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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정보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관련 서비스의 보급으로, 5G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들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발생하고, 유통경로 및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디지털화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클라

우드 서비스의 정보 저장 및 관리 기능은 20-30대의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 관련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용의도를 분석하고

자, 20-30대의 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 관련 사회적 요인과 

소비자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의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고, 사회적 요인과 이용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지각된 

용이성의 부분 및 완전 매개효과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사점

을 제시하는데 연구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클라우드 서비스, 사회적 영향력, 광고, 온라인 구전, 지각된 용이성, 이용의도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popularization of 5G and cloud 

computing has accelerated the circulation and digital transformation of information. In the network 

information society where information is rapidly increasing,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the ability to 

manage and collect the required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information storage and management 

functions of cloud services are widely used among young people. This research takes the social factors 

of accepting cloud services as the breakthrough point, and takes young consumers aged 20-30 as the 

survey object, and designs a research model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technology. The findings verify the influence of social factors on cloud service acceptance and 

20-30-year-old consumers' intention to use cloud services. The partial and complet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ease of use were verified from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factors and 

exploitation intention. Finally, this study provides inspiration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loud 

computing technology through empirical analysis.

Key Words : Cloud Services, Social Influence, Word of Mouth Information, Use Intention, Mass Media, 

Perceived Ease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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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이버는 현실 세계에 정보를 전송해주는 컴퓨터 집합

체다. 개인·문화·사회·경제 등 실체가 사이버로부터 정보

를 관리·수집·유통함으로써 일상생활을 보완했다. 현재는 

정부,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인간과 사

물을 연결하여 인류 문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다. 

또한, 미래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5G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더 개인화, 지능화로 변해 가는 추세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하여 데이터 정보를 가

상공간에 저장하고 사용자의 데이터 정보를 스마트폰·노

트북 등의 각종 IT 기기를 통하여 언제든 어디서나 이용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1]. 2006년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한 후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이용률이 급격한 속도

로 성장하고 있다. 2018년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

장 규모는 1,758억 달러에서 2021년 2,783억 달러, 이

용률 17.6% 증가로 나타났다[2].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소비자가 많음에도 불

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과 개념 및 클라우드 서비스 수

용에 대한 내용으로 중심을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사

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관

해서 연구한 문헌은 너무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클라

우드 서비스의 수용 관련 사회적 요인인 사회적 영향력, 

광고태도, 온라인 구전이 지각된 용이성과 소비자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적 요인과 이용의도의 관계에서 지각된 용이성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한다. 또한 이를 통해 소비자

들의 클라우드 기술 이용에 있어 사회영향력을 효과적으

로 이용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설정 

2.1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 관련 사회적 요인

사회적 영향력은 사용자가 사회적 관계에서 상호 간의 

행동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로 정의하였다[3]. 특히, 

사용자들은 IT 기술 정보와 사용 경험이 부족한 제품과 

서비스 혁신이 확산하는 단계에 사회적 영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4]. 

인터넷 환경에서 광고는 사회 제도로서 사회 내에 통

용 기술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여 소비자를 설득한다[5]. 

온라인 구전 연구는 소비자와 인터넷 사이의 구전 관

련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구전방식은 소비

자들 사이에서 사적으로 발생해 콘텐츠 파악이 어려웠던 

반면, 온라인 구전은 5G 네트워크와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생성된 인터넷 포럼이나 채팅 구전 방식이다

[6]. 소비자는 온라인 구전을 통해 그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2 지각된 용이성

Davis(1989)은 지각된 용이성은 새로운 정보 기술을 

배우거나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감소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7]. 강지원·남

궁영(2017)은 지각된 용이성을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인터넷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정도로 

정의했다[4, 7, 8].

2.3 이용의도

Davis는 이용의도를 '특정한 행동을 실행하려는 의도

의 강도라고 정의하였으며[7], Moon & Kim(2001)의 

연구는 이용의도는 일반적인 제품구매에 관한 연구뿐 아

니라 인터넷 정보기술수용 관련 연구에서도 앞으로의 행

동을 결정하고 예측해주는 중요한 선행요소로 사용되고 

있다[7, 9].

2.4 사회적 요인과 지각된 용이성 간의 관계 

정만수 외(2020)는 5G 서비스의 이용의도에 관한 연

구에서 5G 사용의 초기단계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

거나 새로운 기술을 빨리 이용하려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다고 밝혔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시하였다[4].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초고속 정보 처리 및 대용량 

인터넷 저장 서비스의 내용으로 대량 광고 수요를 소구

하는 시장 상황도 반영하였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응용 

단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용이성은 광고 선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10, 11].

추장운 외(202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제품 이용할 

때 인터넷 게시판·채팅·블로그 등 온라인 구전 방식을 통

해 타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의 평가를 제공할 수 있

는데[6],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용이성과 저장기능이 

적용될 때 기 사용자들의 온라인 구전효과는 신규 사용

자들의 제품 이용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기초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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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사회적 요인에서 사회적 영향력은 지각된 용

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요인에서 광고는 지각된 용이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적 요인에서 온라인 구전은 지각된 용이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지각된 용이성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 

Davis(1989)의 연구에서 지각된 용이성이 정보기술

의 이용 및 수용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

다[7]. 전도현 외(2021)은 배달 앱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

에서 지각된 용이성은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윤중현(2011)의 연구에서 

정보센터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도를 

향상시키려고 하면 사용자에게 서비스의 사용용이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서비스의 유용성보다 중요하다고 

제시했다[13].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용이성과 이용의도 간의 상호관

계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4: 지각된 용이성은 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6 지각된 용이성의 매개효과 

Fishbein & Ajzen(1977)이 제시한 행동의도를 설명

하는 심리학 이론인 합리적 행동이론의 연구에서 지각된 

용이성을 매개로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설정되었다[7, 9, 14] 

서재연 외(2018)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용이성이 새로

운 기술사용과 관련된 용이성의 정도로 정의하고 용이성

의 매개효과가 높을수록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이용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15]. 이론 

배경을 바탕으로 지각된 용이성의 매개효과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지각된 용이성은 사회적 영향력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6: 지각된 용이성은 광고와 이용의도 간의 관계

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7: 지각된 용이성은 온라인 구전과 이용의도 간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정만수·홍데식·지용구(2020)와 안용준· 박

찬석·조훈·한경식(2021)의 연구들을 기초로 클라우드 서

비스의 수용 관련 사회적 요인(사회적 영향력, 광고, 구

전) 및 지각된 용이성이 소비자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고찰하고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Fig. 1 참조)

Social Factors

Social Influence

Mass Media

Internet word 
of mouth 

Information 

Perceived 
Ease of use

Use 

Intention

Fig. 1. Research Model

3.2 표본 및 자료수집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 방식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수

집하였으며, 설문문항의 적절성, 이해도를 확보하기 위

해 20-30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회수된 450부의 설문지 중 연구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 319부의 유효표

본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각 변수 간의 타

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SPSS 26.0을 통해 표본을 분석하

였으며 인구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분석을 진행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사회적 요인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영향력, 광고, 온라

인 구전은 정만수 외(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양윤선·

신철호(2011)와 이세원 외(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

항들을 본 연구모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각 4개 문

항을 사용했다[4, 10, 11]. 지각된 용이성은 Davis(2000)

가 사용한 문항에 기초하여 강지원·남궁영(2017)의 연구

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하고 수정하여 4 문항들을 사

용하였다[7. 8.] 이용의도는 Moon & Kim(2001)와 윤

중현(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하고 수정

하여 4개 문항들을 사용하였으며[9, 13], 모든 설문 문항

들은 Likert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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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분석 

4.1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조사대상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대는 197명(61.8%), 30대는 122명(38.2%), 남성이 

177명(55.5%), 여성이 142명(44.5%)으로 나타났다. 학

력은 대학교(졸) 146명(45.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전문대(졸) 91명(28.5%), 대학원(졸) 47명

(14.7%), 고등학교(졸) 35명(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회사원(연구직)이 99명(31.0%)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회사원(사무직)이 72명(22.6%), 전문적이 58명

(18.2%), 학생이 52명(16.3%), 자영업이 38명(11.9%) 

순이었다.

4.2 신뢰도, 탐색적 요인, 상관관계 분석 

조사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을 분석하였으며, 요인추출을 회전하는 방법에는 

Varimax 분석방식을 사용했다. 각 변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1와 같이 5가지 요인이 추출되었

다. 알파계수Cronbach’s α를 통해 각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수가 0.7이상으로 신뢰성 판단표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연구문항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클

라우드 서비스의 수용 관련 사회적 요인(사회적 영향력, 

광고, 온라인 구전)과 지각된 용이성의 상관관계는 유의

한 것으로(r=.160 p=.004, r=.133 p=.017, r=.625 

p=.017) 나타났으며, 지각된 용이성과 이용의도의 상관

관계도(r=.195 p<.001) 유의하게 나타나, 각 변수들 간

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4.3 가설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인과 지각된 용이성 사이에 

영향관계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했다. 분석결과는 사

회적 요인(사회적 영향력, 광고, 온라인 구전)은 지각된 

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β=.160 P=.004, β=.133 

P=.017, β=.625 P=.000)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가설 1, 2, 3은 지지되었다. 

model

Non-
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
n

t p

B
Standard

D aviation
β

SI
PE
OU

.172 .059 .160 2.887 .004

R²=.026 (Ajusted R²=.023) F=8.332 Durbin-Watson=2.019

MM
PE
OU

.145 .061 .133 2.393 .017

R²=.018(Ajusted R²=.015) F=5.727 Durbin-Watson=1.994

IW

OMI

PE

OU
.602 .042 .625 14.261 .000

R²=.391(Ajusted R²=.389) F=203.368 Durbin-Watson=2.030

*p<.05, **p<.01, ***p<.001

Table 2. Result of Hypothesis 1, 2, 3 

Table 3에서 지각된 용이성과 소비자의 이용의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각된 용이성→이용

의도 (β=.195, P=.000)의 유의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모두 발생하여 가설4는 지지되었다. 

model

Non-
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t p

B
Standard

Daviation
β

PE
OU

UI .147 .042 .195 3.533 .000

R²=.038(AjustedR²=.035)F=12.149
Durbin-Watson=12.481

*p<.05, **p<.01, ***p<.001

Table 3. Result of Hypothesis 4

Variables loading eigenvalue Cronbach’α

Social Influence

.882

8.103 .948
.878

.843

.818

Internet
word 

of mouth 

Information 

.895

4.704 .929
.894

.858

.778

Use 

Intention

.843

1.601 .942
.833

.824

.807

Mass Media

.842

1.141 .920
.833

.789

.751

Perceived Ease of 
use

.880

1.134 .915
.868

.857

.720

Table 1. The Result of Converge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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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요인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지각된 용이성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 방법

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16]. 지각된 용

이성은 사회적요인(사회적 영향력, 광고)과 이용의도 간

의 영향관계에서 매개효과가(β=.101, P=.026, β=.108,

P=.011)로 유의미한 영향을 모두 발생하여 부분 매개로 

가설 5, 가설 6는 지지되었다. 또한 사회적요인(온라인 

구전)과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β=.156, 

P=.028)로 유의미한 영향을 모두 발생하여 완전 매개로 

가설 7는 지지되었다.

Differentiate Step 2 Step 3

β p β p

SI/UI .602 .000 .586 .000

SI/PEOU/UI .101 .026

R²(Adjusted R²) .363(.361) .373(.369)

△R²(△Adjusted R²) - .01(.008)

F 180.591 93.926

MM/UI .661 .000 .647 .000

MM/PEOU/UI .108 .011

R²(Adjusted R²) .437(.436) .449(.445)

△R²(△Adjusted R²) .012(.009)

F 246.397 128.697

IWOMI/UI .160 .004 .062 .378

OU/UI .156 .028

R²(Adjusted R²) .025(.022) .0401(.034)

△R²(△Adjusted R²) - .0156(.012)

F 8.289 6.626

*p<.05, **p<.01, ***p<.001

Table 4. Result of Hypothesis 5, 6, 7

5. 결론 

본 연구는 20-3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

스의 수용 관련 사회적 요인을(사회적 영향력, 광고, 온

라인 구전) 선행변수로 하여 소비자 이용의도에 대해 실

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 관계에 있어 지

각된 용이성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 분석결

과, 첫째,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 관련 사회적 요인에서 

온라인 구전은 지각된 용이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밝혀졌고 사회적 영향력, 광고 순으로 나타났

다. 둘째, 지각된 용이성은 이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지각된 용이성은 사회적 영향

력, 광고와 이용의도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부분적인 매

개효과를 나타나, 온라인 구전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완

전매개효과를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첫째, 본 연구 사회적 요인의 하위 변인 간의 영향관

계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로 사회적 

영향력이 촉발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의 이용 의도

를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 구전 선전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용이성을 통해 이용의도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

은 IT 설비의 품질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전반적인 안정

성 향상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클라우

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추천하는 목적을 달성이 필요하

다. 또한 소비자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술체험과 

광고가 제공하는 용이성 내용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를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조사대상 대부분이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일부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인구에 대

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다

양한 연령층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수 있다면 

더욱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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