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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기업의 경영 활

동에 정보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

며, 이는 곧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게 되었음을 말한다. 하지만 재정적 자

원이 풍부하지 않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노후화

된 정보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클라우

드 컴퓨팅은 기업의 정보기술 사용에 있어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IT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

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IT 자원 공유

(resource sharing)가 주가 되는 것으로 서버, 데

이터 저장공간,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등의 

IT 자원을 구매하여 소유하지 않고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빌려 쓰고 사용

한 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

고 있다(Alkhater et al., 2018; Khayer et al., 

2020). 이러한 방식은 개별 PC에 프로그램을 

  * 이 논문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1470)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ksh@knu.ac.kr(주저자)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pullip83@hanmail.net



｢정보시스템연구｣ 제29권 제2호, 2020년 6월

- 198 -

설치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외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고객에 의해 데이터가 

저장되고 개별 컴퓨터에 할당되는 컴퓨팅 기술

로 대규모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사용과 가

상화 기술에 중점을 둔다(Kim and Kim, 2010).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클라우드 컴퓨팅

을 적용하게 되면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IT 자원에 접근하고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바

뀌게 된다(Arvanitis et al., 2017; Hsu et al., 

2014). 가령, 기업이 필요로 하는 IT 자원의 일

부는 외부 공급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

게 되며 기업은 사용한 서비스 만큼에 대해서

만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초기에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크게 하지 

않고도 필요로 하는 IT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IT 자원에 대한 관리와 확장 또한 용이해진다.

연구조사 기관인 MarketsandMarkets의 2019

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글

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는 예측 기간

의 CAGR(Composite Annual Growth Rate)이 

18.0%로, 2018년 2,270억 달러에서 2023년에

는 6,33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러한 추세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조직의 

관리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를 빠르게 처

리하고 고객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클라우

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의존이 점차 높아지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전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연구(예, Arvanitis et al., 2017; 

Priyadarshinee et al., 2017)에서 클라우드 컴퓨

팅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성장, 경쟁우위 차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중요한 혁신기술

로서 기업의 기술 확산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컴퓨팅의 경제성을 빠르게 변화시켜 IT 투자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의 경영환

경과 웹 환경의 발전에 따른 변화의 수용에 대

한 긍정적인 해결방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경영 활동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Arvanitis et al., 2017; 

Kim and Kim, 2010).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속해서 주목받고 기업

의 경영 활동에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클라우

드 컴퓨팅에 관한 연구들은 초기에는 주로 개

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을 대

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혁신적 특성, 비즈니스 

환경 특성, 기술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클라우

드 컴퓨팅 수용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Alsmadi and Prybutok, 2018; Arvanitis et al., 

2017; Hsu et al., 2014; Khayer et al., 2020). 

조직 대상의 연구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수용

과 구현에 비용절감, 기존 자원과의 호환성, 민

첩성, 경쟁압력, 기술준비성, 조직구조 및 문화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설명한다. 하지

만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

은 IT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이

며, 이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은 관리자 행동과 조직의 지원과 같은 요인들

이다. 또한, 관리자의 리더십이 어떠한가에 따

라 조직 구성원들은 리더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업무 환경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Li 

et al., 2012), 조직의 지속적인 지원은 구성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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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주며 자발적으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려는 행동을 이끌 수 있다

(Oliveira et al., 20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은 이들 요소와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및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실증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

퓨팅을 사용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인지 

등을 바탕으로 하는 변수들을 도출하여 성공적

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의 관계에 대한 실

증적 증명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공적인 구현이 기업의 비즈니스 성

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실증

적인 접근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관리자의 IT 기술에 대한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에 관한 변수와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조직의 지속적 지원이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

팅 구현과 성과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

다. 

Ⅱ. 이론적 배경

2.1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IT 자원을 소유하지 않

고 필요한 만큼 언제(anytime), 어디서나

(anywhere), 어떤 기기(any-device)를 통해 자

원을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에 대한 비용을 지

불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기업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Arvanitis et al., 

2017; Hsu et al., 2014; Khayer et al., 2020; 

Oliveira et al., 2014).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원

의 공유, 비용 절감, IT 자원의 확장 등의 이점

을 바탕으로 기업의 생산성, 유연성, IT 기능 등

을 향상하고 외부와의 협업 활동에도 유용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개인 및 공공부문에

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Alsmadi and 

Prybutok, 2018; Alkhater et al., 2018; Khayer 

et al., 2020; Kumar et al., 2017). 이에 클라우

드 컴퓨팅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후반 클라

우드 컴퓨팅이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

기 시작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경영 및 정보시스템 분

야에서도 실증적 접근을 통해 개인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고려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이 증

가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 특성, 조

직 특성, 비즈니스 환경 특성들과 기술수용과의 

관계를 설명한다(Priyadarshinee et al., 2017; 

Yang et al., 2015). Oliveira et al.(2014)은 클라

우드 컴퓨팅 수용에 비용절감과 같은 기존 IT 

기술과 차별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이 상

당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기술 준비

성, 최고 경영자 지원, 기업 규모 등과 같은 조

직 관련 요인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Yang et al.(2015)은 조직, 기술, 환경에 대한 준

비성과 클라우드 컴퓨팅 수용 간의 관계를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최고 경영자 지원, 상대적 

이점, 호환성, 경험 가능성, 경쟁자압력은 클라

우드 컴퓨팅 준비성과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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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riyadarshinee et al. 

(2017)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업에 많은 혜택

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존의 IT 혁신과는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Alkhater 

et al.(2018)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채택하는데 

서비스 품질, 신뢰가 중요 요인임을 설명하였으

며, 보안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클라우드 컴퓨팅

을 채택을 방해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Khayer et al.(2020)은 클라우드 컴퓨팅 채택에 

상대적 이점, 서비스 품질, 최고 경영진 지원, 

지각된 위험, 효율성 등이 중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수용

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이처럼 조직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가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만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을 사용하는 조직의 구성원과 관련한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Oliveira et 

al., 2014; Yang et al., 2015; Priyadarshinee et 

al., 2017). 다시 말해, 조직에서 클라우드 컴퓨

팅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구현하여 성공적

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를 사용하

는 구성원이나 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

한데도 이러한 요인들과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

퓨팅 구현 및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매

우 미흡한 것이다. 

2.2 조직구성원 관련 연구

조직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성공

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업무 프로세

스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이나 인식이 중요하다. 조직 구성원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이 조직의 정보기술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기존 연구에서(예, Kim et 

al. 2009; 전새하 등, 2011; Taylor and 

Hunsinger, 2011) 신기술 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보공유, 기술적 능력, 구성원 통제, 보안 인식

성과 변화에 대한 준비성 요소들은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주장 되고 있다. 정보공유는 조직 

구성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과정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서로 공유할 의

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정보기술의 수용에 대한 

동기적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에서는 조직이나 

개인이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것은 정보를 얻고 

공유하기 위함이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질수록 해당 기술을 통한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전새하 등, 

2011). 클라우드 컴퓨팅은 정보 공유에 유용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에서는 구성

원들 간의 쉽고 빠른 정보 공유가 급격한 비즈

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데 중요하게 작용

할 수 있으므로 구성원들의 정보공유에 대한 

의지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술적 능력은 조직 구성원들의 클라우드 컴

퓨팅에 대한 기술적 지식의 정도를 의미한다. 

조직 구성원들이 IT 자원이나 새로운 기술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감이나 걱정이 해소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

한 기술적 지식의 정도와 역량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들의 기술

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

공적인 구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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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행동통제는 조직 구성원들이 클라우드 컴

퓨팅 구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생

각에 대한 관리 정도를 의미한다. 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에서 개인의 자기행동통제는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태도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알려져 있다(Ajzen, 1991; 

Taylor and Hunsinger, 2011). 클라우드 컴퓨팅

의 경우에도 조직 구성원이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구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잘 통제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으로 이

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보안인식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클라우드 컴

퓨팅 구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

다. 최근 정보기술의 보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

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역시 보안이나 데이터

의 기 성, 프라이버시와 같은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Kim et al. 2009; 전새하 

등, 2011), 특히, 보안의 문제는 사용자의 인식

과도 관계가 깊은 요인으로 보안유지가 잘 되

어 있다고 인식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보안유지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록 클라우드 컴퓨팅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화준비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정보기술 사용을 통한 업무 환경의 변

화에 긍정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심적인 상태

의 정도를 의미한다. 경영학 분야의 기존 연구

에서는 변화에 대한 준비성을 조직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수용하려는 심리적인 상태로 설명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Jones et al., 2005). 다시 말해,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

입하여 구현하는 것과 같은 조직의 변화에 대

해 구성원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변화를 

수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나 심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2.3 리더십과 지원 

리더십은 조직 관리자 개인의 역할과 영향력

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조직에서 특정 목표 또

는 행동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요인이자 수단으

로 정의된다(Bass, 1985). 즉, 리더십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성공을 위해 조직의 다른 구성원

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며 이바지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House et 

al., 2002).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리

자의 리더십의 중요성은 여러 번 확인된 바 있

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정보기술 구현에도 관리

자의 리더십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김상현과 김근아, 2016). 정보기술에 대

한 관리자의 관심과 지원은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의 리더십은 구성

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Carreiro and 

Oliveira(2019)는 리더십이 조직이 성공적으로 

혁신기술을 채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설명하였으며, 다른 조직 구성원의 감

정을 고려하고 그들의 요구를 인지하는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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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직과 경영진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채택하

고 구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할당하

거나 서비스를 통합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재구

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Low et al., 

2011). 조직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정보기술 수

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기술 채택으로 인해 발

생하는 변화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직은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고 지원해 줌으로써 구성

원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변화를 긍정

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

다(Oliveira et al., 2014; Yang et al., 2015). 또

한, 조직의 지원은 기술사용에 대한 모호성을 

줄여주고 구성원들이 효율적으로 정보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긍정적

인 기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조직은 기술적

인 것뿐만 아니라 금전, 인적 자원 등을 지원하

는 형태로 해당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직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채택하고 구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Khayer et al., 2020; 

Li et al., 2012; Oliveira et al., 2014). Low et 

al.(2011)은 최고 경영진의 지원이 클라우드 컴

퓨팅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임을 설

명하였으며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진 혜택

을 인식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Martins et al.(2016)은 조직에서 클라우드 컴퓨

팅 도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할 수 있

음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할 때

는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와 구조에 변화가 수

반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지원이 효과적인 기

술 도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조직의 지

원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구성원들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 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도 있다(김

상현과 박현선, 2018). Lee et al.(2005)은 조직

적 지원이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상호 작용하여 행동과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Ⅲ.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과 관련한 요소로 

정보공유, 기술적 능력, 구성원 행동통제, 보안 

인식성, 변화 준비성의 5가지 요인을 제안하여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새로운 정보기술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

화하는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고 변화에 대응하려는 의

지의 정도, 정보기술과 관련한 구성원들의 역량

과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보안에 대한 인식은 조

직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성공적으로 구현하

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 할 수 있

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

퓨팅의 구현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조직 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관리자의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이 

높은 목표를 채택하도록 자극하고 기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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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Bass, 

1985). 조직 구성원들은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 도전하고 구성원들을 적극

적으로 이해할 때 관리자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능력 수준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Li et al., 2012). 조직의 지속적인 지원 역

시 조직의 구성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구현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감소

시켜주고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려는 행동을 

끌어낸다(Lee et al., 2005). 또한, 지속적인 조

직의 지원은 정보기술에 대한 구성원들의 행동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Oliveira et 

al., 2014).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에 

대해 보여주고 있으며, 총 8개의 가설을 설정하

여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3.1.1 조직 구성원 관련 요소에 대한 가설설정 

조직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롭고 혁

신적인 기술을 채택하는데 해당 기술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이나 역량은 무엇보다 중요하

다 할 수 있다. 조직이 채택한 기술을 실제로 

업무 프로세스에 사용하고 그 결과를 얻는 것

이 조직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측되는 조직 구성원 관련 요인을 선행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정보공유는 조직 구성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서로 체계화하여 공유할 의지의 정도를 

의미한다(Arpaci, 2017). Arpaci(2017)는 클라

우드 컴퓨팅이 기존 기술보다 정보공유에 있어 

쉽고 유용한 기술로 사람들 간의 정보공유를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점이 사용

자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정보공유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고 해당 기술을 유용하

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조직에

서 구성원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정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정보시스템연구｣ 제29권 제2호, 2020년 6월

- 204 -

보를 공유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 정보공유에 

유용하고 정보 접근성이 높은 기술을 사용하려

는 의지도 높아질 수 있다(Garrison et al., 

2012). 따라서 구성원들의 정보공유 의지가 어

떤가는 그것에 도움을 주는 기술의 채택과 성

공적인 구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둘째, 기술적 능력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

한 조직 구성원들이 가진 기술적 지식수준의 

정도를 의미한다(Garrison et al., 2012; Lion et 

al., 2014). 조직에서 새로운 기술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해결되어야 하는

데 조직 구성원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충

분한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

러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조직 구

성원이 자신이 가진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면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수용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riyadarshinee et al., 2017). Lion et al.(2014)

은 조직 구성원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충

분한 지식과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업

무 프로세스 전반에 더 많은 확신을 가질 수 있

을 것이고,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수용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셋째, 구성원 행동통제는 조직 구성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생각에 대한 관리 정도를 의미한다

(Ajzen, 1991). Ajzen(1991)은 지각된 행동통제

가 어떤 행동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믿음으로서 새로운 정보기술 이용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직에서 클라우드 컴

퓨터를 채택하여 구현할 때 그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불안감, 스트레스를 구성원들이 자발적으

로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는 성공

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넷째, 보안 인식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클라

우드 컴퓨팅 구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

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의미한다(Park and Kim, 2014; Oliveira 

et al., 2014).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

슈로 주목받는 것이 기술 및 데이터에 대한 보

안 문제이며 클라우드 컴퓨팅 역시 방대한 정

보를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고 저장하는 과정

에서 데이터 기 성, 프라이버시, 보안 등과 같

은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

한 문제는 사용자의 보안에 대한 인식과도 관

계가 깊으며 보안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의 정도가 높을수록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ark and 

Kim(2014)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자가 보안

유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태도나 사용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다섯째, 변화 준비성은 조직 구성원들이 새

로운 정보기술을 통해 업무 환경의 변화를 긍

정적으로 수용하고자는 심리적인 상태의 정도

를 의미한다(김상현과 송영미, 2010; Armenakis 

et al., 1993). 조직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

하는 것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때 이러한 변화

를 성공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자세와 변화의 필요성 인식 등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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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영향을 미친다. 즉,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준비성

을 높게 가질 때 조직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고 정보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현과 송영미(2010)는 조직의 변화에 대해

서 구성원들이 준비되어 있고 긍정적으로 수용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더 나아가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

퓨팅 구현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 도입에 

따른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정보시스템의 효과

를 이해하고 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리를 지속

할 것인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

문이다(Garrison et al., 2015; Priyadarshinee et 

al., 2017; Raut et al., 2018). Raut et al.(2018)

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채

택과 운영이 업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Priyadarshinee et 

al.(2017)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함으로써 

내부 IT 관련 자산이 부족한 기업들은 불필요

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자신들이 가진 IT 

자원을 핵심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더 나은 성

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에 관한 요인으로 제안

한 5가지 변수들과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의 관계 그리고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

팅 구현과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조직 구성원의 정보공유는 조직의 성공

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조직 구성원의 기술적 능력은 조직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조직 구성원의 행동통제는 조직의 성공

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조직 구성원의 보안인식 성은 조직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조직 구성원의 변화 준비성은 조직의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은 클라

우드 컴퓨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3.1.2 리더십과 지속적 지원에 대한 가설

조직에서 새로운 정보기술을 채택하여 구현

하고 성과를 얻고자 할 때 조직 관리자의 역할

이나 조직적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리더인 조직 관리자가 목표 달성에 대해 구성

원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거나 충분한 지

원이 이루어졌을 때 긍정적이고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House et al., 2002; Low 

et al., 2011). 본 연구에서 리더십은 조직 관리

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시 구성원들이 경

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방향성을 가지고 

동기를 유발하거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의미한다(Carreiro and 

Oliveira, 2019; Li et al., 2012). 또한, 조직의 

지속적 지원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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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조직이 금전적, 기술적, 사용 환경 등의 다양

한 측면에서 지속해서 지원하는 정도를 의미한

다(Martins et al., 2016; Oliveira et al., 2014). 

조직에서 관리자의 리더십은 성공적으로 새

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구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기술에 대한 평

가와 수용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상현과 김근아, 2016). 즉, 클라우드 컴

퓨팅 구현 프로젝트에서 구성원들과의 정보공

유, 구성원들의 신기술에 대한 기술적 능력 향

상,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대한 보안과 낙관적 

성과 등을 구성원들이 갖추도록 관리자로서 역

할을 한다면 조직의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젝트

는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Carreiro 

and Oliveira, 2019), 이에 House et al.(2002)은

조직 구성원들의 노력과 인식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의 성공을 창출하는데 한계점이 존

재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라자들의 리더십이 새

기술 프로젝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장하였

다. 따라서 관리자의 IT에 관한 관심과 리더십

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상호작용하여 성공적인 구현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직의 지속적인 지원은 클라우드 컴

퓨팅 수용과 성과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구성원들의 인식과 행동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현과 박

현선, 2018; Lee et al., 2005). Martins et 

al.(2016)는 조직이 새로운 기술을 구현 한 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 내외적 

지원이 요구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여느 정보

기술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후 

이에 대한 재무적, 비재무적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조직이 창출 할 수 있는 성과는 제한적

일 것이다. 따라서 조직의 지속적인 지원은 성

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 그에 따른 성

과의 관계를 강화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a: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정보공유와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의 관계

를 더 강화해 줄 것이다.

가설 7b: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기술적 능력

과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의 관

계를 더 강화해 줄 것이다.

가설 7c: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통제와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의 관계

를 더 강화해 줄 것이다.

가설 7d: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보안인식성

과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의 관

계를 더 강화해 줄 것이다.

가설 7e: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의 변화준비성과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의 관계

를 더 강화해 줄 것이다.

가설 8: 조직의 지속적인 지원은 성공적인 클라

우드 컴퓨팅 구현과 클라우드 컴퓨팅 성

과의 관계를 더 강화해 줄 것이다.

Ⅳ.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및 표본 특성

본 연구에서 제안된 연구모형의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은 (1) 문헌 조사, (2) 

연구의 문맥에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 (3)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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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통한 내용 타당성 검증, 그리고 (4) 사전조

사를 통해 측정항목에 대한 통계적 검증의 4단

계를 통해 개발되었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각 잠재변수의 측정항목을 조사하여 본 연구의 

문맥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정보

공유와 기술적 능력은 Arpach(2017), 

McKinney et al.(2002), Li et al.,(2006), Lion 

et al.(2014)의 연구를 참조하여 개발하였다. 또

한, 구성원행동통제, 보안인식성, 변화 준비성

은 Ajzen(1991), Armenakis et al.(1993), 

Dunham et al.(1989), Oliveira et al.(2014)의 

연구를 기반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항목을 제외한 연구변수를 측정

하기 위한 모든 측정항목은 (1) 강한 부정에서 

(7) 강한 긍정의 7점 리커트(7-point Likert 

scale) 항목으로 본 연구의 내용에 적합하게 수

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기반으로 한 연구는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모든 측정항목에 관한 

내용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국내 정보기술 분야 

연구자(예, 경영정보 교수와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를 대상으로 각 항목에 대한 문맥적 정교

함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측정항목

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검증 결과 이

를 저해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직 단위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며, 자료수집의 주요 방법인 

연구변수 조작  정의 련 연구

정보공유
조직 구성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서로 체계화하여 공유할 의지의 정도

Arpach(2017)

McKinney et al.(2002)

기술적능력
조직 구성원들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술적 지식의 정

도

Li et al.(2006)

Lion et al.(2014)

구성원

행동통제

조직 구성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생각에 대한 관리 정도
Ajzen(1991)

보안인식성
조직 구성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

Oliveira et al.(2014)

Park and Kim(2014)

변화준비성
조직 구성원들이 새로운 정보기술 사용을 통한 업무 환경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심적인 상태의 정도 

Armenakis et al.(1993)

Dunham et al.(1989)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수용 후 기존 

시스템과 통합하여 사용하는 정도

Garrison et al.(2015)

Raut et al.(2018)

클라우드 

컴퓨팅 성과 

조직 및 구성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해 인식하는 재

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의 정도
Raut et al.(2018)

리더십

조직 관리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시 조직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방향성을 가지고 동기 유발 

및 자발적 노력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정도

Carreiro and Oliveira(2019)

Li et al.(2012)

지속적 지원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이 금전적, 기술적, 

사용환경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해서 지원하는 정도

Lee et al.(2005)

Martins et al.(2016)

<표 1> 연구변수의 조작  정의  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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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다차원적(방문, 전화, 이메일 등)으

로 실행되었다. 국내 기업지원 업무를 하는 관

련 기관에 등록된 국내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

으로 최종 313부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참여자 모두가 과장급 이상으로 관리자급에서 

자료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중 남성이 208명

(66.5%)으로 여성 응답자(105명, 33.5%)보다 

높게 나왔으며, 응답자 과반(181명, 57.8%)이 

40대였다. 최종학력은 대학교와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자가 87.5%(274명) 정도로 나타났다. 

응답자 직위는 과장/대리(57.2%)가 가장 많았

으며, 그다음으로 일반 사원(기타)가 26.8%, 부

장/차장급(11.5%)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조사

에 참여한 기업의 산업군을 살펴보면, 전자․전

기/정보기술이 41.9%로 가장 많았으며, 물류/

유통/서비스가 20.8%, 금융/보험/카드가 16.6% 

그리고 제조가 15.7%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자 특성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국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응답

자 특성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다.

응답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은 국내․

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 추세와 일치

하게 69.6%가 SaaS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며, IaaS는 55.3% 그리고 PaaS는 30.4%

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들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비용 절감(53.0%)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컴퓨팅 자

원 활용이라는 클라우드 컴퓨팅 특징인 광범위

한 네트워크 접속(41.5%)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그 외 빠른 탄력성(38.0%), 

서비스 용량 측정의 용이성(31.0%) 그리고 식

당 뷔페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만 쓸 수 

있는 주문형 셀프서비스(26.8%)의 순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 또는 

구현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보안성(67.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데이터 손상 시 복구에 

대한 우려(54.6%),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

(19.2%), 성능에 대한 불확실성(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다양한 이점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점도 위험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 준다.

4.2 측정모형 검정

본 연구의 측정모형 검증, 즉 측정항목에 대

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은 부분 최소 자승

(Partial Least Square: PLS)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연구모형에서 제안하는 조직 구성원 관련 

요소는 탐색적 성향이 존재함으로 PLS 접근방

식에서는 확인적 성향의 공분산 구조방정식(예, 

Lisrel, AMOS) 보다는 잔차 분포와 표본 크기

에 대해 엄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을 동시에 검정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특히, 리더십과 지속적 지원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PLS 접근방법이 분석의 용이

함에서는 더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Chin et 

al., 2003). 분석을 위한 도구로는 SmartPLS 3.0

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 검증에는 사회과학 조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

다. 우선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신뢰성 분석

은 Cronbach’s α값과 구성 신뢰도(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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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CR)를 사용하였으며, 두 값 모두 

0.7 이상이어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할 수 있

다(Nunnally, 1978). 다음으로 타당성 검증 중 

집중 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개별항목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과 평균분산추출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사용

하였다. 두 지표에 대한 기준은 0.7과 0.5 이상

이다(Carmines and McIver, 1981). <표 3>은 

측정모형의 신뢰성 검증 결과와 집중타당성 검

증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모든 잠재변

수에 대한 α 값은 0.752에서 0.937 그리고 CR

값은 0.830에서 0.880으로, 기준값인 0.7 이상

으로 나타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
항목

정보
공유

기술  
능력

구성원 
행동통제

보안 
인식성

변화 
비성

리더십
성공 인 
클라우드 
컴퓨  구

지속  
지원

클라우드 
컴퓨  
성과

si1 0.820 0.371 0.422 0.180 0.389 0.496 0.274 0.210 0.347 

si2 0.838 0.235 0.231 0.153 0.427 0.183 0.384 0.389 0.424 

si3 0.836 0.314 0.143 0.200 0.361 0.463 0.290 0.387 0.329 

tc1 0.408 0.865 0.200 0.120 0.228 0.294 0.241 0.172 0.244 

tc2 0.155 0.758 0.129 0.238 0.153 0.129 0.257 0.176 0.303 

tc3 0.190 0.733 0.206 0.229 0.183 0.168 0.277 0.211 0.275 

cm1 0.379 0.140 0.739 0.304 0.169 0.053 0.230 0.103 0.263 

cm2 0.347 0.362 0.816 0.454 0.256 0.298 0.438 0.346 0.416 

cm3 0.249 0.393 0.848 0.417 0.296 0.352 0.304 0.249 0.423 

sp1 0.304 0.331 0.409 0.784 0.337 0.385 0.424 0.311 0.398 

sp2 0.370 0.400 0.383 0.838 0.215 0.294 0.428 0.404 0.286 

sp3 0.403 0.296 0.373 0.747 0.108 0.259 0.267 0.103 0.400 

rc1 0.188 0.220 0.207 0.124 0.782 0.203 0.349 0.375 0.058 

rc2 0.478 0.258 0.108 0.113 0.844 0.447 0.357 0.176 0.338 

rc2 0.454 0.401 0.369 0.205 0.756 0.391 0.176 0.484 0.360 

itl1 0.248 0.239 0.047 0.166 0.288 0.830 0.284 0.280 0.445 

itl2 0.332 0.151 0.242 0.013 0.309 0.813 0.116 0.134 0.394 

itl3 0.325 0.585 0.249 0.262 0.446 0.873 0.307 0.460 0.500 

scci1 0.309 0.096 0.226 0.033 0.457 0.399 0.875 0.429 0.362 

scci2 0.390 0.341 0.238 0.122 0.440 0.287 0.799 0.359 0.249 

scci3 0.351 0.237 0.152 0.043 0.373 0.253 0.820 0.218 0.395 

cs1 0.355 0.075 0.214 0.128 0.532 0.213 0.150 0.826 0.507 

cs2 0.444 0.263 0.344 0.026 0.429 0.354 0.228 0.788 0.618 

cs3 0.290 0.218 0.139 0.005 0.303 0.225 0.121 0.793 0.407 

ccp1 0.240 0.185 0.357 0.241 0.105 0.301 0.400 0.449 0.779 

ccp2 0.186 0.057 0.212 0.121 0.214 0.269 0.102 0.371 0.796 

ccp3 0.161 0.357 0.276 0.193 0.136 0.186 0.370 0.394 0.805 

ccp4 0.243 0.214 0.150 0.128 0.173 0.280 0.320 0.108 0.835 

CR 0.870 0.830 0.844 0.833 0.837 0.877 0.871 0.844 0.880

AVE 0.691 0.620 0.644 0.625 0.632 0.704 0.692 0.644 0.646

Cronbach's 

Alpha
0.789 0.812 0.803 0.752 0.810 0.876 0.854 0.937 0.891

<표 3> 측정항목의 요인 재값  교차요인 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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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요인적재 값과 AVE 값을 통한 집

중 타당성 검증 결과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적

재 값은 임계치인 0.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AVE 값 역시 문헌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값 

0.5 이상으로 나타났다(Fornell and Larcker, 

1981). 이러한 결과는 측정항목 개발에 있어 문

헌뿐 아니라 관계 전문가들을 활용해 더 정확

한 항목을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표 3>은 측

정항목의 요인적재 값과 교차요인 값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판별 타당성 검

증을 하였다. 판별 타당성은 개별 측정항목이 

측정하고자 하는 잠재변수 외 다른 잠재변수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계이다. 검증은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과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값을 비교하여 분석하여 분석할 수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검증 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은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종과 횡에 있는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 값

보다 커야 한다. <표 4>는 판별타당성 검증 분

석결과로 대각선에 표시된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 값이 종과 횡에 있는 잠재변수 간 상관

계수 값보다 비싸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구조모형 검정

연구모형에서 제안한 가설은 구조방정식 분

석 도구인 SmartPLS 3.0을 사용하였다. 구조방

정식 분석을 통해서는 경로별 가설의 검증뿐만 

아니라 외생변수에 대한 내생변수가 가지고 있

는 정보의 정도를 설명해주는 결정계수(R2)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PLS 분석을 통해 

측정모형뿐 아니라 구조모형의 상호작용변수

를 추가한 조절 효과 검증도 쉽게 할 수 있다. 

가설 검증 결과, 조직 구성원 요인에서 구성원 

행동통제를 제외한 4개 변수(정보공유, 기술적 

능력, 보안 인식성, 변화 준비성)는 성공적인 클

라우드 컴퓨팅 구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유와 기술적 능력 그리

고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의 관계는 

정보공유의 경로계수가 0.216(t-값 2.049) 그리

고 기술적 능력은 경로계수는 0.432(t-값 7.597)

로 나타나 가설 1과 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곧 조직이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에 있어 

구성원들과 다양한 정보공유가 필요할 뿐 아니

잠재변수 1 2 3 4 5 6 7 8 9

1. 정보공유 0.831 　 　 　 　 　 　 　

2. 기술적 능력 0.439 0.787 　 　 　 　 　 　

3. 구성원 행동통제 0.311 0.281 0.802 　 　 　 　 　

4. 보안 인식성 0.357 0.209 0.190 0.791 　 　 　 　

5. 변화 준비성 0.499 0.293 0.316 0.325 0.795 　 　 　

6. 리더십 0.200 0.171 0.347 0.276 0.371 0.839 　 　

7.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0.229 0.457 0.276 0.392 0.496 0.337 0.832 　

8. 지속적 지원 0.143 0.480 0.167 0.158 0.349 0.325 0.153 0.803

9. 클라우드 컴퓨팅 성과 0.257 0.292 0.297 0.194 0.363 0.391 0.402 0.499 0.804

주) 진하게 표시된 대각선 값은 AVE의 제곱근.

<표 4> 잠재변수의 별 타당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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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성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어느 

수준의 기술적 지식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둘째, 조직 구성원 요소 중 보안 인식성과 변

화 준비성은 경로계수 0.328(t-값 5.206) 그리고 

0.486(t-값 9.551)으로 유의수준 0.01에서 가설 

4와 5 역시 채택되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 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안에 대한 높은 인식

과 새로운 IT 전략으로 가기 위한 변화에 대한 

높은 준비성이 갖추어졌을 때 조직의 클라우드 

컴퓨팅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가설 3인 구성원 행동통제와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이 특정 

IT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 보안을 위해 

어느 수준의 통제는 필요로 하지만 개별 구성

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이 

무언가를 한다는 점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이는 곧 그 IT 프로젝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효과의 마지막 

가설은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 성과 

간의 관계이며, 분석결과 경로계수 0.497(t-값 

10.321)로 유의수준 0.01에서 채택되었다. 즉, 

가설 경로  t-값 결과

조직 구성원 요소와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의 관계

가설 1 정보공유 →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0.216* 2.049 채택

가설 2 기술적 능력 →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0.432** 7.597 채택

가설 3 구성원 행동통제 →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0.058 1.004 기각

가설 4 보안 인식성 →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0.328** 5.206 채택

가설 5 변화 준비성 →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0.486** 9.551 채택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 클라우드 컴퓨팅 성과의 관계

가설 6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 클라우드 컴퓨팅 성과 0.497** 10.321 채택

리더십과 지속적 지원의 조절 효과

가설 7a 정보공유 x 리더십 →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0.251** 3.197 채택

가설 7b 기술적 능력 x 리더십 →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0.219* 2.236 채택

가설 7c
구성원 행동통제 x 리더십 

→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0.075 0.915 기각

가설 7d 보안 인식성 x 리더십 →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0.220** 4.217 채택

가설 7e 변화 준비성 x 리더십 →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0.311** 6.683 채택

가설 8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x 지속적 지원 

→ 클라우드 컴퓨팅 성과
0.371** 5.884 채택

주) *:p<0.05,**:p<0.01 

   R2(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 0.680, R2(클라우드 컴퓨팅 성과) = 0.247

<표 5> 가설검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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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

면, 클라우드를 통한 다양한 성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더십과 지속적 지원의 조절 효과 검증 결

과, 가설 7c(구성원 행동통제와 성공적인 클라

우드 컴퓨팅 구현 사이에서 리더십의 영향)를 

제외한 모든 관계에서 조절변수는 중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시 정보를 공유하고, 자

신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 더 알고자 하

는 노력을 바탕으로 보안에 대한 인식과 변화

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 조직

의 관리자들이 리더십이 추가된다면 이러한 관

계는 더 강화될 것이다. 또한, 조직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한 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한 더 큰 성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의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

에 대한 결정계수 즉, R2(연구모형의 총 변동 중

에서 회귀선 즉,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

율)에 대한 검증 결과,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

팅 구현의 R2은 0.680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성과의 R2은 0.247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구성

원 요소의 5개 변수는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

팅 구현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68.0%의 설명력

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은 클라우드 컴퓨팅 성과의 24.7%의 설명

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LS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판단는 계수인 

GoF(goodness of fit)값(Tenenhaus et al., 2005)

을 구한 결과 0.368로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나

타내고 있다. <표 5>에서 요약하고 있다.

Ⅴ. 결 론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의 발전 속에서 

많은 기업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최신 

기술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은 비용 절감, 효율적

인 자원 공유, 정보기술 자원의 확장 등의 이점

으로 많은 기업에 주목받고 있으며 기업의 생

산성, 유연성, IT 기능을 향상해줄 것으로 평가

받는다. 또한,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기업의 경쟁우위 차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혁신기술임을 설명하고 있으며 IT 자원을 

빌려 쓰는 형태인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해 

기업들의 IT 투자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

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공적인 구현과 성과에 어

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지 

못한 요인들을 제안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그 

관계에 대한 합리화(rationalization)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조직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들은 기존의 정보기술과 뚜렷하게 차별되

는 클라우드 컴퓨팅 특성과 조직구조, 보안, 기

업 환경적 특성들에 관한 요인들을 제안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채택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기업 업무 프로세스에서 클

라우드 컴퓨팅을 실제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이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구성

원의 인식과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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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들과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논의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

해 조직 구성원에 관한 요인을 제안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공적인 

구현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조직 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의 

지속적 지원의 조절 효과에 대해서도 검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구성원 요인으로 제안한 다섯 개

의 변수 중 구성원 행동통제를 제외한 네 개의 

변수가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구성원들이 다양한 정보공유가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

어야만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이 가능

함을 의미한다. 또한, 보안에 대해 높이 인식하

고 있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

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구성원 행동통제 변수가 

채택 되지 않은 이유로 조직이 특정 IT 프로젝

트를 실행하는 데 있어, 보안을 위해 어느 수준

의 통제는 필요로 하지만 개별 구성원들은 자

신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이 무언가를 

한다는 점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며, 이는 곧 

그 IT 프로젝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은 클

라우드 컴퓨팅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을 성공

적으로 구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구성원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조직 관리자

의 리더십은 구성원 요인과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조직 관리자가 정보기술에 관심이 

있음을 구성원들에게 보여주고, 구성원들이 클

라우드 컴퓨팅 구현 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

에 대해 방향성을 가지고 안내하며, 업무에 클

라우드 컴퓨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

팅 구현을 이끌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지속적 지원은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 성과 간의 관계를 강

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고 혁신적인 정보

기술을 채택하여 도입하더라도 조직의 충분한 

금전적, 기술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과

와 만족으로 이어질 수 없다. 즉, 구성원들이 조

직에서 구현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

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지속적 지원

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음에 따라 다양한 연구에서 클라

우드 컴퓨팅을 효율적으로 도입하려는 방법들

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본 연구는 클라

우드 컴퓨팅 구현에 대한 인과적 모델을 제시

함으로써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시

사점을 기대할 수 있다. 먼저 학문적 측면에서 

첫째,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업

의 의존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그 관계를 검증하였

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공적

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에서 그치지 않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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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구성원들의 성과에 해당 기술이 어떤 영향

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검증함으로써 향후 클라

우드 컴퓨팅에 관한 연구에 유용한 이론적 모

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존 연

구들이 주로 개인의 정보기술 수용 및 사용과 

같은 사용자 행동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

고 조직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의 경우에도 

기술의 장단점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반해,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은 조직 

구성원에 관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클

라우드 컴퓨팅 구현과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에서 업무를 위해 클라

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로 이를 사

용하는 사람들은 조직 구성원이며 이들의 역할, 

능력의 정도가 성공적인 기술 구현이나 기업의 

성과와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조직 구성원에 

관한 요인들과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의 관계

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

한 연구모델을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검정하고

자 함으로써 학문적으로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 성과에 대한 리더십과 지속적 지원의 

조절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학문적 시사점

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

한 연구는 리더십과 조직의 지원이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이나 성과에 어떠한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하

지만 본 연구는 이 변수들의 조절 효과를 제안

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이들 변수

의 유효성을 검정하기 위해 새로운 요소와 인

과관계에 대한 논리적 논의로부터 이론화를 시

도하여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과 실증적 자원은 향후 

비슷한 범위의 실증 연구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높

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클라우드 컴

퓨팅 이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성공적

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을 기대하는 기업에 

실증적으로 증명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을 직접 

사용하고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하게 될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기술에 대한 인식이나 기술적 

능력, 보안인식, 변화에 대한 준비의 정도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공적인 구현에 어떠한 영

향이 있는지에 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유

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성공적인 클

라우드 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정보공유, 보안인식, 기술적 능

력, 행동통제, 변화준비와 같은 요소에 대한 중

요성을 인지시키고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설

명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들에게 어떤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조직의 리더십이 조직 구성

원에 관한 요소들과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과의 관계에서 어떤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조직의 지속적인 지원이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

퓨팅 구현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어떤 조절 효

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원을 제공함으

로써 새로운 정보기술과 관련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환경의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에서의 관리자의 리더십, 조직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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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으며, 이들 

변수를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로 제안하여 살

펴봄으로써 클라우드 컴퓨팅 구현 및 성과에 

이들 변수가 중요한 요소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몇 가지 학문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함에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며 이를 

통해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째, 본 연구는 조직 구성원에 관한 요인을 다섯 

가지만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

지 못한 변수들이 더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본 연

구에서 제안한 조직 구성원 요소들은 지식공유, 

기술적 능력 그리고 혁신과 관련된 변수들로 

이러한 변수를 범주화 하지 않고, 포괄적 개념

으로 조직 구성원 변수를 검증 하였다. 이에 향

후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 관련 요소를 기술

적 능력, 관계적 능력, 혁신 등 다양한 범주별 

변수로 세분화 하여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변수에 대한 정확성

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

항목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

고 있는 기업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하지만 산업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을 사용하는 정도가 다르고 업무 프로세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

라 조직 구성원의 관련 역량이나 인식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응답을 한 기업규모 정보

가 연구에 포함 되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응답 대상을 산업 분야, 조직 규모, 사

용 비중의 정도 등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여 분

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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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Organizational Members in Implementing and 
Achieving Successful Cloud Comput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Leadership and Continuous Supports

Kim, Sanghyun․Park, Hyunsun

Purpose

Cloud computing that provides a new paradigm for a firm’s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getting a lot of attentions by practitioners. However, the empirical investigation on members of 

organizations using cloud computing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apabilities and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membe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mportant for 

successful cloud computing implement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proposed factors related to the capabilities and perceptions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nd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and successful cloud computing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In addition, this study tested the moderating effect of leadership 

and continuous supports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proposed hypotheses were verifi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SmartPLS3.0 with the collected data.

Findings

The results showed that four factors except 'member behavior control' had a positive effect on 

successful cloud computing implementation, which had a positive effect on performance. In 

additi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ontinuous support have been shown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among factors. 

Keyword: Successful Cloud Computing Implementation, Organizational Member, Performance, IT 

Leadership, Continuous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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