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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ith the proliferation of smart phones and mobile devices and the increase in the speed of 

mobile Internet, IT services are increasingly used in smart phones and mobile devices in a different 

way from the past. That is, a cloud service that downloads and uses data stored in the server in real 

time is expanding, and as a result, the security due to the continuous Internet connection of the user 

becomes a problem.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affecting the continuous 

use of personal cloud service by us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 In addition 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confidentiality, privacy, accessibility, innovation, and self-efficacy were extracted from 

the existing research with empha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oud service and security factors. 

Moreover, the difference of intention to use among genders was verifi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urvey data from 262 personal cloud service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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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의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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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든 

유선인터넷이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열어보고 파일을 저장하는 편리함을 추구하

고 있으며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가능해 짐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가능성이 더

욱 높아지고 있다. 즉, 클라우드 컴퓨팅은 정보를 공유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 새로운 중

요 변화요인이 되고 있다.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인

터넷으로 접근이 가능한 환경이라면 소프트웨어, 저장 

및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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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드 서비스 기반에 자원을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웹을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특정 

단말기에 의존하지 않으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

용할 수 있는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보관리 관점에

서 매우 유용하고 편리하다 (김상현·김근아 2011). 클라

우드 서비스의 지속적 사용 증가로 인해 클라우드 서

비스 시장은 매년 성장을 지속하며 2010년 770억 달

러에서 2016년 21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

다 (Gartner 2013). 그런데, 최근 IDC가 조사한 보고

서(IDC 2010)에 따르면 응답인원의 87.5%가 클라우

드 컴퓨팅을 도입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보안’

이라고 답을 하였고, IBM 비즈니스 가치 연구소(IBV)

에서 진행한 `2010 글로벌 리스크 서베이(Global Risk 

Survey)̀ 에 따르면 응답인원의 77%가 보안 위험이 높

은 기술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꼽았다. 특히 최근의 정

보시스템 보안침해사고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IT서비스에서의 보안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고조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수

용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클라우드 요인 외에 점점 중요

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안요인들을 탐색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는 것이며, 또 이들이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로분

석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기술수용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자들에게 전략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

한다. 제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클라우드 컴퓨

팅의 사용요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요소들과 보안요

인, 기술수용모형, 성별에 따른 차이에 관한 선행 연구

들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연

구의 모형 및 연구가설 설정, 조작적 정의, 설문 측정항

목을 설정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제안된 연구모

형을 기반으로 수집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가설을 검

증하고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과를 요

약 향후 시사점을 기술하고 본 연구에 대한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한 선행연구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Personal Cloud Service)

는 사용자들이 보유한 음악, 사진, 문서, 동영상 등의 콘

텐츠 자료를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에 저장시

켜 놓고 인터넷이 연결된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콘텐츠가 저장된 서버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

는 서비스이다.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스마트기기 별로 콘텐츠를 따로 구입 할 필요 없이 콘

텐츠 라이브러리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

에 디바이스 간에 호환이 가능하며 개인이 저장장비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한은영 2011). 클라우드 컴

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상

의 대형 컴퓨터인 서버 형태로 저장하고 공유하며 디바

이스 단말을 통해 분산형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 개

념으로,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한다 (정보통신진흥연구

원 2008). 초기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신이 보

관한 콘텐츠를 보관만 해주는 웹하드 유형이었으나, 현

재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실시

간으로 음악, 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애플리케이

션 등을 제공해 주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원태 등 

2011). <표 1>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최근의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2392017. 12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보안요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의도

<표 1>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근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류재홍 등(2012)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한 접근성, 저장 용량, 신뢰, 인지된 용이성, 가용성이 

사용요인에 영향을 요인을 선정하고 분석

윤중현

(201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안정성, 네트워크 반응속도, 시스템 접근성이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이용 용이성이 클라우드 정보센터의 시스템 품질 특성과 관련된 요인 관계분석 

박이슬·우형진(2013)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개인의 심리적 속성(혁신성 및 인터넷 효능감)과 사회적 영향력(사회적 

이미지 및 동조) 관련 변인을 독립변수로, 인지된 유용성과 용이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윤수영(2013)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으로 협업성, 신뢰성, 편재성을 독립변수로 설정정보기술 수용이론들 중 

UTAUT모델의 성과에 대한 기대, 노력에 대한 기대를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개인사용자의 이용의도를 

분석

안지현(2010)
정보기술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들과 인지된 보안, 그리고 지각된 속성들을 

검토하였으며 요인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분석

곽형석(2013)

클라우드 기반 메모 애플리케이션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 독립변수 

4개(개인의 혁신성, 자기효능감, 기능적 속성 그리고 시스템 접근성)와 매개변수 2개(유용성, 사용 

용이성)로 구성된 지속적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모형

전창중(2013)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개인의 혁신성, 자기효능감, 기능적 속성, 심리적 

전환 비용이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검증

조인제 등(2015)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수용저항의 선행요인을 개인-기술 적합모형 및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에 기반해 도출하고, 그 인과관계를 검증

서광규(2016)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TAM, UTAUT, VAM에서 제시된 

총 12가지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 중 9개의 변수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

임재수·오재인(2017)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도입 특성(상대적 이점, 복잡성, 기술적 적합성, 조직적 적합성, 

비용절감, 시도가능성, 관찰가능성)이 기업의 혁신채택성향을 조절변수로 하여, 기업의 인지된 

기대성과(개인성과, 전략적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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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요인을 확인한 결과 접근성, 

혁신성, 자기효능감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클라우

드 컴퓨팅 요인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2. 클라우드 보안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는 인터넷에서 직면했던 것보

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더욱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IDC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조사에서 제시

한 9개의 위험 요인들 중, 가장 높은 우려사항으로 보

안이 선정되었고, 다른 몇몇 설문조사에서는 보안과 프

라이버시가 잠재 클라우드 고객의 클라우드 서비스 채

택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컴퓨

팅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특징들은 이전의 인터넷 서비

스에서 적용되고 사용되던 전통적인 보안 및 프라이버

시 개념의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보안 및 프라이버시 개념을 클라우드 컴퓨팅에 적합하

게 변경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Subashini and Kavitha(2010)는 보안이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며 데이터 프라이

버시와 데이터 보호에 대한 문제점이 시장 성장을 지속

적으로 저해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Siani(2010)는 프라

이버시, 사용자 신뢰 등을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사

안으로 제시하였는데,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보호수준

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고 하였다. 특히 사용

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수용의 중점적인 우려사항을 프

라이버시 쟁점으로 제시하였다.

보안 위험은 사용자가 지각하는 기술적인 위험의 원

천 가운데 하나로 거래 중간 또는 거래 이후에 사용자

들의 보안 요구사항인 기밀성, 당사자 확인, 무결성, 부

인방지를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위험이다 

(Ratnasingham and Kumar 2000). 소비자가 제품

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보안요인은 가

장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Bhimani 1996; 

Javenpaa  and   Todd 1997), Ahuja(2000), Furnell 

and Karweni(1999), Ott(2000)는 웹 거래에서 보안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거래에서의 보안성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

<표 2> 클라우드 컴퓨팅 요인

접근성 혁신성
기능적

속성
신뢰

자기

효능감

류재홍 등(2012) ○ ○

윤중현(2011) ○

박이슬· 우형진(2013) ○

윤수영(2013) ○

안지현(2010) ○ ○

곽형석(2013) ○ ○ ○ ○

전창중(2013) ○ ○ ○

조인제 등(2015) ○ ○

서광규(2016) ○ ○



2412017. 12 

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세계 주요국의 자율주행차 정책 및 기업전략에 관한 통합적 연구보안요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의도

다 (정기한·오재신 2000; 이선로·조성민 2005; 구동모 

2003; 서창교 등 2003). 또한 Ruth(2000)는 인터넷 쇼

핑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및 지불을 많이 하

는 소비자일수록 인터넷상에서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의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 Suh and Han(2003)은 보안통제 요건으로 인증, 

부인방지, 기밀성, 개인정보 보호, 자료 무결성의 5가지

로 분류하였다. 이 외, 선행연구에서 보안 요인을 인증

성, 부인방지, 기밀성, 프라이버시, 무결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Ahuja 2000; Aldridge et al. 1997; Bhi-

mani 1996; Furnell and Karweni 1999; Ott 2000).

Jarvenpaa and Todd(1996)는 인지된 프라이버시

를 온라인 기업이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부적절하

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으로 정의하였으며, 개인

적인 경험이나 특성, 법적인 규제, 문화 등의 다양한 요

인들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정보 프라이버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Malhotra et al. 2004).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는 장점과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수 있

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은 인터넷의 

사용이나 온라인을 통한 상품구매 시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는 전자

상거래 발전의 큰 걸림돌이며, 주요 해결과제로 지적되

어 왔다(Awad and Krishnan 2006; Malhotra et al. 

2004).

정보 프라이버시 우려를 가진 사용자는 특정한 기

업과의 관계에 있어 그들의 프라이버시가 위협 받는다

고 생각될 때 상대방 기업에 비호의적으로 반응함으로

써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고 하며 (Smith et al. 1996), 

소비자들은 기업이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

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자신의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Hann et al. 2002). 이상의 선행 연구들 중 주요 클라

우드 컴퓨팅 보안 위험요인에 관한 해외 연구를 정리하

면 <표 3>과 같다.

<표 3>의 내용과 기타 국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클

라우드 컴퓨팅 보안요인을 정리하면 <표 4>와 같으며, 

무결성, 기밀성, 프라이버시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3>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위험요인  

연구자 연구내용

Gartner

(2008)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접근, 규정준수, 데이터 위치, 데이터분리, 복구, 조사 지원, 장기적인 실행가능성

Foster et

al.(2009)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의 접근, 데이터 분리, 프라이버시, S/W 버그를 이용한 부당한 이용, 복구, 책임 

추적성

Subashini  and 

Kavitha

(2010)

데이터 보안, N/W 보안, 데이터 저장위치,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분할저장, 데이터 접근, 인증 및 인가, 

데이터 기밀성,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데이터 파기, 가상현실화의 취약점, 이용가능성, 백업, ID 관리 및 

로그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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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요인

무결성 기밀성 부인방지 신뢰 프라이버시

Foster et al.(2009) ○

Subashini  and 

Kavitha (2010)
○ ○

손달호 (2004) ○ ○ ○ ○ ○

강인원 (2007) ○ ○ ○

호량 (2008) ○ ○ ○ ○

<그림 1> 제안하는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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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과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의도에 

있어 보안요인과 클라우드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먼저 보안요인으로는 2장에서 도출

된 무결성, 기밀성, 프라이버시를 설정하였고, 클라우드 

요인은 선행연구 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접근성, 혁신

성,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용의

도에 있어서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여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용이성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

였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사용의도와 관련하여 

남여 성별 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절변

수로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3.2. 가설설정

3.2.1. 보안요인에 대한 가설설정

인터넷에서 보안요인들은 3개 부류, 즉 무결성

(data integrity), 기밀성 (confidentiality), 프라이버시

(privacy)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결성은 개인

정보 및 거래정보의 정확성 등을 의미하며 기밀성은 거

래내용에 대한 방지 및 안전장치를 의미하고 프라이버

시 요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방지 등을 의미 

한다 (Ahuja 2000; Ott 2000; 김종석 2004).

가. 무결성

나정환(2003)에 의하면 정보전달요소의 무결성이 

높을수록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강인원·박찬욱(2007)은 인지된 데이터 무결성

의 정도가 높을수록 시스템 품질이 높다고 주장하였

다. 호량(2008)은 인터넷 쇼핑몰 거래에 대한 무결성은 

인지된 사용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하였다.

H1-1. 무결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무결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기밀성

권순재 등(2007)는 기밀성 서비스는 정보보호 품질

에 대한 신뢰(신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호량(2008)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거래에 대한 

기밀성은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였다.

H1-2. 기밀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기밀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프라이버시

손호연(2013)의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김수연·손호연(2013)은 프라이버

시가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량(2008)은 인터넷 쇼핑몰 

거래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인지된 사용 용이성과 인지

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3. 프라이버시는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프라이버시는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3.2.2. 클라우드 요인에 대한 가설설정

가. 접근성

윤중현(2011)은 시스템 접근성은 인지된 사용용이성

과 인지된 유용성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류재홍 등(2012)은 접근성이 사용의도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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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1. 접근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접근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혁신성

전창중(2013)에서는 개인의 혁신성이 지각된 유용성

과 지각된 용이성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이슬·우형진(2013)에서는 혁신성이 인지된 유용성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3-2. 혁신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혁신성은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자기효능감

전창중(2013)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지현(2010)에서는 자

기효능감이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H3-3.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3.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인지된 용이성에 대한 가설설정

곽형석(2013)에서는 사용 용이성이 지속적 사용의도

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중현(2011)에서

는 인지된 용이성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창중(2013)은 지각된 

용이성이 지속적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H5.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인지된 유용성에 대한 가설설정

곽형석(2013)에서는 유용성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중현(2011)에서는 인

지된 유용성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창중(2013)은 지각된 유

용성이 지속적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였다.

H7. 인지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5. 성별에 대한 가설설정

성별은 기술수용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사

용의도 및 수용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Ong and Lai(2006)는 남성그룹에서 외적동기인 유용

성이 e-러닝의 수용에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안대천·

김상훈(2011)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용이성이 모바

일커머스 수용의도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고 검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H8. 성별에 따라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의도 관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H9. 성별에 따라 인지된 용이성과 사용의도 관계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항목

3.3.1 보안요인

가. 무결성

본 연구에서는 무결성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정보 및 데이터가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

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

정한 뒤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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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밀성

본 연구에서는 기밀성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의 누출 및 도용에 대해 안전하다고 믿는 정도”

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된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한 

뒤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 프라이버시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 유출에 대해 안전하다고 믿는 정도“로 조작

적 정의하였으며 설정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참조

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한 뒤 4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3.3.2. 클라우드요인

가. 접근성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을 “사용자가 시스템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활히 활용가능한 정도”로 조작

적 정의하였으며 설정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참조

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한 뒤 4개 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나. 혁신성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을 “신기술에 대한 활용을 추구

하고 이 기술을 생활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으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설정된 설문 문항은 선행연

구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한 뒤 4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다.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 및 자신감”으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설정된 설문문항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한 뒤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3. 인지된 용이성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용이성을 “기술 및 서비스 이용

을 통한 사용자의 작업성과, 효율성 향상될 수 있는 정

도“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된 설

문문항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한 뒤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3.4 인지된 유용성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유용성을 “개인이 어떤 특정기

술을 사용함으로 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믿음

의 정도”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설정된 설문문항은 선

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한 뒤 4개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3.3.5 사용의도

본 연구에서는 사용의도를 “서비스 이용이나 사용하

고자 하는 의도”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설정된 설문문

항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한 뒤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상 측정항목들과 해당 항목을 개발하는데 참조된 

문헌들이 논문 말미의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요인(무결성, 기밀성, 프

라이버시), 클라우드 요인(접근성, 혁신성, 자기효능감), 

그리고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이 사용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대한 설문지

를 작성하였다. 자료 수집은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여 281부를 회수하였으며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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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19부를 제외하고 총 26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

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LISREL 

8.72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판별타당도 분석, 신

뢰도와 모형의 경로분석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4.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활용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 본 경

험이 있는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자가 156명이고, 여

자가 106명으로 남녀 비율이 약 6:4였다. 표본의 연령 

분포는 20대 미만 3명(1%), 20대 249명(95%), 30대 8

명(3%), 40대 이상 2명(1%)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4명

(2%)이고, 대학 재학 222명(84%), 대학 졸업이 18명

(7%), 대학원 재학이 14명(5%), 대학원 졸업이 4명(2%)

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직업은 학생 237명(90%), 공무

원 1명(1%), 회사원 8명(3%), 전문직 5명(2%), 자영업 3

명(1%), 기타 8명(3%)이었다.

4.3. 측정모형의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는 요인들과 측정변수들 간

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집중타당성(Conver-

gent Validity)과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그

리고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였

다.

4.3.1. 1차 확인적 요인분석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다중상관자승(λ2 > 0.49)

과 표준요인부하량(FL > 0.7)값을 적용하였다. 비표준

화 계수를 1.0으로 고정하여 관측변수에 척도를 부여

했고 각 관측변수가 잠재변수의 설명된 분산 값을 가지

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표 5>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

였으며 다중상관자승과 표준요인부하량값이 기준치 보

다 낮은 무결성(in1), 기밀성(co1), 프라이버시(pr4) 총 3

개 관측변수를 제거하였다.

<표 5> 1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구분 잠재변수 관측변수 λ² λ 비고

보안

요인

무결성

in1 0.32 0.57 삭제

in2 0.75 0.87

in3 0.66 0.81

기밀성

co1 0.27 0.52 삭제

co2 0.53 0.72

co3 0.68 0.83

co4 0.71 0.84

프라이버시

pr1 0.63 0.80

pr2 0.71 0.85

pr3 0.63 0.79

pr4 0.35 0.5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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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요인

접근성

ac1 0.70 0.84

ac2 0.75 0.87

ac3 0.71 0.85

ac4 0.62 0.79

혁신성

inn1 0.52 0.72

inn2 0.65 0.81

inn3 0.57 0.76

inn4 0.59 0.77

자기효능감

se1 0.55 0.74

se2 0.65 0.80

se3 0.76 0.87

se4 0.54 0.73

인지된 용이성

pc1 0.63 0.80

pc2 0.75 0.86

pc3 0.69 0.83

인지된 유용성

us1 0.62 0.79

us2 0.67 0.82

us3 0.52 0.72

us4 0.51 0.71

사용의도
int1 0.82 0.90

int2 0.82 0.90

4.3.2. 2차 확인적 요인분석

1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에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표 6>과 같이 다중상관자승(λ2 > 0.49)과 표준요인부하

량(FL > 0.7)값이 기준치 보다 작은 기밀성(co2) 관측변수를 제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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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차 확인적 요인분석

구분 잠재변수 관측변수 λ² λ 비고

보안

요인

무결성
in2 0.65 0.81

in3 0.76 0.87

기밀성

co2 0.46 0.68 삭제

co3 0.72 0.85

co4 0.76 0.87

프라이버시

pr1 0.64 0.80

pr2 0.68 0.83

pr3 0.65 0.80

클라우드 요인

접근성

ac1 0.70 0.84

ac2 0.75 0.87

ac3 0.72 0.85

ac4 0.62 0.79

혁신성

inn1 0.52 0.72

inn2 0.65 0.81

inn3 0.58 0.76

inn4 0.59 0.77

자기효능감

se1 0.55 0.74

se2 0.65 0.80

se3 0.76 0.87

se4 0.54 0.73

인지된 용이성

pc1 0.63 0.79

pc2 0.75 0.87

pc3 0.69 0.83

인지된 유용성

us1 0.62 0.79

us2 0.67 0.82

us3 0.52 0.72

us4 0.50 0.71

사용의도 int1 0.82 0.90

int2 0.82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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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3차 확인적 요인분석

Cronbach’s Alpha는 1에 가까워지는 값을 가질수록 

변수들 사이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

으로는 0.6이상의 값을 가지면 충분하다. 잠재변수 9

개에 대한 검증결과 <표 7>과 같이, 모든 요인이 Cron-

bach’s Alpha 계수 값이 0.8이상으로 Nunnally(1978)

가 제시한 기준을 만족시켰으며 관측변수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개념신뢰도(CR)은 측정모델을 평가하는데 0.7이상이

면 잠재변수들의 측정값이 일관성을 확보하였다고 판

단한다. 검증결과 <표 7>과 같이 개념신뢰도(CR)값이 

0.8 이상으로 관측변수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

다 (Hair 1998; 배병렬 2005).

평균분산추출값(AVE)은 신뢰도의 다른 측정치로 잠

재변수에 대해 관측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

기를 나타내며 0.5이상의 값을 가지면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검증결과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분산추출값(AVE)은 0.5이상으로 관측변수

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배병렬 2005).

<표 7> 3차 확인적 요인분석

구분
잠재

변수

관측

변수
λ² λ

Cronbach’s

Alpha
CR AVE

보안

요인

무결성
in2 0.64 0.80

0.825 0.825 0.703
in3 0.76 0.87

기밀성
co3 0.80 0.89

0.863 0.863 0.759
co4 0.72 0.85

프라이버시

pr1 0.64 0.80

0.854 0.851 0.656pr2 0.68 0.82

pr3 0.65 0.81

클라

우드 요인

접근성

ac1 0.70 0.84

0.901 0.902 0.697
ac2 0.75 0.87

ac3 0.71 0.85

ac4 0.62 0.79

혁신성

inn1 0.52 0.72

0.849 0.849 0.586
inn2 0.65 0.81

inn3 0.58 0.76

inn4 0.59 0.77

자기효능감

se1 0.55 0.74

0.865 0.868 0.623
se2 0.65 0.80

se3 0.76 0.87

se4 0.54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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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용이성

pc1 0.63 0.79

0.866 0.868 0.688pc2 0.75 0.87

pc3 0.69 0.83

인지된 유용성

us1 0.62 0.79

0.848 0.847 0.581
us2 0.67 0.82

us3 0.52 0.72

us4 0.51 0.71

사용의도
int1 0.82 0.90

0.897 0.898 0.814
int2 0.82 0.90

4.4. 구조모형분석

4.4.1. 모형 상관행렬

판별타당성은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

으로 피어슨 상관계수가 척도로 사용되며, 잠재변수에 

대한 상관행렬은 공분산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모형 계

수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상

관계수 값이 0.8 이상이면 잠재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이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배병렬 2005). 분석결과 <표 

8>과 같이 상관계수 값이 0.8 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

공선성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상관관계와 AVE제곱근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사용
의도

무결성 기밀성
프라이
버시

접근성 혁신성
자기

효능감

인지된
용이성

0.82

인지된 
유용성

0.43 0.76

사용
의도

0.43 0.78 0.90

무결성 0.09 0.29 0.23 0.83

기밀성 -0.01 0.18 0.13 0.42 0.87

프라이
버시

0.12 0.15 0.12 0.46 0.57 0.80

접근성 0.37 0.40 0.33 0.34 0.06 0.20 0.83

혁신성 0.50 0.32 0.29 0.06 0.22 0.20 0.05 0.76

자기
효능감

0.79 0.40 0.39 0.25 0.16 0.07 0.32 0.63 0.78

(*) 대각선은 AVE 제곱근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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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가설검증 결과

연구모형에서의 변수 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각 경

로는 제시된 가설과 대응되고, 공변량 구조모형의 통계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

과관계를 분석할 때 가설의 방향성이 제시되었으므로 

양측검증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

로 ｜t｜값이 1.96이상인 값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경

로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연구가설 결과

가설 내용 |t|값 결과

보안요인

(독립변수)

H1-1 무결성 → 인지된 유용성 2.18 채택

H1-2 기밀성 → 인지된 유용성 1.60 기각

H1-3 프라이버시 → 인지된 유용성 1.50 기각

H2-1 무결성 → 인지된 용이성 2.02 채택

H2-2 기밀성 → 인지된 용이성 2.22 채택

H2-3 프라이버시 → 인지된 용이성 1.49 기각

<그림 2> 경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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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보안요인과 인지된 유용성의 관계에서는 

무결성과 인지된 유용성의 관계는 채택되었으나 기밀

성, 프라이버시와 인지된 유용성의 관계는 기각되었다. 

보안요인과 인지된 용이성의 관계에서는 무결성과 기밀

성은 인지된 용이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나 프라이

버시와 인지된 용이성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클라우드 요인과 인지된 유용성의 관계

에서는 접근성, 혁신성과 인지된 유용성의 관계가 채택

되었으나, 자기효능감과 인지된 유용성의 관계는 채택

되지 않았다. 클라우드 요인과 인지된 용이성과의 관계

에서는 접근성과 자기효능감이 인지된 용이성과 유의

한 관계가 있었으나 혁신성과 인지된 용이성의 관계는 

기각되었다.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간의 관계는 채택되

었으며,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과 사용의도 간

의 관계도 채택되었다. 하지만, 조절효과를 보고자 한 

성별 요인들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보안요인과 클라우드 요인이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

하고자 보안요인(무결성, 기밀성, 프라이버시), 클라우드 

요인(접근성, 혁신성, 자기효능감)과 인지된 유용성, 인

지된 용이성 그리고 사용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

았으며, 또한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이 사용의도

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성별 간에 조절효과를 가

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보안요인 중 무결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

용에 있어서 보안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가 변질되지 

않고 에러방지가 발생하지 않으면 용이성, 유용성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밀성에 관

하여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의 데이터 누출 및 도

용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으면 용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리와 유용성 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 및 무

클라우드

(독립변수)

H3-1 접근성 → 인지된 유용성 3.40 채택

H3-2 혁신성 → 인지된 유용성 2.00 채택

H3-3 자기효능감 → 인지된 유용성 0.65 기각

H4-1 접근성 → 인지된 용이성 2.74 채택

H4-2 혁신성 → 인지된 용이성 0.58 기각

H4-3 자기효능감 → 인지된 용이성 7.79 채택

인지된 용이성
H5 인지된 용이성 → 인지된 유용성 2.39 채택

H6 인지된 용이성 → 사용의도 2.00 채택

인지된 유용성 H7 인지된 유용성 → 사용의도 10.28 채택

성별

(조절효과)

H8 인지된 유용성 → 사용의도  = 0.76 기각

H9 인지된 용이성 → 사용의도  = 0.02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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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제공과 관련하여 용이성,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은 시간과 장소에 구

분 없이 원활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자신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하게 

됨으로써 용이성,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혁신성은 개인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생각하고 쉽게 받아 들인다고 판단하는 것으

로 클라우드 서비스가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서는 보편

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용이성에 관하여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능력과 자신감이 높다고 판단

할수록 서비스를 편리하게 생각하지만 개인의 역량과 

유용성 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용이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으로 그리고 사용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선행 

연구들을 포함한 많은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이었다. 

또한,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인지된 용이성, 인

지된 유용성과 사용의도변수 간에 조절효과가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요인과 클라우드 요인에 관

한 주요요인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최

근에 불거진 보안유출 기사나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는 인식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본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용자의 인지 정도나 불안감 등

을 고려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설문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로 20대 대학생들이 

표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인터넷 및 

모바일 클라우드의 서비스에 익숙할 것으로 판단되지

만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며 표본의 분포

에 따른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계층으로의 표본 확대를 통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

지막으로, 향후 연구방향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

체별 특성과 같이 특성화된 요인을 조절요인으로 분석

한다면 유의한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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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측정도구(설문문항)

변수 측정항목 관련연구

무 

결

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는 나의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Ahuja(2000)

Aldridge et al.(1997)

Bhimani(1996)

Furnell and Karweni

(1999)

Garfield and

McKeown(1997)

Ott(2000)

나정환(2003)

손달호(2004)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는 나의 컨텐츠 및 데이터의 에러 방지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는 나의 데이터가 전달도중 변질, 왜곡 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다.

기

밀

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는 나의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Ahuja(2000)

Aldridge et al.(1997)

Bhimani(1996)

Furnell and Karweni

(1999)

Garfield and

McKeown(1997)

Ott(2000)

손달호(2004)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는 나의 데이터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잘 관리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는 나의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는 나의 데이터의 무단도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

라

이

버

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는 나의 데이터를 서비스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Ahuja(2000)

Aldridgeet al.(1997)

Bhimani(1996)

Furnell and Karweni

(1999)

Garfield and

McKeown(1997)

Ott(2000)

손달호(2004)

정병화(2012)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는 나의 데이터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는 나의 데이터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는 내가 삭제를 요청하면 나의 개인정보를 삭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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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항목 관련연구

접

근

성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할 때 PC 또는 모바일 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윤중현(2011),

곽형석(2013)

데이터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해야 할 필요가 발생했을 때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저장 할 수 있다.

나는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시간 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는 PC 또는 모바일 기기에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혁

신

성

나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에 대해 알게 되면 그것을 이용할 방법을 찾는 편이다.

Agarwal and Karahanna

(2000),

손승혜 외(2011),

곽형석(2013)

전창중(2013)

나는 주위 사람들보다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을 먼저 이용하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새로운 서비스나 기능을 생활 또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자

기

효

능

감

나는 PC나 모바일 기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자신감이 있다.

Bandura(1997),

Agarwal and Karahanna

(2000),

곽형석(2013)

전창중(2013)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잘 찾을 수 있다.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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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항목 관련연구

인

지

된

용

이

성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

Davis(1989)

Venkatesh and Morris(2000)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방법을 배우는 것이 쉽다.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방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

지

된

유

용

성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나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나의 일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

용

의

도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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