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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적인 경제 불황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 본 논문은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의도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에 초점을 맞추고,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의도 분석을 위해서 TAM과 VAM을 적용하
기로 한다. 제안하는 탐색 모델은 확장성, 민첩성, 보안성, 효율성, 신뢰성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포함
한 TAM과 VAM을 적용하여 IaaS 채택의도의 중요한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가설들을 검증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B2B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서 기업 사용자들의 IaaS 채택에 관한 사용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제어 :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TAM, VAM, 채택의도, 클라우드 서비스

Abstract  The global recession circumstances, cloud computing has emerged as a new paradigm in the business 
IT sector. This paper explores the analysis of cloud service adoption Intension of Korean firms. Especially, we 
focus on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among cloud services and apply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VAM (Value-based Adoption Model) to analyze cloud service adoption intension The proposed 
exploratory model tests a number of hypothese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factors of IaaS adoption intension 
with TAM and VAM included additional cloud service characteristics such as scalability, agility, security, 
efficiency and reliability. Eventual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not only help company users gain insights 
into IaaS adoption, but also help cloud service providers to develop their service effectively and improve 
marketing strategy in B2B cloud servic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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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외 으로 클라우드에 한 인식이 리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이 더욱 더 활발해 지고 있는

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ICT 자

원을 ‘소유’하는 방식에서 ‘임 ’로 환해 련 비용을 

감할 수 있게 했으며, 업무의 시간 ·공간  제약을 없

앰으로써 업무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화된 ICT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 ’으로 사용자는 ICT자원(소

트웨어, 랫폼,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을 필요한 만

큼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으로 경제  혜택을 릴 수 있다[1]. 이러한 장 들로 인

해 국내외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ICT 패러다임을 

변화시킬만한 요한 기술임을 인지하고, 이를 구 한 

서비스나 략 등을 제시하며 주력사업으로 육성시키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도 주요 통신사를 비롯한 ICT기업

들도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략을 발표하고 

있으며[1, 2], 정부에서도 다양한 클라우드 육성정책을 발

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내외의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분에서도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고, 클라우

드 서비스 시장은 B2B(Business to Business), 

B2C(Business to Customer) 뿐만 아니라 B2G(Business 

to Government)까지 확 되고 있는 상으로 클라우드 서

비스가 기업의 업무형태는 물론 개인의 라이 스타일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기 하고 있으며 더불어 클라우드 

서비스 련 기업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이러한 ICT 환경의 변

화에 주요 트랜드  하나로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

비스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와 특징들이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 도입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이슈에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슈는 B2B 클라우드 서비스  IaaS를 도입

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기업사용자의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가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 어떤 변수

들로 인해 향을 미치는지 직·간 인 향에 해 알

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이러한 요인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수용의도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인과분석을 실시하고자 하는

데, 기존의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은 정보기술의 수용과정 모델로서 그 타당성을 검

증 받아 왔다는 에서 TAM의 기본 인 구성변수를 반

하되 이 외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

고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요인들

을 추가 으로 도입한 가치기반수용모델 (Value-based 

Adoption Model; VAM).을 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의도의 향요인을 분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업이 IaaS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떤 변수가 향을 미치는지 살펴 으로써 추후

에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의도에 한 기  자료

를 제공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국내 

기업사용자는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자

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 으로 B2B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요인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공통

으로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애 리 이션, 랫폼, 

스토리지, 보안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신이 필요한 

시 에 사용한 만큼만 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2].

클라우드 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클라우드 환

경이 소비자에게 유용성을 제공하거나 클라우드 환경에 

악 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 리  특성  비즈니스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도출된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3]. 

- 확장성(Scalability): 기존에 투자된 자산을 가상화

하여 추가 인 하드웨어 구매 없이 기존보다 폭넓

고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특성

- 민첩성(Agility): 갑작스러운 IT자원의 수용변화에 

신속히 응하며, 정보처리 시스템 교체  신속한 

업그 이드를 지원하는 특성

- 보안성(Security): 데이터에 한 근권한에 한 

철 한 통제하며, 외부 침입  공격 시스템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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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특성

- 효율성(Efficiency): 근무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

어나고, 업무방식이 효율 으로 변화하며, 단말기에 

근만 하면 IT자원 실행을 한 복잡한 과정은 서

비스 제공업체에서 해결하는 특성

- 신뢰성(Reliability): 고객의 정보  데이터를 리

하는 것에 한 투명성을 유지하여 고객이 정보 

리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특성

2.2 TAM과 VAM

Davis는 정보기술의 사용자 수용을 모델화하기 하

여 합리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기술수용모형을 제시하

다[4]. 정보기술 수용행 의 주요 련 변수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의 두 태도를 매개로 하여 

행동의도를 설명하고 종국에는 실제사용에 향을 미친

다고 규명하 다.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자가 특정 시스

템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성과를 향상시킨다고 믿

는 정도”로 정의하 으며,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사용자

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에 추가 인 노력이 필요 

없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 다. 그리고 Davis는 기 

기술수용모형에서 지각된 이용 용이성과 유용성이 행동

의도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고 태도변수

를 생략한 새로운 기술수용모형을 제안하 다[5, 6]. 한 

Seo는 기술수용모델을 확장하여 사회  향력과 기업

이 신성  마  노력 등을 포함한 확장된 기술수용

모델을 제안하 다 [1]. 

VAM은 인지된 가치에 향을 미치는 이익(benefit)

과 손해(sacrifice) 요인들이 인지된 가치에 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하고 궁극 으로 인지된 가치가 채택의도에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가치기반의 분석기법으로 

최근에 그 용범 가 늘고 있다[7]. 

3. 연구 모형 

3.1 연구 모형 설계 및 가설 수립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IaaS 도입을 결정하는데 향

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계를 탐색하기 해 기업 사용

자들이 어떤 요인으로 IaaS를 도입하고 이용하는가를 규

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변수를 결정하기 해 신기술이나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채택에 한 일반 인 기술수용모델

(TAM)의 변수인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채택의도에 향을  수 있는 변수

인 사회  향력과 기업의 신성을 사용기로 하고[1], 

추가 으로 2.1 에서 기술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요

인인 지각된 확장성, 지각된 민첩성, 지각된 보안성, 지각

된 효율성  지각된 신뢰성을 연구변수로 도입하여 기

업이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탐색하고 규명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요인은 VAM의 인

지된 가치로 악한다. 이에 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

고 연구 모형 내에 포함된 변수들의 계에서 연구 가설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가설 1 (H1): 지각된 유용성(PU)은 기업의 IaaS 채

택의도(AI)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H2): 지각된 사용용이성(PEOU)은 기업의 

IaaS 채택의도(AI)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H3): 사회  향력(SI)은 기업의 IaaS 채택

의도(AI)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H4): 기업의 신성(CI)은 기업의 IaaS 채택

의도(AI)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H5): 지각된 확장성(PS)은 기업의 IaaS 채

택의도(AI)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H6): 지각된 민첩성(PA)은 기업의 IaaS 채

택의도(AI)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H7): 지각된 보안성(PSe)은 기업의 IaaS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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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도(AI)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H8): 지각된 효율성(PE)은 기업의 IaaS 채

택의도(AI)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H9): 지각된 신뢰성(PR)은 기업의 IaaS 채

택의도(AI)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4. 실증 분석 결과

4.1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설문은 국내기업의 IT 부서 담당자나 CTO

를 상으로 하 다. 이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동시에 조직의 IT기술 련 의사

결정에 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클라우드 서비스인 

IaaS의 채택의도를 측정하기 한 가장 합한 연구 

상으로 단할 수 있다. 가설검증을 해 설문지를 작성

하 는데 설문지는 7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질문으

로 구성하 다. 설문조사는 2013년 9월부터 약 한달간 이

루어졌는데, 오 라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11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106부의 설문지를 회수

하 고 그  결측치와 불성실한 응답이 선택된 설문지

는 분석 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표본 103부의 유효 데이

터를 확보하 다.

4.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기법을 사용하 다. 먼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하여 확인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측

정치를 상으로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하여, 구조방

정식 모형을 사용하 다. 데이터 코딩과 탐색  요인분

석을 해 SPSS 20을 사용하 고, 확인  요인분석과 구

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해 AMOS 20을 사용하 다. 

4.3 분석 결과

4.3.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 설문지에 나타난 측정 문항들에 한 신뢰성 

분석은 내 일 성법을 이용하여 검증하 다. 측정도는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 는데, Cronbach’s Alpha 계수 0.7이상이면 신뢰

성 있다고 단하여[8], Cronbach’s Alpha계수 0.7이상인 

유의한 항목을 28개 추출하 다. 이 에서 SI1, PR2, ,BI4

는 신뢰성에 좋지 않은 향을 주는 항목으로 단하여 

최종항목에서 제외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개념타당

성 분석을 해 요인분석(Factor Loading Analysis )을 

수행하 고, 탐색  요인분석을 해 Varimax rotation을 

아용하 다.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 각 변수와 요인간

의 상 계 정도를 나타내는 재치(Factor Loading 

Value)가 0.6 이상인 경우에는 유의한 것으로 단하

고[8],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개 항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Perceived 

Usefulness

PU1 0.779

0.874
PU2 0.736

PU3 0.826

PU4 0.785

Perceived Ease Of 

Use

PEOU1 0.732

0.827
PEOU2 0.712

PEOU3 0.757

PEOU4 0.782

Social Influence

SI1 0.578

0.863SI2 0.825

SI3 0.836

Company

Innovativeness

CI1 0.752
0.761

CI2 0.764

Perceived 

Scalability

PS1 0.731
0.858

PS2 0.742

Perceived Agility
PA1 0.745

0.786
PA2 0.737

Perceived 

Security

PSe1 0.812
0.842

PSe2 0.838

Perceived 

Efficiency

PE1 0.785
0.773

PE2 0.729

Perceived 

Reliability

PR1 0.853

0.785PR2 0.465

PR3 0.768

Adoption 

Intension

BI1 0.725

0.757
BI3 0.773

BI3 0.769

BI4 0.457

4.3.2 가설 검증

먼 , 제안한 연구모형을 AMOS 20으로 검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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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다. 먼  모형에서 Table 2와 같은 합지수

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2> Model fit index

Index Fit index Good level Model

absolute fit 

index

 /df 1～3 Good 2.973

GFI ≥0.9 0.954

RMR ≤0.05 0.035

incremental fit 

index

NFI ≥0.9 0.947

CFI ≥0.9 0.963

Table 2에서 모형에 한 합도를 살펴보면 

합지수와 증분 합지수가 모두 권장수 범주에 들어 

반 으로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9]. 

이를 근거로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가설 검증을 실시

하 는데 이를 통한 구조 모형의 경로분석결과는 Table 

3와 Fig. 2에 나타나 있고, 가설검증 결과를 기술하면 다

음과 같다. 

<Table 3>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

Hypothesis Effect Coefficients S.E. Sig.

H1 PU→AI 0.415 0.027 0.000

H2 PEOU→AI 0.117 0.112 0.075

H3 SI→AI 0.443 0.014 0.001

H4 CI→AI 0.135 0.115 0.105

H5 PS→AI 0.157 0.121 0.098

H6 PA→AI 0.161 0.102 0.085

H7 PSe→AI 0.275 0.117 0.076

H8 PE→AI 0.487 0.075 0.025

H9 PR→AI 0.562 0.017 0.000

[Fig. 2]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

제안한 연구가설 검정결과 국내 기업 사용자의 특성

 지각된 유용성(PU), 사회  향력(SI), 지각된 효율

성(PE), 지각된 신뢰성(PR)이 IaaS의 채택의도(AI)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직, 간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지각된 사용용

이성(PEOU), 기업의 신성(CI)은 기업 사용자의 IaaS

이 채택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로 나타났으

며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요인인 지각된 확장성(PS), 

지각된 민첩성(PA), 지각된 보안성(PSe)도 기업 사용자

의 IaaS이 채택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로 

나타나, 기업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 때문

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최근 국내․외 으로 클라우드에 한 인식이 리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이용이 더욱 더 활발해 지고 있는

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회 속에 내재되어 있는 ICT 자

원을 ‘소유’하는 방식에서 ‘임 ’로 환해 련 비용을 

감할 수 있게 했으며, 업무의 시간 ·공간  제약을 없

앰으로써 업무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 히 

국내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며 한 보안, 안 성 문제로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을 꺼리고 있는 것도 실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을 상으로 클라우드 서비

스 이용 행태를 분석하기 해 확장된 기술수용모델

(TAM)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IaaS를 상으

로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의도의 향요인에 

한 탐색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는 술한 바와 같이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서

비스  IaaS의 채택의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 는데, 기존의 기술수용모델

(TAM)의 변수와 TAM 확장모델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

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변수들을 채택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의 반 인 인과 계와 구조방정식 모

델의 효과 등을 분석하 다. 연구가설 검정결과 국내 기

업 사용자의 특성  지각된 유용성(PU), 사회  향력

(SI), 지각된 효율성(PE), 지각된 신뢰성(PR)이 IaaS의 

채택의도(AI)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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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지각된 사용용이성(PEOU), 기업의 신성(CI)은 

기업 사용자의 IaaS이 채택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으

며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요인인 지각된 확장성(PS), 

지각된 민첩성(PA), 지각된 보안성(PSe)도 기업 사용자

의 IaaS이 채택의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로 

나타나, 국내 기업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징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 기업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 아직도 정확

하게 인지하기 못한 측면이 있으며 여 히 보안 문제 등

에 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되므로 기업들

에게 보안, 안 성 등을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한 

인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

구에서는 IaaS의 인지된 특성을 바탕으로 도입에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변수들을 포함하 지만, 기

업의 새로운 기술이나 시스템을 도입과정은 매우 복잡하

고 다양한 요인들에 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변수들을 

포함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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