730 0.920 　 　 　

7.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0.713 0.592 0.791 　-0.301 0.706 0.771 0.944 　

8. Innovation Resistance -0.526 -0.375 -0.486 0.285 -0.504 -0.437 -0.608 0.895 

9. Behavioral Intention 0.747 　0.559 0.794 　-0.184 0.724 0.791 　0.746 　-0.642 0.946 

- the diagonal bold italic font is the square root of AVE

Table 6. Research hypothesis test result

H Path
Origina

Sample

Sample

Mean
STDEV STERR t-val p-val Adoption

H1 Relative Advantage → Innovation Resistance -0.426 -0.425 0.143 0.143 2.799 0.006 Approve

H2 Compatibility → Innovation Resistance -0.364 -0.366 0.084 0.084 2.757 0.006 Approve

H3 Complexity → Innovation Resistance 0.106 0.108 0.189 0.189 0.956 0.340 Reject

H4 Cognitive Risk → Innovation Resistance 0.134 0.135 0.080 0.080 2.073 0.040 Approve

H5 Network Effects → Innovation Resistance -0.011 -0.008 0.189 0.189 1.056 0.292 Reject

H6 Social Influence → Innovation Resistance -0.161 -0.157 0.178 0.178 2.903 0.004 Approve

H7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 Innovation Resistance -0.453 -0.447 0.163 0.163 2.786 0.006 Approve

H8 Innovation Resistance → Behavioral Intention -0.642 -0.646 0.051 0.051 12.507 0.000 Approve

4.2 연구가설 검정 결과

연구항목들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요구하는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 타당성, 판별 타당성의 검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치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검정되었으므

로 연구가설에 대한 검정을 경로분석의 방식으로 시행하

였다. 세부적인 연구가설의 검정결과는 아래의 Table 6

과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 H1의 검정으로서 상대적 이점은 혁신저

항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β=-0.426, p=0.006). 가설 H2의 검정으로서 적합성

은 혁신저항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β=-0.364, p=0.006). 가설 H3의 검정으로

서 복잡성은 혁신저항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검정되었다(β=0.106, p=0.340). 가

설 H4의 검정으로서 지각된 위험은 혁신저항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β

=0.134, p=0.040). 가설 H5의 검정으로서 네트워크 

효과는 혁신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정되었다(β=-0.011, p=0.292). 가설 

H6의 검정으로서 사회적 영향은 혁신저항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β=-0.161, 

p=0.004). 가설 H7의 검정으로서 조직특성은 혁신저

항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β=-0.453, p=0.006). 마지막으로 혁신저항은 사용의

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유의한 것으로 검정되었다

(β=-0.642, p=0.000).

5. 연구 결과 및 차후 연구방향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소 제조 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혁신

저항에 대한 연구이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 도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들을 확장된 혁신저항모델을 활용하여 규명하

고, 혁신저항 영향요인들이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과 

혁신저항이 기술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

로서 우리나라 중소 제조 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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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용 수준의 제고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로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중소 제조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총 176부의 설문지를 연구

에 활용하였다. 연구항목들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충족하는 항목들을 활용하여 

경로분석 방식으로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상대적 이점은 혁신저항에 부(-)의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 적합성은 혁신저항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복잡성은 혁신저항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지각된 위험은 혁신저항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네트워크 효

과는 혁신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사회적 영향은 혁신저항에 부(-)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조직특성

은 혁신저항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혁신저항은 사용의도에 부(-)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가설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학문적․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마트 팩토리 도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혁신

확장모델, 기술수용모델이 아닌 혁신저항모델을 활용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확장된 UTAUT를 활용하

여 도입요인을 분석한 연구[7], AHP를 활용하여 도입

요인을 비교하는 연구[8], 종업원의 기술수용 태도와 기

술사용 용이성이 스마트 팩토리 기술 도입수준에 미치

는 영향을 제시하는 연구[9] 등이 제시되었으나 본 연

구는 혁신저항모델을 활용하여 스마트 팩토리 도입 및 

사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기존의 혁신저항모델에서 제시된 영향요인들 

이외에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

요인으로서 네트워크 효과, 사회적 영향, 조직특성을 선

정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확장된 혁신저항모델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들 추가적인 영향

요인들이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개

별기업 및 공급사슬 관점에서의 확장된 혁신저항모델

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들과 비교 시 차이

점을 가진다.

셋째, 스마트 팩토리 도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스마

트 팩토리 관련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혁신저

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분하여 연

구를 진행함으로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 및 사용과 관련

하여 혁신저항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요인들과 감소시

키는 요인들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혁신저항의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각된 위험이며,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상대적 이점, 적합성, 사회적 영

향, 조직특성으로 검정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

를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과 관련하여 적절하

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에 따르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적 시

사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스마트 팩토리 도입과 사용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혁신저항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지각된 위험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결국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과 사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지

각하는 기술 관련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과 사용이 경영성과의 제고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우리나

라의 스마트제조혁신지원단의 역할 수행을 통하여 경

영개선 및 공정개선 성과의 제고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에서도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사용의 수준이 저조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적인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으로서 경영개선 및 공정개

선 성과의 제고 사례를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을 도

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빠르게 전파시키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둘째, 스마트 팩토리 도입 및 사용과 관련하여 혁신

저항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상대적 이점, 적

합성, 조직특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인들

의 제고는 중소기업들의 혁신저항의 수준을 감소시킴

으로서 스마트 팩토리 도입 및 사용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영리조직으로서 개별기업은 수익을 제고하거나 경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활동이라고 인식되는 경우

에는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적극적인 수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진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 및 사용이 기존의 경영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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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익을 제고시키는 

경쟁우위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기업

의 업무 및 제조 프로세스와의 적합성 수준 역시 높아

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 기업의 기존 업무 및 제조 프로

세스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업에게 가장 필요

로 하는 기술부터 도입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또한 기

업을 이끌어가는 최고 경영자가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

술의 도입과 사용을 위한 선도적 의지와 리더십을 발휘

하여야 하며, 조직문화를 개방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

한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로 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별기업의 관점을 넘어서 공급

사슬 관점으로서 사회적 영향을 제시하였는데 개별기

업들은 공급사슬 구성원으로서 원자재 및 부품을 공급

하는 공급기업과 자기 기업의 완제품을 구매하는 구매

기업들로서 다른 거래기업들을 필요로 하게 마련이며, 

이들 거래기업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

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급사슬 상의 거래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관

련 기술의 도입과 사용을 통하여 제품 품질 제고, 제조

시간 단축이나 제조 유연성 확보 등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혁신저항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자신의 기업 활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거래기업들의 요구사항을 거절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과 사용 

수준의 제고를 위해서는 공급사슬 관점에서 정책을 수

립하고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개별기업의 수준

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은 공급사슬 전체

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부분 최적화에 지나지 않으며, 

공급사슬 전체가 스마트 팩토리로 변화되는 경우 전체

적인 최적화와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개별기업과 개별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며, 공급

사슬과 공급사슬 간의 경쟁으로 변화된 상황이고 궁극

적으로 자기 기업 관점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도 중요하

지만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로 변화되

지 못한 상황이라면 최종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

려워질 수 있으며,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미도입

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거래기업들과 지속적으

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

문이다. 

5.2 연구 제한사항 및 차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는 제한사항과 차후 연구방향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큰 제한사항으로서 연구를 위한 표본의 

수가 비교적 제한적인 상황이다. 앞서 Table 2에서 제

시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의 수는 176개이

다. 개별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저항에 대한 연

구가 아닌 영리조직으로서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며, 표본의 설계과정에서 매출 액 50억 원 미만 

및 종업원 수 기준 50명 미만으로 표시된 기업체의 설

문지, 응답직원들 중 대리 미만의 직급에서 응답된 설

문지를 연구에 활용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하지만 활용

된 데이터의 수가 200개 미만이므로 연구에 활용된 표

본의 수가 작다는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설문 데이터를 확보하고 연구를 진

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가설들 중 혁신

저항의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들로서 복

잡성은 혁신저항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관점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혁신저항의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복잡성 수준을 일

정부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앞서 Table 2에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나라 중소기

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경로는 전문업체를 통한 도

입이 67.1%이며, 자체적으로 도입한 경우는 9.0%에 불

과한 상황이다. 이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

을 비교적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 업체에 의존하여야 하고 전문 업체의 도

입방식과 일정 등에 수동적으로 의존하여야 하며, 관련 

지식의 확보 역시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기술도입의 수준 역시 Level Ⅰ(기초수준)으로 조

사된 기업들이 75.4%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

라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수준이 높

다고 말하기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향후 스마

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 수준이 더욱 제고된 후 관

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도입한 기업 및 관련 기술의 사

용의도 역시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수행

하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네트워크 효과 역시 혁신저항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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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효과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정되었

다. 공급사슬 상의 거래 관련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 및 사용의 현황이 제고되는 경우 시

너지 효과의 발생을 위해서라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

술의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서 간단히 제시하였지만 우리

나라 중소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수준은 전체 

6%이며, 소기업은 5.1%, 중기업은 16.3%에 지나지 않

음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낮으며, 소기업의 경우 더욱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

입과 사용을 위한 네트워크 효과의 발생을 위해서는 더

욱 높은 수준의 스마트 팩토리의 도입 수준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임계치 이상의 도입 수준을 필요로 한다. 그

러므로 향후 스마트 팩토리 도입 수준이 2025년을 기

준으로 3만개를 달성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다

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서 경영성과 제고에 대한 

확신의 부족(19.7%), 직원들의 낮은 수용의도 및 전문

적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

(19.3%), 비용적인 부담(16.7%)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7].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대

적 이점, 지각된 위험 등의 항목은 유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도입에 따

라서 나타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 변화와 인력 재배

치 문제, 일자리 감소 문제 등이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혁신저항 현상이 나타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

라서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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