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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 및 보급되고 있는 개인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특히, 이용자 특성과

이용 행태에 주목하여, 플랫폼 및 콘텐츠 연계이용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은 사진, 음악, 음원과 같은 데이터 용량이 작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주로 연계이용되었다. 둘째, 클라우드 서비

스 이용에 있어 ‘플랫폼 연계이용'이 제일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SNS 이용, 이메일 이용, 개인의 혁신성 등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형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있어 선도적인 연구로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개발 및

관련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에 있어 이용자 특성과 이용 행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s an exploratory study, investigates personal cloud service use which has been developed and distributed rapidly. 
Focusing on the user's characteristics and use behaviors, the influences of connected uses of platform and contents are empirically 
figured out.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tents which need small-data capacity like pictures and musics have been used very 
frequently in a cloud service. Second, 'platform-connected use' has been found out 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cloud service. 
SNS, e-mail, and personal innovativeness are also proved as significant factors. As a leading study analyzing theoretically the 
personal cloud service, it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user's characteristics and use behaviors in developing cloud 
service in the market and making policy for promoting relevant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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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난 10년 간 방송통신 환경은 빠른 기술 개발과 혁신, 
그리고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Web 2.0,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모바일 생

태계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새로

운 가치사슬과 이익분배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 이 중에

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 연결성, 소프트웨어 및 하

드웨어, 콘텐츠 및 서비스가 모두 하나로 집결되는 총체적

인 IT환경의 변화를 대변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2].

국내에서 클라우드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본격

적으로 진행된 것은 비교적 최근으로서, 주로 관련 설비 구

축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이 산업 현장에서의 IT자
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아왔다. 특
히, 최근 모바일 분야의 급성장과 빅데이터를 둘러싼 논의

확대 등으로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해 감에 따라 산업적, 정책적 차원에서 국내 시장의 활

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는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 중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개인형 클라우

드 서비스, 특히 스마트 폰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가 급격히 확대되어 관련 시장이 급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해외 선도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

속적인 수익 창출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노

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

로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해외 선도적 기업들은 다년간 클라

우드 데이터센터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 활용하여 다

양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적 성장가능성과 중요도에 대한 논의가 확

대되어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움직임 또한 진행되고

있다1). 그러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 대비 0.5%로 아직 미미한 수준인데다가, 관련 기

술 역시 미국보다 평균 2년 내외로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2). 

본 연구에서는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다른 서비스보다

훨씬 발전 속도가 두드러지고, 이용자의 일상생활과도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인형 클라우드(Personal Cloud) 서
비스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개인형 클라우

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어

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용자의 이용행태에 주목하여 개인형 클라우드의 플랫폼과

콘텐츠 활용 차원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용자가 클

라우드를 통해 공유한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디바이스를 통해 비동시적으로 소비하

기 시작하면서 과연 이용자가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있어

어떠한 플랫폼으로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연계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한

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형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

용자의 미디어 소비 방식을예측가능성을높이고, 향후관

련사업 육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Ⅱ. 이론적 배경

1. 클라우드 서비스의 정의 및 관련 현황
 
클라우드 서비스 개념은 2006년 구글의 직원이 컴퓨팅

자원에 대한 활용을 제의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이
후 IT산업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관과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는데, 
미국의 표준 기술 연구소인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

자가네트워크를 통해 구성 가능한 IT자원(소프트웨어, 스
토리지, 서버, 네트워크)을 필요한만큼빌려서 사용하고 서

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 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이라고 정의 내렸고, 삼성경

제연구소에서는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

1) 2010년 3월 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2014년 세계 최고 클라우드 컴퓨팅 강국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 컴
퓨팅 활성화 계획을 내놓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2013년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이를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 육성 방안에 있어 클라우드 서비스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2) 김동효(2013.10.09).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중 국회제출”,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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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주문형 IT서비스”라고 정

의했으며, Gartner(2010)는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많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확장성을 가진 IT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IT자원을 이용할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

공(As a service)하는 컴퓨팅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은 그리드 컴퓨팅, 분산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 웹 서비스, 서버 및 스토리지의 가상화

기술과 공개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기존 기술들이 융합되

어 하나의 커다란 구름(Cloud)과 같은 환경을 만들며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

을 통하여 제공하는 기술 개념을 포함한다
[3].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층위에 따라 분류되고 정의될

수 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분류된다. Issa는
서버, 컴퓨터, 스토리지와 같은 인프라 자원을 제공하는 형

태이고, PaaS는 시스템개발 환경과 관련된 플랫폼을 제공

하는 형태이며, SaaS는 인터넷을 통해 어플리케이션과 같

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3][4][5]. 

다음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체와 대상에 따

라 분리된다. 기업 또는 구축한 기관만이 소유한 시스템이

나 서버를 이용하여 기업내부 사용자만을 위해 사용되어지

는 사설 클라우드(Private Cloud),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

해야 하는컴퓨팅자원을 인터넷 상으로 대여, 제공하는 서

비스인 기업 클라우드(Enterprise Cloud), 그리고 개인 사용

자의 데이터와 콘텐츠를 관리하여 여러 스마트 디바이스

간 데이터 송수신과 콘텐츠 연동 기능이 강력하며 언제 어

디서든 이용이 가능한 개인형 클라우드(Personal Cloud)로
분류되기도 한다

[6]. 우리에게 익숙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

인형 클라우드로 이용자들이 음악, 문서, 그림등의 콘텐츠

를 온라인 서버에 저장해두었다가 자신의 개인형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접속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의 정립, 효과적이고 생산력 있는 공정 혁신, 기존
기술과의 연계를 통한 제품혁신 등 주로 기업 활용 차원의

접근을 수행하여 왔다3)[7]. 혹은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

입 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방식, 위협 요인, 채택 여부

및 적용에 관한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
[8][9].

그러나, 최근 개인형 모바일 공간의 확산, 스마트디바이

스의 확산 등으로 인해, 기업 차원이 아닌개인 차원의 클라

우드 서비스가 급격히 확산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업형과 달리 그 이용 목적과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아직 정립되지않았다. 특히, 다양한 소셜미디어와의 연계

를 통해 확장된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

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동력

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뿐아니라 개인의 정보저장과 활

용이라는측면을넘어선 N스크린서비스와 같은 콘텐츠 유

통과 확산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수 있다는측면에서 미

디어 관련 사업자들에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에도불구하

고, 개인형 클라우드 서비스의 활용 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2.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선행 연구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기

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의 관점

에서 설명되고 있다. 기술수용모델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 변수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로서 클라우딩 서비스와 같이

첨단기술 혹은 신기술 분야의 수용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

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을살펴보면, 크게볼때 클라

우드 서비스가갖는 특성에 관한 요인들, 이용자 특성에 관

한 요인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였다.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가갖는 특징이 이용에 미치는 영향

3) 최 성(2013)은 기업 차원에서의 국내외 다양한 유형의 클라우스 서비스의 성공적인 사업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초기
투자비용 절감, 운용비 절감 및 계획적 예산 운용, 시간 단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유연성과 확장성(시스템의 축소 및 확충 용이성), 사고에 대한 유연한

대처, 직원 업무 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다양한 사업분야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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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한 연구들이 다수존재한다. 윤중현(2011)의 연구에

서는 정보센터 시스템 품질이라는 기술적 요인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았는데, 데이터

안정성, 네트워크반응속도, 시스템접근성 요인들이 이용자

의 이용 의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전

새하ž박나래ž이중성(2011)의 연구는 클라우드컴퓨팅의 특징

인 보안 및 프라이버시 수준, 편재성, 정보접근성, 자원사용

효율성 등이 사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

혔다
[10]. 박상철ž권순재(2011)는 협업 지원, 접근성, 클라우

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 변인이 클

라우드 서비스로의 사용전환을 이끄는 요인으로서 작용함을

제시하였다
[11]. 류재홍ž문혜영ž최진호(2012)는 접근성, 저장

용량, 신뢰성, 인지된 용이성, 가용성 등의 서비스 특성이 사

용자의 이용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6].  

다음으로 이용자 특성에 주목한 일련의 연구들이존재한

다. 먼저, 서정한ž장석권(2011)은 탐색적 차원에서 비록이용

자 차원은 아니지만클라우스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한 요

인을폭넓은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9]. 이들은단순히 통신 인

프라, 정부지원, 연구활성화, 기술개발과같은거시적차원

뿐만아니라, 비록탐색적이지만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대

중의관심및 인지도,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용자 차원

의 사회 문화 환경 또한 주목하였다. 박이슬ž우형진(2013)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했는

데, 개인의 혁신성4)과 사회적 동조 변인이 이용자의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4]. 반면, 기존논문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여겨졌던인터넷 효능감과 같은 경우 설

정한 매개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양한 서비스들, 주로 소셜 미디어

들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용에 있어서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계이용(Multi-Device Use)’이
라할수 있다. 개인형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의 데이터

와 콘텐츠를 관리하여 여러 스마트 디바이스간 데이터 송

수신과 콘텐츠 연동 기능이 강력하며 언제 어디서든 이용

이 가능하다
[6]. 이러한 개인형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직 무

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

자체에 소비를 유발시키지는않지만, 타 미디어 콘텐츠 소

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할수 있다
[4].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N스크린서비스와 같이 다양한 콘텐츠와디바이스

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유료 콘텐츠 소비금액이 주요 변인

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12].

연계이용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TV와 다른 디바이

스 간 연계이용에초점이맞추어졌는데, 대체로 서비스에 대

한 원활한 통제에 그 목적이 있었다. 디바이스 간 연계이용

의 구분은디바이스 이용의시스템적 연계성과 시·공간적 연

계성에 따라서 개별이용, 동시이용, 교차이용, 연결이용 총

네가지 형태로 나뉜다. 개별이용은 두디바이스 간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른범주 내에서네트워크나 플랫폼 등의 시스

템을 기반으로 연계되지않은 개별적인 이용 유형을말하고, 
동시이용은 두개 이상의 미디어를 한시점에병행 사용하는

유형을 말한다. 교차이용과 연결이용은 보통 연계이용이라

는 개념으로 함께사용되는데, 연계이용은 이용자측면에서

여러 가지디바이스를 시·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결하여 사용

하는 이용행위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13]. 황

주성(2012)은 멀티디바이스 환경에서 연계이용에 대한 연구

를 통해 N스크린이용경험이많을수록여러단말기를 통해

미리보기, 이어보기 등을 이용하는단말기 교차이용, 시청하

는 동영상과 관련된 연계동시 이용, 그리고 동영상과무관한

단순 동시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13].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특성

4)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의 혁신성(Personal innovativeness)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개인의 혁신성은 새로운 정
보시스템을 시도하고 사용해보려는 성향으로 설명된다[15]. 기존 선행연구에서 혁신성에 따라 혁신적인 IT 자원의 채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8]. 그리고 이러한 혁신적 성향은 온라인 콘텐츠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혁신성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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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디어 이용행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살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용자 특성으로서 신규 미디어 수

용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가능성이높은 ‘개인의 혁신성’과
미디어 이용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서비스 다양성’이 클라

우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다음으

로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로서 ‘플랫폼 연계이용’과 ‘콘
텐츠 연계이이용’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이용자의 이용자 특성(개인의 혁신성, 서비

스 다양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연구문제 2. 이용자의 이용행태(플랫폼 연계이용, 콘텐츠

연계이용)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

2. 연구방법

2.1 표본의 구성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실시한

<2012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14]5) 
조사대상자는 전국 16개광역시도 10,319명응답자 중 클라

우드 서비스 1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영상, 음원, 문서 등의 콘텐

츠를 다른 매체로 이동시켜향유하거나, 이어보기/이어듣기

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327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의 비중이 50.8%로 조금 더

높았고, 나이는 만 10세부터 49세까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대졸 이하 학력이 61.2%로 가장많았고, 다음으로

고졸 이하 학력의 사람이 많았다. 서울 지역 거주자가

29.1%로 가장많았고, 다음으로 경기거주자가 25.4%를 차

지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 46.5%로 나타났으며, 200 ~ 
300만원이 17.4%, 100 ~ 200만원 소득을 가진 사람이

14.7% 순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Sex
Male 161 49.2

Female 166 50.8

Age

10 ~ 19 85 26.0
20 ~ 29 88 26.9
30 ~ 39 87 26.6
40 ~ 49 58 17.7
50 ~ 59 8 2.4
60 ~ 69 1 0.3

Education

Elementary School 7 2.1
Middle school 26 8.0
High School 77 23.5

College 200 61.2
Graduate school 17 5.2

Region

Seoul 95 29.1
Busan 15 4.6
Daegu 27 8.3

Incheon 20 6.1
Guangzhou 1 0.3

Daejeon 7 2.1
Ulsan 4 1.2

Gyeonggi 83 25.4
Kangwon 11 3.4
Chungbuk 16 4.9
Chungnam 13 4.0
Jeonbuk 1 0.3
Chonnam 2 0.6

Kyungpook 21 6.4
Kyeongnam 6 1.8

Jeju 5 1.5

Monthly Income

No income 152 46.5
Less than 0.5m won 8 2.4

0.5~1m won 12 3.7
1~2m won 48 14.7
2~3m won 57 17.4
3~4m won 30 9.2
4~5m won 11 3.4

More than 5 million won 9 2.8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327)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N=327)

2.2 주요개념의 조작적 정의와 데이터 분석
이용자 차원에서 ‘개인의 혁신성’은 새로운 정보시스템

을 시도하고 사용해보려는 성향으로 설명된다[15]. 기존 선

5) 본 연구는 전국의 전 연령층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국내 가구
및 개인의 미디어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미디어 정책 입안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의 활용을 위해 연구자 공모를 통해 원자료를 제한적으로 공개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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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efinition Reference

Personal 
innovativeness

․I want to use a new information system to try and propensity
   - I am sensitive to fashion(factor loading : .813)
   - It is important that the latest product(factor loading : .788)
   - It is important for brands(factor loading : .730)
   - It is important that other people do not use good products(factor loading : .537)
 * Mean : 3.245, Cronbach’s Alpha : .739
 * Factor extraction :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 Rotation method :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5]
[15]

Variety of services ․The number of used e-mail, blog, SNS services(0~3) [12]

 Platform of 
multi-device use

․The number of multi-device use of cloud service and other service with platform(0~3)
   - Do not multi-device used
   - With e-mail or blog or SNS
   - With e-mail-blog or e-mail-SNS
   - With email-blog-SNS

[12]
[14]

Contents of 
multi-device use

․The number of experiences with using cloud service to share digital contents(0~6)
   - Broadcast programs
   - Video
   - Music / sound
   - Book / newspaper / magazine
   - Photo
   - Documents

Using the cloud 
service

․The number of cloud services that are used(1~3)
․Cloud Services : ①KT Ucloud ②LG U+BOX ③T Cloud ④Daum Cloud ⑤Naver N Drive 
⑥Google Docs (Google Drive) ⑦Apple iColud  ⑧second live ⑨Dropbox ⑩Etc.

[12]

표 3.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Table 3. Operational definition of the main factors

행연구에서 개인의 혁신성에 따라 혁신적인 IT 자원의 채

택여부를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그리고 이러

한 개인의 혁신적 성향은온라인 콘텐츠 구매 결정에도 영

향을 미친다. 개인의 혁신성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인지하는데 있어 영향을줄것으로 보인다. 그
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혁신성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개인의 혁신성

을 알아보기 위해, 미디어패널설문내용 중 제품을 구매하

는 형태에 대한질문들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총 4개의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평균은 3.245
로 나타났고, 크론바하알파값(Cronbach-α)은 .739로 나타

나 높은 편에 속하는 신뢰도를 보였다. 통계분석은 SPSS 
19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되었다.

‘서비스의 다양성’은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이메일, 블로

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의 수로서, 미디어패널

설문에 있는 각각의 서비스의 이용 계정의 수를 바탕으로

0개 ~ 3개까지 재코딩하여 활용하였다. ‘플랫폼 연계이용’

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타 서비스(이메일, 블로그, SNS)간
연계이용 정도를 의미한다. 모든 개인형 클라우드 서비스

가 타 서비스와 연계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설문에

Classification e-mail Blog SNS

Telcos

KT Ucloud
LG U+Box

T Cloud Nate mail Cyworld blog
Cyworld mini 

homepage
Cyworld C log

Portal

Daum Cloud Daum hanmail Daum blog
Tistory Daum Yo-Jeum

Naver N Drive Naver mail Naver blog Me2day

Google Docs
(Google Drive)

Google Gmail
(gmail) Google Plus

Etc

Apple iCloud
2ndrive

Drop Box
Etc

표 2. 플랫폼별 B2C 서비스 현황
Table 2. B2C Services Platform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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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서비스를 플랫폼에 따라 아래 <표 2>와 같이 재분

류하여 연계이용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클

라우드-이메일, 클라우드-블로그, 클라우드-SNS, 클라우드

-이메일-블로그, 클라우드-이메일-SNS, 클라우드-이메일-
블로그-SNS 연계이용 여부를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

다.
‘콘텐츠 연계이용’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디지

털 콘텐츠를 다른 매체로 이동시켜 향유하거나 이어보기/
이어듣기 한 경험의 정도를말하며, 방송 프로그램, 동영상, 
음악/음원, 책/신문/잡지, 사진, 문서 콘텐츠의 N스크린 이

용경험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으로서 '클라

우드 이용'은 아래 <표 3>에 제시된 서비스를 대상으로 이

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를 1개 ~ 3개까지 각각 재분류

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이용자 특성과 이용행태

이용자의 특성인 서비스 다양성을 알아보기 위해 앞서

개인별 이메일, 블로그, SNS 서비스의 이용현황을 살펴보

았다. 응답자 중 56.6%의 이용자가 3개의 이메일을 이용하

고 있었으며, 42.2%의 이용자가 3개의 SNS를 이용하고 있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e-mail

Do not use 5 1.5
1 42 12.8
2 95 29.1
3 185 56.6

Blog

Do not use 197 60.2
1 59 18.0
2 30 9.2
3 41 12.5

SNS

Do not use 51 15.6
1 66 20.2
2 72 22.0
3 138 42.2

표 4. 이메일, 블로그, SNS 이용 수
Table 4. The number of used e-mail, blog, SNS

는 반면, 블로그는 60.2%가 이용하지 않았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타 미디어와의 플랫폼 연계이용을

살펴보기 위해 그 빈도를 조사하였다. 주로 이메일과 클라

우드 서비스를 연계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40.7%로 가장많

았으며, 이메일-블로그와 함께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사람

도 18%에 달했다. 반면, 연계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도

31.8%로 확인되었다. 한편, 연계하는 플랫폼 별로는 네이

버 108명(33%), 다음 48명(14.7%), 네이버+다음32명
(9.8%), 기타 35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Do not multi-device used 104 31.8
With e-mail 133 40.7
With blog 6 1.8
With SNS 5 1.5

With e-mail-blog 59 18.0
With e-mail-SNS 12 3.7

With email-blog-SNS 8 2.4

표 5. 클라우드 서비스와 이메일, 블로그, SNS 간의 연계이용(N=327)
Table 5. Cloud service and e-mail, blog, SNS use the multi-device 
use(N=327)

 
이상의 결과는 약 70%의 이용자가 타 미디어와 연계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에 종속되어 이용하는 이

용자가 대부분이라는 점, 이메일과의 연계이용이 가장 많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에서 개인형 클라우드가 새로

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미디어와의 연계이용이

꼭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동시에 <표 6>의 결과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진입이 매우 용이해질 수도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의핵심 OS(Operating System) 플
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예. 구글, 애플 등)이 이

를 핵심 자원으로서 활용하여 국내 시장에 진입할경우 매

우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진입할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콘텐츠 연계이용을 알아보기 위해 콘텐츠 유형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계이용한 경험의 정도를살펴보았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 유형은 사진으로 나타났으며, 
음악/음원, 문서 콘텐츠가 그 뒤를 이었다. 결과로 보아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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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Broadcast programs
(N=127)

KT Ucloud 11 8.7
LG U+Box 21 16.5

T Cloud 9 7.1
Daum Cloud 18 14.2

N Drive 46 36.2
Google Docs 7 5.5
Apple iCloud 11 8.7

2ndrive 0 0
Drop Box 4 3.2

Video
(N=179)

KT Ucloud 14 7.8
LG U+Box 27 15.1

T Cloud 18 10.1
Daum Cloud 31 17.3

N Drive 53 29.6
Google Docs 19 10.6
Apple iCloud 12 6.7

2ndrive 1 0.6
Drop Box 4 2.2

Music / sound
(N=129)

KT Ucloud 13 10.1
LG U+Box 17 13.2

T Cloud 8 6.2
Daum Cloud 23 17.8

N Drive 48 37.2
Google Docs 4 3.1
Apple iCloud 15 11.6

2ndrive 0 0
Drop Box 1 0.8

Books / newspapers / 
magazines

(N=58)

KT Ucloud 5 8.6
LG U+Box 9 15.5

T Cloud 7 12.1
Daum Cloud 11 19.0

N Drive 13 22.4
Google Docs 7 12.1
Apple iCloud 6 10.3

2ndrive 0 0
Drop Box 0 0

Photo
(N=223)

KT Ucloud 16 7.2
LG U+Box 17 7.6

T Cloud 28 12.6
Daum Cloud 43 19.3

N Drive 73 32.7
Google Docs 21 9.4
Apple iCloud 24 10.8

2ndrive 0 0
Drop Box 1 0.4

Document
(N=144)

KT Ucloud 5 3.5
LG U+Box 8 5.6

T Cloud 8 5.6
Daum Cloud 38 26.4

N Drive 57 39.6
Google Docs 13 9.0
Apple iCloud 10 6.9

2ndrive 1 0.7
Drop Box 4 2.8

표 6. 콘텐츠 연계이용(N=327, 중복포함)
Table 6. Contents of multi-device use(N=327, duplication)

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용량이 큰 콘텐츠 보다

비교적 데이터 용량이 작은 콘텐츠 중심으로 이용하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형 클라우드 서비스는 주로 스마

트폰이나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하여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부담감 등이 클라우드 서

비스 이용에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동영상 서비스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

IPTV, 케이블 방송 등의 유료방송서비스 사업자, 혹은 스

마트TV,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를 통한 OTT(Over-The- 
Top) 사업자입장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초기 진입시에는 이용자의 데이터 과부하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짧은 규모의 소규모 클립(Clip)형 서비스

중심의 상품구성에서 점차적으로 완성형 서비스로 이동하

는 전략의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2. 이용자 특성, 이용행태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과의 관계

이용자 특성인 개인의 혁신성, 서비스 다양성과 이용행

태인 플랫폼 연계이용, 콘텐츠 연계이용 이 클라우드 서비

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독립 변인군이 종

속 변인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계층적

다중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종속변인으로 1단계

에서는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인 성별, 나이, 학력, 
지역, 월 소득으로 분석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개인의 혁신

성을, 3단계에서는 서비스 다양성, 4단계에서는 플랫폼 연

계이용, 마지막으로 콘텐츠 연계이용의독립변인을추가하

여 분석하였다. 최종 연구모델에 대한 설명력은(Adj   )
은 .278(F=10.767  )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표 7>과 같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플랫폼 연계이용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

기업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의 특성과 연계성의

정도라는 일종의 자원 기반(Resource base)이 클라우드 서

비스 이용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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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결과
Fig. 1. Research result

Classification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eta (t) Beta (t) Beta (t) Beta (t)

Personal innovativeness

Personal 
innovativeness

.161 
(2.847)

.118 
(2.244)

.126 
(2.492)

.130 
(2.563)

Variety of services 

e-mail .179 
(3.165)

.152 
(2.781)

.159 
(2.900)

Blog .093
(1.701)

-.008
(-.147)

-.007
(-.124)

SNS .269  
(4.833)

.245  
(4.567)

.235  
(4.360)

 Platform of multi-device use

 Platform of 
multi-device use

.287  
(5.315)

.294  
(5.422)

Contents of multi-device use

Contents of 
multi-device use

-.067
(-1.345)

Adj   .054 .207 .273 .278

F 2.956  8.995   11.632   10.767  

p<.10,  p<.05,   p<.001 

표 7. 혁신성, 이용 서비스 다양성, 플랫폼 연계이용, 콘텐츠 연계이용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N=327) 
Table 7. The Impact of Personal innovativeness, Variety of services, 
Platform of multi-device use, Contents of multi-device use on the Cloud 
Service(N=327) 

다음으로 개인의 혁신성 요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가 보다 혁신적 성향을 가질수록 새

로운 제품 혹은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이라

는 기존의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서비스 다양성은 이용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

른 결과를 보였다. SNS 이용과 이메일 이용의 다양성은 유

의미하게 나타났으나, 블로그 이용의 다양성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많은 기존의 서비스

를 이용할수록 클라우드의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는 측면

을 제시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

스의 이용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콘텐츠 연계이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않는 점으로 보

아, 클라우드 서비스는 콘텐츠에 차별 없이 이용자의 요청

혹은 자동으로 동기화 되는 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클

라우드 이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앞선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에

서 보듯이 사진, 음악/음원, 문서 콘텐츠에 대한 이용이 보

다많이 발생되는 결과를볼때 향후연구를 통해서재검증

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나이와 (B=.141 , t=2.2138), 월 소득은 (B=.116 
, t=1.730)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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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과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주목하여

이용경험과 맥락차원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인형 클라우드

서비스에 조명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할수 있다. 
또한, 기존클라우드에 대한 연구는잠재적 이용자를 대상

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했지만, 본 연구는 미디어 이용자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에 미치는 특성

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행태, 
특히 연계이용의 패턴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

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개인형 클라

우드 서비스에 대해 실 이용자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측면에서 향후이론적 분석에 있어 탐색적이

고, 선도적인 연구로서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산업적, 정책적측면에서 다음의 함의를 제공

한다. 첫째,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있어 이용자

특성과 이용 행태를 고려한 서비스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하여주고 있다. 둘째, 기존이용 서비스의 특성, 플랫폼

유형의 특성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정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 결과는 결합서비스의 구성이 산업적 성공에 있

어 매우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형

태의 SNS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활용 역시 증가

하고 있는 시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와의 연계이용이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결과라고할수 있다. 
셋째,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결과를 보인다는 결과는 클라우드 서비스 결합 상품의 구

성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넷째, 
후속적인 재검증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가낮은 데이터 용량을 중심으로 한 이용이 발생된다는측

면은 모바일 공간에서의 이용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바일 서비스에 있어 OS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글

로벌 미디어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

을 의미한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동영상 서비스

제공은저용량의 클립형 동영상 서비스에서추후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본다. 다섯째, 이용자의 나이와 소득

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는 앞으로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

스를 제공할 때 보다 차별적인 서비스의 구성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IT 분야의 핵

심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진흥에

있어 이용자라는측면의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함

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2012년도의 자료

로서 급격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지속

적으로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량화되고 구체적인

설문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량 등과 같은 보다 다

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콘텐츠 연계이용

의 연구 결과가 비록유의미하게 나오지않았지만, 향후콘

텐츠의 연계이용의빈도, 총 이용량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

과의 관계로서 확장을 통해 재검증이 필요할 것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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