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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을 받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
한 중소기업 178개사를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 테크노스트레스, CEO 정보화 리더십과 조직구조 집권성은 혁신저항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향후에는 첫째, 테크노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자 중심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별 조직특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
스의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보안인증 고도화 및 보상제도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혁신저항, 테크노스트레스, 조직구조, 보안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novation resistance 
of cloud computing service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increase the use of domestic cloud 
computing services. For this, a survey was conducted on 178 SMEs that introduced cloud computing 
services with government support. As a result, technostress, CEO informatizati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concentra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novation resistance. Therefore,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provide user-centered cloud computing services in the direction 
of reducing technostr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apply cloud computing services through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small and medium enterprise. Third, there 
is a need for advanced security authentication and a compensation system.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cloud computing services, an environment in which users can safely use should be prepared first.
Key Words : Cloud Computing Service, Innovation Resistance, Techno Stress,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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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클라우드 컴퓨팅은 Cloud와 Computing의 합성어로 

Cloud는 Internet 기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클라
우드 컴퓨팅은 집중화된 컴퓨팅 자원(데이터 저장과 처
리 등)을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가 요구하는 즉시 제공하
는 기술이다. 클라우드 사용자는 별도의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프로그램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추가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9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시행하
였다. 미국, 영국은 정부 주도로 “클라우드 우선정책”과 
“G-클라우드 플랜” 등을 시행하며 클라우드 도입에 앞장
섰다. 클라우드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 미국은 2015년 
미 연방정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률을 5년 만에 42%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클라우
드 서비스를 쓰는 기업 비율을 집계한 결과, 한국은 33개 
회원국 중 27위(12.9%)에 머물렀다. 클라우드 사용률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헝가리(12.2%), 터키(10.3%), 
그리스(9.2%), 멕시코(9.1%), 라트비아(8.4%), 폴란드
(8.2%) 정도였다. 클라우드를 가장 활발히 쓰는 나라인 
핀란드는 클라우드 사용률이 한국의 4배(56.9%)가 넘었
다. 핀란드 다음으로 스웨덴(48.2%), 일본·브라질(각각 
44.6%), 아이슬란드(43.1%), 덴마크(41.6%) 등이 이었
다. 현재 미국 아마존 닷컴이 국내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
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SK주식회사 C&C, KT, 네이버, NHN엔터테인먼트 등 
IT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세계 최초
로 제정되었고,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지 저항요인을 밝
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정책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
팅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이들이 인지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특성, 
테크노스트레스, 조직특성이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저항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클라우
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 및 현황
2.1 클라우드 컴퓨팅 정부정책

2009년 “범정부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합동으로 
공공부문 선제도입,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마련, 핵
심 클라우드 기술R&D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등을 수
립·시행하였다. 이후 2015년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 촉
진과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시행되었다.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클라우드 육성이 다소 늦었지
만 K-ICT 전략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2015년 11월에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16년
-‘18년)을 수립하였다. 또한 2018년 정부는 클라우드 활
용과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영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
업육성을 할 수 있도록 제2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19년-‘21년)을 발표·시행중이다. 

2.2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 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를 전국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제공하여, 정보화 수준 
향상과 클라우드 시장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관련 서비
스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은 중소기
업 및 소상공인으로 2015년-2018년에 동 사업에서 지
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클라우드 지원 포털에 등록
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료를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이때 가입비, 구
축비 등을 제외한 이용료 중 수요 기업별로 하나의 클라
우드 서비스만 지원한다. 수요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제외
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자체 전산실 서버에 소프트웨어 등 솔루션을 설치해 운
영하는 온프레미스 방식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클라우드 
도입(사용) 계약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정부지원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는 공급기업과 협의를 통해 정상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

업무별로는 커뮤니케이션, 업무생산성, 기업경영을 비
롯해 영업 및 고객관리, 멀티미디어, 보안, 물류 및 유통 
등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을 클라우드를 활용해 대처할 
수 있다. 전체 서비스 중 수요기업이 원하는 대부분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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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가 들어있어 비교해보고 골라 쓸 수 있다. 2019년 
10월 149개의 공급 기업이 263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약 4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약 1,570개의 클
라우드 수요기업이 약 2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2.3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18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저
해요인으로 보안이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
음으로 도입 비용부담(53%), 유지 비용부담(33.9%), 관
리자 인식 부족(29.29%) 등을 들고 있다[1]. 

Fig. 1. Inhibitory factors cloud industrial revitalization

따라서 이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같은 기
술과 새로운 제품의 저항에 관한 이론과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위의 저해요인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연구모형
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1 혁신저항

Ram(1987)은 혁신저항을 소비자가 혁신으로 인해 변
화된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하였다. 혁신저항은 소비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다. 혁신으로 인한 변화는 소비자
의 심리적 평정심을 방해하고, 소비자는 재적응 과정을 
겪을 때 변화하지 않으려고 저항한다[2]. 따라서 혁신저
항모델은 혁신저항을 단순히 수용과 확산의 반대 개념이 
아닌 태도 개념으로 보고 혁신저항이 극복될 때 수용이 
있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3].

혁신저항모델에 대하여 연구한 Ram(1987)은 성공적
인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2]. 혁신은 저항과 수
정을 반복하면서 최종적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거부되기
도 한다. 즉, 이러한 혁신 중 수정되지 않는 혁신은 소비
자의 저항을 극복할 수 없으며 거부된다. 그러나 수정이 
가능한 혁신은 새롭게 소비자에게 다시 한 번 영향을 미
치게 된다.

혁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혁신의 수용과 확산에 관
한 것들이 대부분이다[4-7]. 이러한 연구들에서 혁신은 
긍정적이고 유익한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혁신은 사용자에게 변화를 요구하므로 사용자는 변
화에 대해 저항을 가지게 된다[2]. 그러므로 혁신의 수용
과 확산에 대한 관심 이전에 혁신저항을 극복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Ram 등의 학자들은 혁신저항 개
념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켰고 혁신 특성, 소비자 특성, 전파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혁신저항모델을 제시하였다[2, 10].

3.2 혁신특성
Ram의 혁신저항모델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혁신특성

은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을 말한다. 혁
신특성은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으로 혁신적인 제품이
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경쟁업체와 
차별화되는 이점을 가지거나 더 유용하다는 것이 지각되
어야 한다[2]. 혁신 제품과 기존의 제품을 비교 시에 혁신 
제품에 대한 매력이 높을수록 혁신저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둘째, 적합성(compatibility)은 혁신이 기존 가치, 과
거 경험, 수용자의 욕구에 부합된다고 지각되는 정도이다
[8, 12]. 적합성은 혁신 수용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먼저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사용
자가 혁신제품의 적합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혁신제품
에 대한 저항이 낮아지고 수용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준다[9, 13]. 

셋째, 인지된 복잡성(perceived complexity)은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기능을 이해하기 어려
운 정도로 정의되고 있다[14]. 즉, 이용자가 혁신제품이
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복잡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혁신
제품 이용의 어려움과 함께 혁신저항을 가중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15].

넷째, 혁신특성 중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은 소
비자가 혁신 제품 구매 전에 느끼는 위험으로 정보기술 
특성상 본 연구에서는 보안성으로 대체하였다. 보안성은 
사용자가 정보시스템 혹은 서비스 사용 시에 자신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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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가 유출·침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16, 17]. 위의 2.3에서도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보안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라
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사용자 수용의도에 관한 안지현
(2010)의 연구에서는 인지된 보안이 사용자의 수용의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3.3 테크노스트레스
테크노스트레스는 미국 임상심리학자 Brod(1984)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그는 테크노스트레스를 새로
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감으로 
정의하였다. 즉, 급격한 ICT 기술발전 속에서 개인이 느
끼게 되는 스트레스로, 신기술을 다루는데 사용자의 
무능력으로 의해 발생하는 현대적·정신적 질병을 의
미한다[19]. 

Tarafdar 외(2007)는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테크
노스트레스가 개인들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
다. 그는 테크노스트레스 발생요인을 기술과부하(overload), 
기술침해(invasion), 기술복잡성(complexity), 기술불안성
(insecurity), 기술불확실성(uncertainty)으로 구분하였다
[20].

첫째, 기술과부하(overload)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더 많은 양의 일을 더 빠른 속도로 처리해야 하
는 작업 행태의 변화이다. 둘째, 기술침해는 새로운 테크
놀로지의 도입으로 신기술을 학습하는데 드는 시간으로 
인해 여가생활 등 개인 생활을 침해 받는 것이다. 셋째, 
기술복잡성은 복잡한 신기술을 습득·활용하는 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 느끼고 신기술 특성을 파악하는 노력을 
강요받는 것이다. 넷째, 기술불안성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의 활용이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거나 기술 숙련도가 높
은 직원으로 대체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불확실성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지속적
인 변화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기기 자체에 대해 불확실
성을 느끼고 신기술을 끊임없이 익혀야 하는 것이다. 

Tarafdar 외(2007)가 개발한 5가지 테크노스트레스 
유발요인은 이후 많은 테크노스트레스 관련 연구에 적용
되고 있으며, 연구 특성에 따라 2-3개 요인만을 활용하
기도 한다[21, 22]. 신우찬·안현철(2019), 김경준·이기동
(2017)의 연구에서는 기술과부하와 기술침해를 활용하
였다. 이들은 기술과부하가 신기술로 인해 업무과정에서 
더 빨리 더 오래 일하게 한다는 점에서 업무스트레스에
서 사용되는 직무과중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술침해는 기술발전으로 인해 업무와 개인 생활의 경계
가 모호해져 항상 일과 연결된 것 같이 느낀다는 점에서, 
기술로 인해 개인의 삶이 침해 받는 사생활 침해와 유사
한 의미로 사용하였다[23, 24].

3.4 조직특성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 보완과 시행을 통해 조직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25-27].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시스템의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각 구성원 간의 협조와 이해, 그리고 조직
상위층의 관심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교환
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수의 연구들이 조직의 
기관, 부서장 등 최고관리층의 정보화 리더십이 정보시스
템의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28-32]. 

조직구조는 조직 내 의사결정의 집중도를 포함한 직위 
간 권한의 분배 정도인 집권성(centralization), 조직 내 
직무의 표준화 정도인 공식화(formalization), 조직의 
분화 정도(수평적·수직적 분화)인 복잡성(complexity)으
로 구성된다[33-35]. 이러한 조직구조는 새로운 제도 수
용에 영향을 미치며, ICT 사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36, 37]. 

조직구조의 집권성과 공식성은 정보기술 수용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모두 존재한다[38, 39]. 정보기술 수용 측면에서 
권한이 상부에 집중되면, 정보시스템 도입이나 구성원의 
자발적인 활용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집중성이 더 빠른 정보기술의 수용을 가능케 한다
는 주장도 있다[38-40]. 업무와 관련된 규정·절차의 적용 
등과 관련된 조직의 공식성은 정보기술 수용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공식성을 통하
여 정보기술의 수용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33-36].

기존 연구에서 혁신특성, 테크노스트레스, 최고관리층
의 지원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저항에 미
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23, 45]는 있지만, 중소기업을 대
상으로, 조직구조가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
구는 거의 없다. 새로운 ICT 기술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
비스를 받아들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로 인한 변화로 
저항이 발생할 것이다. 혁신저항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
스의 기술적 특성,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직구성원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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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테크노스트레스의 정도,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기업의 조직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된 개
념을 바탕으로 혁신특성, 테크노스트레스, 조직특성이 클
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4. 연구 모형
4.1 연구 모형 설계 및 가설 수립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수용에서 나타
나는 기업들의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의 수용에
서 발생하는 저항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혁신
특성은 Ram(1987), 김수길(2018), 박종석(2019)의 연
구를 참고하여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을 하위요인
으로 구성하였다[2, 6, 7]. 다만, 혁신특성의 세부변수인 
지각된 위험을 본 연구에서는 IT 서비스 특성상 보안성
으로 대체하고 Ston(1983), 김종석(2003) 연구에서의 
보안성 요인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16, 17]. 테
크노스트레스는 Tarafdar 외(2007), Tu et al.(2005), 
김경준·이기동(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기술 과부하, 
기술 침해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20, 21, 24]. 
그리고 조직특성은 한인섭(2006), 나태준(2003)의 연구
를 바탕으로 CEO 정보화 리더십, 조직구조(집권성, 공식
화)로 구성하였다[26, 36]. 이에 따라 연구모형은 Fig. 2
와 같이 설정하였고,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Innovation 
Characteristics

Relative Advantage(RA)
⇨

Innovation 
Resistance

Compatibility(C)
Perceived Complexity(PC)

Security(S)

Techno
Stress

Technology overload(TO) ⇨Technology invasion(TI)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CEO Informatization 
leadership(LE)

⇨Organizational 
Structure(OS)

(Concentration(C), 
Formality(F))

Fig. 2. Research Model
  

혁신특성 중 상대적 이점은 이용자가 기존 기술보다 
혁신기술의 가치가 우수하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상대적 
이점이 높다고 인지하면 혁신저항은 낮아진다[2, 11].혁
신기술이 과거의 가치와 경험,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도인 적합성은 높을수록 혁신저항이 낮아진다[8, 12]. 
이용자가 혁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복잡성을 높
게 인지할수록 혁신저항을 가중시키게 된다[14, 15]. 또
한 이용자는 정보시스템 사용 시에 자신의 정보가 유출
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등 보안성이 높다고 인
식할수록 혁신저항이 낮아진다[16-18].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특성(상대
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이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신우찬·안현철(2019) 연구에서 상대적 이점은 혁신
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적합성, 복잡성은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23]. 직장인 대상으로 클라우
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특성(상대적 이점, 복잡성)이 혁
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을 본 소현숙(2020)은 상대적 이
점, 복잡성 모두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손목형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혁신특성과 
혁신저항을 살펴본 신재권·이상우(2016), 배재권(2016)
의 연구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상대적 이점은 혁신저
항에 부(-)의 영향을, 복잡성은 정(+)의 영향을 미쳤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적합성은 배재권(2016)의 연구에
서만 혁신저항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46, 47].

강다연·황종호(2019)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성
화를 위한 기술적 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
과 보안성, 가용성, 민첩성 순으로, 보안성이 클라우드 컴
퓨팅 서비스 활성화에 가장 높은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
다[48]. 안지현(2010)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사용
자 수용의도를 분석한 결과, 인지된 보안이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18].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1>
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특성은 혁신저항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상대적 이점은 혁신저항
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적합성은 혁신저항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복잡성은 혁신저항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보안성은 혁신저항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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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테크노스트레스는 개인의 생산성, 직무만족도 등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49, 50]. 김경준·이기동(2017)은 테
크노스트레스는 혁신저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최종 
사용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4]. 공직자의 
테크노스트레스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
유진(2020)의 분석에 따르면, 기술침해는 직무만족에 부
(-)의 영향을, 기술과부화는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51]. 한편 신우찬·안현철(2019)은 클라우스 컴퓨
팅 서비스의 이용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일이 자신의 능
력을 초과한다고 인지하는 기술과부화, 클라우스 컴퓨팅 
서비스 이용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인
지하는 기술침해와 같은 테크노스트레스가 혁신저항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3]. 이러한 연구결과들
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테크노스트레스
는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기술과부하는 혁신
저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기술침해는 혁신저
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리더십의 역할은 조직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의 보완 
및 시행을 통해 조직변화를 이루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
다[25][26]. 많은 연구에서 조직의 최고관리층의 정보화 
리더십이 정보시스템의 효과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28-32].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신우찬·안현철(2019)의 연구에서 
최고경영진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도입의지
는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수용의도에는 영
향을 미쳤다[23]. 한편, 소현숙(2020)의 연구에서는 최고
경영진의 지원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9]. 

집권성, 공식성과 같은 조직구조는 새로운 제도와 기
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며,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주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모두 있
다[4-7]. Damanpour(1991)는 집권성이 조직혁신에 부
정적이고, Dalton et al.(1980), Zmud(1982) 등은 공식
성은 정보기술 수용에 부정적이면서도 공식성을 통해 강
한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52, 33, 35]. 이철
주(2010)는 집권성, 공식성이 공무원의 정보기술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집권성은 정보기술의 
수용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활용에는 오히려 부
(-)의 영향을 미쳤다. 공식성은 정보기술 수용에는 정(+)
의 영향을 미쳤지만 활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40]. 조직구조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저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지만, 이
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조직특성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저항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CEO 정보화 리더십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저항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조직구조 집권성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
저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조직구조 공식성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
저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종속변수인 혁신저항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수용

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수용자의 부정적인 
감정 또는 태도의 정도로 정의하였다.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수용에 대한 혁신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혁신특성(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성, 보안성), 테크노스트레스(기술과부화, 기
술침해), 조직특성(CEO 정보화 리더십과 조직구조)을 설
정하였다. 

혁신특성의 ①상대적 이점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가 수용자에게 전달해주는 가치가 기존의 컴퓨팅 기술보
다 우수하다고 인지되는 정도, ②적합성은 수용자가 지니
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 과거의 경험 그리고 필요에 부합
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정도, ③복잡성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기능을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 ④
보안성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할 때 개인 정
보 및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테크노스트레스의 ①기술과부화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자신에게 부여된 일이 자신의 능
력을 초과한다고 인지하는 정도, ②기술침해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
지 못함을 인지하는 정도이다. 

조직특성의 ①CEO 정보화 리더십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비전과 의지, 예산 또는 인력 배정지원, 교
육지원, 활용에 대한 권장 정도, 조직구조에서 ②집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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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권한의 하부위임, 의사결정의 자율성, 독자적 권한 정
도, ③공식성은 업무와 관련된 규정·법규, 절차의 중요성, 
절차의 적용 및 경직성 정도를 의미한다.

Variables # of Q  Sources

Innovation Resistance 4
Ram(1987)

S.K.Kim(2018)
S.S.Park(2018)

Innovation 
Characteristics

Relative Advantage 5 Ram(1989)
S.K.Kim(2018)
S.S.Park(2018)
J.H.Kim(2018)

Compatibility 5
Perceived Complexity 5

Security 4 Stone(1983)
S.S.Kim(2003)

Techno
Stress

Technology overload 4 Tu(2005)
K.J.Kim(2013)Technology invasion 4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CEO Informatization 
leadership 5 S.O.Yoon(2005)

W.S.Shin(2019)
Concentration 3 T.J.Na(2003)Formality 3

Table 1. Measurement tool

4.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

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
스 적용확산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이다. 
‘17년-‘19년까지 지원받은 4,15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를 실시하였다. 자료 추출방법은 확률적 표본추출방법 중 
층화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고 관련 사업 수행기관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온라인으
로 배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9년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12일간 걸쳐서 이루어졌다. 총 4,150부가 배포되고 178
부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
문지는 없어 총 178부를 최종적으로 통계분석에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도구는 사회과학 연구에
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이
다.

5. 실증분석 결과
5.1 조사대상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직위의 경우 사원은 10.1%, 대리/과장 28.7%, 차장/부
장 15.7%, 이사 20.8%, 사장 24.7%로 나타났다. 

담당업무의 경우 전산 12.9%, 구매/판매 8%, 인사/회
계 41%, 연구/개발 14.6%, 영업 7.9%, 물류/유통 2.2%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의 경우 제조 32.6%, 금융 1.1%, IT/정보통신 
30.3%, 유통/물류 8.4%, 교육연구개발 4.5%, 소상공인 
2.8%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의 경우 50명 미만 83.1%, 
51명-100명 8.4%, 101명-500명 8.4%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N %

Position

Employee 18 10.1
Deputy/Chief of department 51 28.7

Deputy director/Head of department 28 15.7
Director 37 20.8

CEO 44 24.7

Task

Data processing 23 12.9
Purchase/Sales 8 4.5

Personnel/Accounting 73 41.0
Research/Development 26 14.6

Sales 14 7.9
Logistics/Distribution 4 2.2

Etc 30 16.9

Industry

Produce 58 32.6
Finance 2 1.1

IT/Information communication 54 30.3
Distribution/Logistics 15 8.4

Education R&D 8 4.5
Small business 5 2.8

Etc 36 20.2

Number of 
employees

Less than 50 148 83.1
51-100 15 8.4
101-500 15 8.4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178)

5.2 기술통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문항에 대한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
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혁신저항의 평균은 1.983으로 나타났다. 혁신특성의  
하위요인에서 상대적 이점이 3.802으로 가장 높게 나으
며, 복잡성 3.761, 보안성 3.656, 적합성 3.576 순이다. 
테크노스트레스에서 기술과부하는 2.305, 기술침해 
2.089이다. 조직특성에서 CEO정보화 리더십이 3.762
로, 집권성 3.000, 공식성 2.947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각각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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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 않았다. 혁신저항과 기술과부하(.617**), 기술침해
(.593**), 조직구조의 집권성(.271**)은 양(+)의 방향으
로, CEO 정보화 리더십(-.304**), 상대적 이점(-.260**)
은 음(-)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Variables Mean Stand dev
Innovation Resistance 1.983 0.807

Innovation 
Characteristics

Relative Advantage 3.802 0.825
Compatibility 3.576 0.857

Perceived Complexity 3.761 0.799
Security 3.656 0.853

Techno
Stress

Technology overload 2.305 0.759
Technology invasion 2.089 0.849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CEO Informatization leadership 3.762 0.845
Concentration 3.000 0.772

Formality 2.947 0.882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N=178) 

5.3 분석 결과
5.3.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혁신특성, 테크노스트레스, 조

직특성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로 본 연구에 
적합한 변수 사용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이 사용되었고, 베리멕스 회전
(Varimax orthogonal rotation)을 통해 공통성
(Communality)과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을 산출
하였다. 요인적재량과 공통성은 0.5 이상을 선택하였으
며, 고유치(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혁신특성, 테크로스트레스, 조직특성에서 각각 1
개 항목씩 본 연구의 요인으로 적합지 않은 항목으로 판
단되어 제거하였다.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는 Cronbach’s  
알파값을 이용할 수 있다. Cronbach’s 알파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 계수가 0.7 이상이 되면 측정항
목들의 신뢰성이 높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 사
용된 변수들은 신뢰도가 모두 0.9이상으로 신뢰도가 높
게 나타났다.

5.3.2 가설 검증
독립변수인 혁신특성, 테크노스트레스, 조직특성을 투

입하여 다중공선성 검사를 하였다. 모든 변수에서 다중공

선성 VIF값이 4보다 낮은 값을 보여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검정결과, 기술과부하, 기술침해, 조직구조 
집권성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저항에 정(+)의 
방향으로, CEO 정보화 리더십은 음(-)의 방향으로 영향
을 미쳤다. 그러나 혁신특성인 상대적 이점, 적합성, 복잡
성, 보안성과 조직구조 공식성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의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Innovation Resistance
B β t

(constant) 1.407 4.456

Innovation 
Characteristics

RA -.129 -.132 -1.294
C .073 .077 .715
PC .004 .004 .040
S -.018 -.019 -.201

Techno
Stress

TO .367 .355 3.914***
TI .230 .243 2.758**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LE -.214 -.225 -3.441***
OS C .176 .193 3.251***

F -.057 -.067 -1.102
F = 11.019, R²= .553

 * p< 0.05,   ** p<0.01,   *** p<0.001

Table 4. Results of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innovation resistance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일련의 스트레스인 테크노스트레스는 혁신
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수용 시, 일련의 스트레스인 테크노스트레
스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CEO의 정보화 리더십은 혁신저항을 줄이지만 조직구
조의 집권성은 혁신저항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개
발할 경우 일선 관리자 및 CEO들의 참여가 필요함을 보
여준다. 또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이 높을수록 혁신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6.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정부정책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
저항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자 하였다. 

연구결과, 테크로스트레스 하위변수인 기술과부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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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침해와 조직특성 중 조직구조 집권성은 클라우드 컴퓨
팅 서비스의 혁신저항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
다. CEO 정보화 리더십은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
다. 한편, 혁신특성과 조직구조 중 공식성은 클라우드 컴
퓨팅 서비스의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도출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서비스
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인지하는 테크노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이용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클라
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즉, 문제점 개선과 기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 
시 개발부서와 전략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작 
등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이용자들이 인지하는 변화 속도
를 낮춰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부터 직관적이
고 간편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이용자들이 지각하는 기술과부하, 기술침해를 낮춰
야 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히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용 의무를 동
반하기 때문에 일종의 새로운 업무운영절차 등의 제도로
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변경된 제도에 동조 여부를 판단
할 때처럼 조직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직 내 클
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도입되어 정착되는 과정은 한 
번의 도입으로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
이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다.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소
통 등을 통해서 구성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
한 이해와 도입율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혁신특성은 혁신저항
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47.8%가 보안성으로 응답하여, 보안성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혁신저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보안성에 대한 우
려가 컸지만 실제 사용해 본 기업의 경우, 보안성이 혁신
저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
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기업의 신규 진입을 위해
서는 기업들의 보안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관건임을 알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
저 이용자가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평가·인증 서비스를 국제표준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SOC2는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에

서 발급하는 인증체계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조직/관
리시스템 등 기업의 내부통제를 평가하는 인증제도이다. 
SOC2는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센터 등의 출현으로 
서비스 인증체계를 마련하였으며, ISO/IEC 27018는 클
라우드 컴퓨팅에 저장된 민감한 개인 식별정보의 보호, 
보안 리스크 실행방안의 평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
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평가·인증 서비스 역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
안사고 발생 시 보상제도 및 보험을 마련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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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써 일반화하는데 한계
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거의 연구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한 혁
신저항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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