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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전 세계적으로 IT분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많은 기업들이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서비스 형태에 따라 SaaS, PaaS, IaaS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기술수용모델을 적용하여 기업의 B2B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1. 서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란 사용자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 데이터저장과 네트워크, 콘텐츠사용 등 IT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을 말한다. 

사용자는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모든 자원을 언제 어디서

나 인터넷을 통해 액세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하여 기업의 B2B 클라우드 서비스

의 이용의도를 기술수용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본 연

구는 기업 사용자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 분석은 

물론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서

비스 모델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

다. 

2. 본론

2.1. 기술수용모델 이론적 배경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은 새로운 기술에 관한 사용자의 이용의도에 대해 설명

하고 있는 모델 으로 기술수용모델에 대한 변수로써 지각

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지각된 사용용이성

(perceived ease of use), 사회적 영향력(Social 

Influence), 지각된 안정성(perceived security), 개인의 

혁신성(Personal innovativeness)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

*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운영지원사

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KCA-2012-1194100004-110010100)　 

각된 유용성은 특정 기술을 수용하는 것이 그 기술을 수용

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낫다고 지각되는 정도이고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개인의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물리

적, 정신적 노력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이다. 사

회적 영향력은 사용자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를 말하고 있다. 지

각된 안정성은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데이터 전송 

및 저장 시 부적절하거나 무단으로 조작되지 않을 것임을 

믿고 있는 주관적 확률이다. 개인의 혁신성은 같은 사회체

계에 속한 사회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보다 먼저 새로운 정

보기술을 수용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2.2 연구 가설설정

▶▶ 그림 1. 가설 검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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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 지각된 유용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 :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 : 지각된 안정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 : 사회적 영향력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 : 개인의 혁신성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데이터 수집

표 1. 설문 조사 결과

대상 서울/수도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기업

배포
(60부)

회수(57부)

미회수(3부)  

2.4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데이터 코딩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서 SPSS 17.0,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을 위해 AMOS 

20.0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 나타난 측정 문항

들에 대한 신뢰성 분석은 내적일관성법을 이용하여 검증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보통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알

파계수가 0.7 이상 되는 18가지 항목들의 설문지의 설문 

타당성을 검정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 연구에 사용된 변수

들의 개념 타당성을 분석하기위해 Varimax를 이용한 요

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수치인 적재치(Factor Loading 

Value)가 0.6이상인 경우를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5 가설 검증

  본 연구의 모든 가설검정에는 Amos 20.0이 분석에 사

용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도출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

과가 표2와 그림 1에 나타나 있다.

표 2. 가설 검증 결과

Effect Coefficients S.E. Sig.

H1 PU → BU 0.374 0.107 0.007

H2 PEOU→ BU 0.205 0.121 0.086

H3 PS→ BU 0.065 0.083 0.136

H4 SI → BU 0.414 0.068 0.018

H5 PI → BU 0.133 0.074 0.101

  구조 모형의 분석 결과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안

정성, 개인의 혁신성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의도

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지각된 유용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 가설 검증 결과 모형

3. 결론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이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

용함에 있어서 지각된 사용용이성, 지각된 안정성과 개인

의 혁신성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유용성과 사회적 영향력은 이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

한 IT자원 본래의 역할인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고려한 유

용성 측면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유의한 것이라고 판

단된다. 또 유비쿼터스 환경의 발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을 받지 않으려는 비즈니스 모델(업무) 형태가 유용성 측

면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다. 근래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고, IT 자원

의 도입, 운영, 관리, 유지 등의 측면에서의 비용절감 효과

와 그린 효과를 가진 IT자원 비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고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 영향력이 이용의도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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