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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술수용모델  용한 모바일 클라우드 서 스 

용 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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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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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스마트 바 스  확산과 바  도  접근  편리  향상 에 라 다양한 스마트 바 스에  동  

업  할 수 는 바  클라우드 비스  촉진시키고 다. 본 논문  바  클라우드 비스  용 도  

향   한 탐색적 연 다. 본 연 는 바  클라우드 비스  상  용 도  해  TAM,

VAM과 UTAUT  결합  합수용  개발하여 적용하  한다. 제안하는 탐색  단말 동 , 높  가

용 , 쉬운 접근 , 비스 확  등과 같  바  클라우드 비스  특  포함한 TAM, VAM과 UTAUT  

적용하여 바  클라우드 비스  용 도    악하  해 가  수립하고  검 한다. 극적

 본 연  통하여 용 들  바  클라우드 비스  사용 도  해할 수  뿐만 아니라 바  클라

우드 비스 제공 들  보다 효과적  바  클라우드 비스 개발과 전략 수립  한 방향  제공해  수 

 것  한다.

주제어 : 바  클라우드 비스, TAM, VAM, UTAUT, 용 도, 합 술수용

Abstract As smart devices have proliferated and network speed and accessibility of mobile have accelerated,  

mobile cloud services that can do the same tasks by various devices are promoted. This paper explores the 

analysis of use intention of mobile cloud services and influencing factors. We develop and apply a convergenc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which combines TAM, VAM and UTAUT. The proposed model verifies some  

hypotheses to aware the significant factors of use intention of mobile cloud services with TAM,  VAM and 

UTAUT including additional mobile cloud service characteristics such as mobility, high availability, easy 

accessibility and scalability. Eventually, this research can not only help users gain insights into mobile cloud 

service use intention, but also help mobile cloud service providers to develop more effective mobile cloud 

service and their business strateg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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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클라우드 컴퓨 이란 IT 자원을 거 한 클라우드로

풀링(pooling)하여, 개인 이용자나 기업 이업자들이 필요

한 만큼의 컴퓨 자원과 서비스를 인터넷망을 통해 이

용하고 사용한 만큼 요 을 지불하는 개념을 말한다. 기

존의 IT자원을 리하는 방식은 개별 단말기별로 독립

으로 데이터를 리하여 서로 다른 단말기 간 데이터의

공유 호환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클라우드 컴퓨 의

도입을 통하여 기존의 데스크톱은 물론 스마트폰, 태블

릿 PC와 같은 이동성 단말 간의 연결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1].

근래 들어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모바일

단말기의 폭발 인 보 으로 인해 모바일단말기에서 같

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인 모

바일 클라우드가 많은 심을 받고 있다. 모바일 클라우

드는 기존의 클라우드의 개념을 무선단말기에 용하여

확장시킨 것이라는 단순한 개념의 확장뿐만 아니라, 사

용자가 모바일 서비스의 이동성과 편리성을추구하기

해 클라우드 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공 한다.

모바일 클라우드의 부상은 주요 배경으로는 네트워크

인 라스트럭처의 발달과 모바일 단말기 확산, 단말기

간의 데이터 연동 가능성, 모바일 단말기의 문제 을 해

결할수있는컴퓨 환경 등이 있다[2, 3]. 그럼에도불구

하고, 모바일 클라우드 기술에 한 험 요인도 존재하

는데,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성 문제로 이는 기존

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발생한문제와동일한 요인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이나 주요

고려요인에 한 연구들이 부분이었고[4, 5, 6, 7], 최근

확산되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와 모바일클라우드 시

스템 구축 요인과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수용에 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8, 9].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

구들은 일반 인 기술수용모델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이나 이를 확장한 모델을 용한 연구들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의 향요인들과 요인

간의 계분석으로 한계 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기술수용모델이나 이를 확정한모델의 용

이 아닌 다양한 련 모델을결합한 융합기술수용모델과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제안하고, 이를 용하여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

스 이용의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안한 융합

기술수용모델에서 제시된 연구가설을 검정하고 제시한

요인과결과분석을통해의미있는결론을도출하기로한다.

2. 적 배경

2.1 바  클라우드

모바일 클라우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모바일 응용 서비스 개발자와 모바일 단말 사용자에

게 서버 기반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

바일 단말들로 구성된 클라우드에서 단말 간 정보와 자

원을 공유하는 것이다[3].”

모바일 단말기를 통하여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바

일 단말기 간에 서비스를 지원하기 한 다양한 모바일

애 리 이션들이 개발되어 용되고 있다.

일반 인 클라우드와 모바일 클라우드의 차이 은 모

바일 단말기 간 클라우드 서비스의 동 재구성 기능

모바일 단말기의 이동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한 클라

우드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들은 탄력 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근성이 용이하여야 하며, 클라

우드 시스템 내의 모든 것들이 안 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2 술수용 과 가치 반수용

Davis는 정보기술의 이용자 채택을 모형화하기 해

합리 행동이론 기반의 TAM을 제시하 다[10]. 정보기

술 채택행 의 핵심 변수로써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이용용이성을 통해 채택의도를 설명하 다. Davis는 최

의 TAM에서 술한 두 가지 핵심 변수가 기술수용행

동의도에 직 인 향을 끼치는 것을 악하고 태도변

수를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TAM을 제안하 다[11]. 이

후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확장된 TAM들이 제안되었

다[5, 6, 12].

가치기반수용모델(Value-based Adoption Model; VAM)

은 인지된 value에 향을 끼지는 benefit과 sacrifice 요

소들이 인지된 value에 향을끼치는 지를 분석한다. 이

는 인지된 value가 수용의도에 향을 끼치는 지를 분석

하는 value 기반의 수용모델로 다양한 역에 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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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 13].

2.3 통합 술수용

Venkatesh 외[14]는 기술 채택에 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고 통합하여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을 제안

했다. UTAUT은 정보시스템 사용자 이용의도와 이용행

를 설명하는 모델로 성과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의 4개 주요요인으로 구성된다[14, 15].

3. 연 형

3.1 연  형 계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의도의

향요인간의 계를 분석하기 해 이용자들이무슨 요

인 때문에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이용하는가를 규명

하고자 한다.

본연구의변수를결정하기 해TAM의 지각된 유용

성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향을 수 있는 서비스 안 성과 신성

을 변수로 사용하기로 하고[2],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의 특성요인인 단말 이동성, 높은 가용성, 손쉬운 근

성, 서비스 확장성[3]을 연구변수로 도입하기로 한다. 제

안한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요인은 VAM의 인지

된 가치로 가정한다. 추가 으로 UTAUT의 성과 기 ,

노력기 , 사회 향, 진조건도 고려하기로 한다.

용한 모델과 도출된 요인들을 종합 으로고려하여 도출

된 연구모델은 [Fig. 1]과 같다. 제안된 연구모형을 통해

도출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지각된유용성(PU)은모바일클라우드서비

스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지각된 사용용이성(PEOU)은 모바일 클라

우드서비스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미칠것이다.

•가설 3: 지각된 서비스보안성(PSS)은 모바일 클라

우드서비스이용의도에정(+)의 향을미칠것이다.

•가설 4: 사용자의 신성(CI)은 모바일 클라우드 서

비스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지각된 이동성(PM)은 모바일 클라우드 서

비스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지각된 고가용성(PA)은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지각된 근용이성(PEOA)은 모바일 클라

우드서비스이용의도에정(+)의 향을미칠것이다.

•가설 8: 지각된 확장성(PS)은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

스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성과 기 (PE)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정(+)의인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노력기 (EE)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사회 향(SI)은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

스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진조건(FC)은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의 이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4. 실   결과

4.1  수집

본 연구에서는 학(원)생 직장인들을 상으로설

문을 수행하 다. 이는 상 으로 설문 상이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발히 사용할 것으로 단했기 때문

이다. 설문지는 7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질문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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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 다. 설문조사는 2016년 7월부터 한 달동안 이루어

졌는데, 온라인과 오 라인을 함께 조사하여 총 15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다. 설문지 에서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한 답변의 설문지는 분석 상에서 배제하고, 총

123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 다.

4.2  방법

먼 ,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

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측정치를 구조

방정식 모형을 용하 다. 데이터 입력과 요인분석을

해 SPSS 20을 이용하 다. 그리고 확인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은 AMOS 20을 활용하 다.

4.3  결과

4.3.1 신뢰  및 타당  

설문지의 측정 문항들에 한 신뢰도 분석은 내 일

성법을 통하여 검증하 다.

Variable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Perceived

Usefulness

PU1 0.795
0.793

PU2 0.783

Perceived Ease

Of Use

PEOU1 0.722
0.781

PEOU2 0.707

Perceived

Service Security

PSS1 0.815

0.836PSS2 0.828
PSS3 0.797

User

Innovativeness

CI1 0.753
0.763

CI2 0.765

Perceived

Mobility

PA1 0.746
0.778

PA2 0.735

Perceived High

Availability

PHA1 0.778
0.775

PHA2 0.736

Perceived

Ease Of

Accessibility

PEOA1 0.835

0.792PEOA2 0.467

PEOA3 0.767

Perceived

Scalability

PS1 0.726
0.776

PS2 0.752

Performance

Expectation

PE1 0.785

0.778PE2 0.813
PE3 0.457

Effort

Expectation

EE1 0.723
0.742

EE2 0.753

Social Influence

SI1 0.557

0.857SI2 0.815
SI3 0.824

Facilitating

Conditions

FC1 0.712
0.735

FC2 0.747

Use Intension
UI1 0.727

0.757
UI2 0.776

<Table 1> The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 계수를 용하 는

데, 계수값이 0.7이상이면 신뢰성 있다고 단하 다[16].

계수값이 0.7이상인 30개 항목을 유의한 항목으로 추출

하 다. 이 에서 PEOA2, PE3, S1은 신뢰도에 부정 인

향을 주는 항목으로 단하여 분석항목에서 배제하

다.

한 사용 변수들의 타당성 분석을 해 요인분석을

수행하 다. 탐색 요인분석을 해 배리맥스 회 을

을 이용하 다. 이 분석에서는 재치가 0.6 이상인 경우

유의한 요인으로 단하 고[16],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개 항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3.2 가  검

본 연구의 모형을 AMOS 2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연구 모형의 합지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합도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 합지수와 증분

합지수 모두 권장수 범주에 포함되어 양호한 것으로

단된다[17].

Index Fit index Good level Model

absolute fit

index

 /df 1～3 Good 2.975

GFI ≥0.9 0.965

RMR ≤0.05 0.032

incremental fit

index

NFI ≥0.9 0.957

CFI ≥0.9 0.961

<Table 2> Model fit index

Hypothesis Effect Coefficients S.E. Sig.

H1 PU→UI 0.427 0.025 0.000

H2 PEOU→UI 0.413 0.015 0.001

H3 PSS→UI 0.457 0.012 0.000

H4 CI→UI 0.125 0.126 0.114

H5 PM→UI 0.167 0.131 0.095

H6 PHA→UI 0.442 0.016 0.012

H7 PEOA→UI 0.587 0.019 0.000

H8 PS→UI 0.172 0.112 0.096

H9 PE→UI 0.562 0.011 0.000

H10 EE→UI 0.275 0.017 0.056

H11 SI→UI 0.447 0.013 0.001

H12 FC→UI 0.125 0.122 0.096

<Table 3>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

연구모형이 합하다는 분석결과를 토 로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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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된 가설의 검증을 실시하 다. 가설 검증분석을 통

해 도출된 구조 모형의 경로분석내용은 <Table 3>과

[Fig. 2]와 같다.

[Fig. 2]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

분석된 가설검증 결과를 서술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립된 가설의 검증결과,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지각된 유용성(PU), 지각된 사용용이성

(PEOU), 지각된 서비스 보안성(PSS), 지각된 고가용성

(PA), 지각된 근용이성(PEOA), 성과기 (PE), 사회

향(SI)은 정 인 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이 요

인들은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사용자의 신성(CI), 지

각된 이동성(PM), 지각된 확장성(PS), 노력기 (EE),

진조건(FC)은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향

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 다.

5. 결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와 모바일 단말기의 폭발

인 보 으로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에서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은 심을 받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TAM, VAM과 UTAUT

모델을 결합한 융합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하여 모바일 클

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의 향요인에 한 탐색 연구

를 수행하 다.

본 연구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향

을 미치는 변수들 간의 계를 규명하 는데, 기술수용

연구의 TAM, VAM과 UTAUT의변수들과 모바일 클라

우드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한 변수들을 채택하여 구조방

정식 모델 등을 용하여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의도의 인과 계 등을 분석하 다. 수립된 연구가설의

검정결과 지각된 유용성(PU), 지각된 사용용이성(PEOU),

지각된 서비스 보안성(PSS), 지각된 고가용성(PA), 지각

된 근용이성(PEOA), 성과 기 (PE), 사회 향(SI)

은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용자의 신성(CI), 지각

된 이동성(PM), 지각된 확장성(PS), 노력기 (EE), 진

조건(FC)은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정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물론,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도

아직은 이용자들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

며, 여 히 보안 문제를 포함한 안 성과 신뢰성 등에

한 우려가 있으므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

러한 우려에 한 해소방안과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자

체에 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

스의 특성을 포함하여 이용 의도에 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들로 분석하 지만, 개인과 기업이용자간

의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특징이 다르므로 이들

간의 차이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기업이용자들은 모

바일 클라우드 도입과정은 다양한 요인들에 향을 받으

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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