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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디지털서비스는 기존 구매계약 방식을 개선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상의 디지털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관련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 신기술에 대한 개인의 기술준비도(낙관성, 혁신성, 불편성, 불안성)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수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기술준비도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전환을 매개효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낙관

성과 혁신성이 디지털전환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불편성과 불안성이 디지털전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낙관성, 불안성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디지털전환의 부분매개효과를 검증되었지만, 혁신성, 

불편성과 수용의도간의 관계에 있어서 디지털전환의 매개효과가 없다는 것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기업

에 실무 시사점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후속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제어 :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준비도, 디지털전환, 수용의도, 비대면 경제

Abstract  Digital services improve existing ways of purchasing contracts. In this study, we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s of individual technology readiness (optimism, innovation, inconvenience, anxiety) 

on the acceptance intention of cloud computing technology for users with relatively high understanding 

of cloud service. Also, the effect of technology readiness on acceptance intention was verified by the 

mediating effect of digital conversion. As a result, optimism and innov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digital conversion, and discomfort and anxiety had a negative effect on digital conversion. And 

although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digital conversion was verif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xiety and acceptance intention, it was verified that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digital 

conver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discomfort and acceptance intention. Through these 

results, the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of cloud services were presented to 

companies.

Key Words : Cloud Services, Technology Readiness Index, Digital Services, Acceptance Intention, 

non-face-to-fac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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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대면 경제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전 세계 기업과 정부

는 장소와 시간제한 없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신속한 디지털경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빅데이터, 

알고리즘,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 기술은 이미 우리들의 

일생생활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디지털혁신이 

가져온 생산의 변화는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 사회 경제

의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한다[1]. 

클라우드 서비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

라 물리적 IT 자원을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고 필요한 정

보를 네트워크방식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프

트웨어, 인프라, 앱 등을 자유롭게 빌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1,758억 

달러에서 2021년 2,783억 달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률 17.6%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6월까지 

클러우드 서비스의 시장가치는 1,520억 달러로 평가하

기도 했다[2]. 최근 정부기관 및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

스가 가져다주는 편의성과 신속한 업무처리 방식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사용자수도 급증하여 시장규모가 매

년 폭발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용자측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용목적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사용자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

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의 카테고리 분류에 따른 사용자들

이 수용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준비도가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기술

준비도를 긍정적인 요인(낙관성, 혁신성)와 부정적인 요

인(불편성, 불안성)으로 구분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러한 영향관계에 있어 디지털전환의 매개효과를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사용자 중심

의 수용의도에 미치는 선행적 요인을 탐색하고, 미래지

향적인 발전방안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가설설정 

2.1 기술준비도 

Parasuraman(2000)의 연구에서는 기술준비도(TRI)

는 4가지의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적극적인 요인(낙관성, 

혁신성)과 소극적인 요인(불편성, 불안성)이 공존하고 있

다[3, 9]. 낙관성과 혁신성은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관점을 가지며, 새로운 기술 기반 신제품

이나 서비스의 수용을 촉진하게 하는 긍정적인 수용태도

를 형성할 수 있고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보다 신기술의 

습득을 즐기고 기술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반면, 소극적인 요인 불안성과 불편성은 새로운 기

술의 수용 경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신기술 수용

에 대해 낮은 경향으로 만들게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환

경에서는 새로운 기술 이용이 주저하게 하는 행위로 연

결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4, 9]. 

2.2 디지털전환

디지털전환이란 4차 산업혁명의 최신 IT 기술을 적용

하여 기업경영전략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에 혁신을 초

래하는 디지털 혁신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하고[5], 디지털 기술을 기업의 전반적인 구조와 운영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이런 과정에서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진다[6].

2.3 수용의도

수용의도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이

용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사용행위에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7]. Taylor & Todd(1995)는 수용의도를 개인적 의도

에 대한 강도로 보고,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실천

적 행동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8]. 

2.4 기술준비도와 디지털전환 간의 관계 

Lin & Hsieh(2007)은 낙관적인 믿을 가지는 사용자

일수록 디지털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다고 주

장하였다[9]. 또한 신기술에 대한 혁신성이 높은 사용자

일수록 우선적으로 첨단적인 기술을 수용하려고 하며, 

이러한 기술을 적용 및 확신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5, 

10]. 따라서 혁신성은 디지털전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중

요한 요인을 의미한다.

불편성은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기술을 수용하는 유용

성의 정도 사용자가 디지털전환을 배우고 활용하기까지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한다[11]. 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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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지된 이용 용이성 또는 복잡성의 개념을 포괄하며, 

Alwahaishi, & Snášel(2013)은 사용자들이 특정 기술

을 학습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클라우

드 서비스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용의도는 낮을 것으

로 기대된다[12]. 또한 불안성은 디지털전환에 대한 근본

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사용자가 신기술을 사용하기 두려

워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수용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보안유지

는 많은 연관성이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이 가설설정을 하였다. 

가설 1: 낙관성은 디지털전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혁신성은 디지털전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불편성은 디지털전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불안성은 디지털전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디지털전환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 

디지털전환이 사회 변화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서,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한 수용성 측면에서 디지털전

환 결정요소에 대한 실증 연구의 연구를 제시했다[14]. 

또한 Ghobakhloo(2020) 의 연구에서 디지털전환으로 

인한 가시적 효과와 성과, 디지털전환 성숙도, 변화 수용

성,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 로드맵 및 보안 역량 등 요

인을 제시했다[15].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전환을 측정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5: 디지털전환은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2.6 디지털전환의 매개효과 

이석준 외(2021)은 수용성 관점에서의 디지털전환 결

정요인을 예측 및 규명하고자 연구하였는데, 디지털전환

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매개로 기술 수용에 유의한 결과

를 나타낸다고 하였다[14].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에 대한 수용은 디지털 혁신성이 높은 사용자일수록 우

선적으로 수용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술준비도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실시하였

다. 

가설6: 디지털전환은 낙관성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7: 디지털전환은 혁신성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8: 디지털전환은 불편성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9: 디지털전환은 불안성과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기술준비도의 낙관

성, 혁신성, 불편성, 불안성 및 디지털전환이 클라우드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연구의 목

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Fig. 1

과 같다.

Technology 
Readiness

Digital
Transition

Optimism

Innovation

Inconvenience

Unease

Acceptance
intention

Fig. 1. Research Model 

3.2 표본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

는 사용자를 연구대상으로 인터넷 조사 방식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중 사용

자들은 총 520명이며, 회수된 520부의 설문지 중 파손

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478명의 표본을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기술준비도의 혁신성, 낙관성, 불편성, 불안성은 

Pa-rasuraman(2000)이 제시한 기술준비도 척도 중 긍

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36문항을 참조하고 

수정하여 각 변수 4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3]. 구체

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생활에 유연성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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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제공한다.’,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신기술과 

서비스를 먼저 사용할 것이다.’,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있어 어려움을 가져온 불편감, 사용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새로운 기술은 사용할지 망설임’

등으로 측정하였다. 디지털전환은 이석준 외(2021)의 연

구를 참고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14]. 수용의도는 

Mathieson(1991)가 제시한 측정항목을 수정하여 3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7]. 본 연구는 측정문항을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 실증분석 

4.1 표본 특성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

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50세 사시의 사용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남성이 262명(54.8%)· 여성이 216명

(45.2%)으로 남성의 비율이 크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20

세 미만 67명(14.0%), 20-25세 138명(28.9%), 26-30

세 94명(19.7%), 31-40세 112명(23.4%), 41-50세 67

명(14.0%)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원 및 이상 191명(40.0%)로 가장 많이 차

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4년제 대학교(졸) 152명(31.8%)· 

전문대(졸) 82명(17.2%)· 고등학교(졸) 53명(11.1%)의 

순서로 나타났다. 직업별 특성을 보면, 학생이 186명

(38.9%), 회사원(사무직/연구직)이 153명(32.0%), 전문

적 85명(17.8%), 자영업 54명(11.3%)으로 나타났다.

4.2 신뢰도, 요인,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는 각 변수의 타당성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요인분석의 변수를 회귀

분석으로 사용하기 위해 Varimax rotation의 분석방법

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6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

으며, KMO는 .888로 유의하게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모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

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에 의한 신뢰성 분석

결과 수용기준치인 0.7이상으로 확인되어 모두 측정항목

들이 검정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기술준비도(낙관성, 혁신성, 불

편성, 불안성)와 디지털전환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것으

로(r=.119 p=.000, r=.276 p=.000, r=.494 p=.000, 

r=.138 p=.000)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전환과 수용의도

의 상관관계도(r=.252 p=.000) 유의하게 나타나, 각 변

수 간의 상관관계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Variables loading eigenvalue Cronbach’α

Optimism

.866

2.62754 .934
.857

.807

.803

Acceptance intention

.836

1.89348 .918
.822

.812

.803

Unease,

.849

1.83892 .902
.811

.805

.764

Innovation

.818

2.51949 .867
.818

.781

.738

Inconvenience

.873

2.66536 .929
.850

.798

.743

Digital
Transition

.876

2.79198 .936.846

.824

Table 1. The Result of Convergent Validity

4.3 가설검증

본 연구는 가설검증을 위한 단순회귀분석을 진행하였

다. Table 2는 기술준비도의 낙관성, 혁신성, 불편성 및 

불안성이 디지털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이다. 

분설결과, 낙관성, 혁신성, 불편성, 불안성은 디지털전환

에 유의한 영향을(β=.145 p=.001, β=.235 p=.000, β

=.616 p=.000, β=.202 p=.000)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1, 가설2, 가설3, 가설4는 채택되었다. 

model

Non-
Standardization

standardi
zation

t p

B
Standard 
Daviation

β

Optimism DT .180 .056 .145 3.203 .001

R²=.021 (Ajusted R²=.019) F=10.257

Table 2. Result of Hypothesis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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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은 디지털전환과 수용의도의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디지털전환이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β

=.191, p=.000)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5는 채택되

었다. 

model

Non-Standardization
standardizati

on

t p

B
Stand
ard

Daviation
β

DT AI .133 .032 .191 4.235 .000

R²=.036(Ajusted R²=.034) F=17.938
Durbin-Watson=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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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Result of Hypothesis 5

기술준비도(낙관성, 혁신성, 불편성, 불안성)와 수용의

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디지털전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낙관성과 수용의도의 관계에서 3단계의 회귀계수 

값(β=.106, p=.004)은 2단계의 값(β=.599, p=.000)보

다 감소되어, 디지털전환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혁신성과 수용의도의 관계에서 3단계의 매개변수인 디지

털전환이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β=.038, p=.280)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전환의 매개효과는 

기각되었다. 

불편성과 수용의도의 관계에서 3단계의 매개변수인 

디지털전환이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β=.070, p=.214)

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전환의 매개효과

는 기각되었다. 불안성과 수용의도의 관계에서 3단계의 

회귀계수 값(β=.125, p=.007)은 2단계의 값(β=.158, 

p=.001)보다 유의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전

환의 부분매개효과는 채택되었다. 따라서 가설6과 가설9

는 채택되었지만, 가설7과 가설8은 기각되었다.

Step2 Step3

β p β p

Optimism .599 .000 .584 .000

DT .106 .004

R²(Adjusted R²) .359(.358) .370(.367)

△R²(△Adjusted R²) - .001(.009)

F 266.745 139.534

Innovation  .657 .000 .648 .002

DT .038 .280

R²(Adjusted R²) .432(.431) .434(.431)

△R²(△Adjusted R²) - .002(0)

F 362.397 181.848

Unease .239 .000 .195 .001

DT .070 .214

R²(Adjusted R²) .057(.055) .060(.056)

△R²(△Adjusted R²) - .003(.001)

F 28.758 15.168

Inconvenience .158 .001 .165 .000

DT .125 .007

R²(Adjusted R²) .025(.023) .051(.047)

△R²(△Adjusted R²) - .026(.024)

F 12.166 1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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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Result of Hypothesis 6, 7, 8, 9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술준비도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관계에 있어 디지털전

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낙관성과 

불안성은 수용의도간의 관계에 있어서 디지털전환의 부

분매개효과를 검증되었지만, 혁신성과 불편성은 수용의

도간의 관계에 있어서 디지털전환의 매개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혁신성이 높은 사람들은 처음 접촉의 신기술을 

더 잘 수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

해 밝혀졌다. 또한 디지털전환 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 두

려움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전환의 매개효과가 없이도 혁

신성을 가진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점을 설명하였다.

둘째, 디지털 기기가 일반화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을 수용한다는 인식 자체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사용

자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Durbin-Watson=1.740

Innovation DT .284 .054 .235 5.266 .000

R²=.055 (Ajusted R²=.053) F=27.734
Durbin-Watson=1.785

Unease DT .670 .039 .616 17.054 .000

R²=.379 (Ajusted R²=.378) F=290.837
Durbin-Watson=1.899

Inconvenie
nce

DT .264 .059 .202 4.489 .000

R²=.041 (Ajusted R²=.039) F=20.152
Durbin-Watson=1.76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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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따라서 디지털전환은 불편감과 

수용 의도의 영향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

됐다.

셋째, 디지털전환으로 기업은 사용자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의 핵심가치를 제고하는 기업

성장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의 경우 사용자의 경험을 반

영한 디지털 체험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용

의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AI), 등 방식으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을 형성하

는가 하면 고객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용자들의 다양한 빅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

에 저장 및 분석되고,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기업들은 

급변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발견하며, 기업경영활동의 문

제점도 신속하게 인지하게 된다. 기술준비도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용자 중심

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을 극대화하고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사용자가 디지털전환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응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 사

용자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모든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이 사용자에게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기술준비

도의 변수특징에 따라 조사대상집단을 분류하여 상호 비

교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

는 클라우드 서비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변수들을 검증하

는데만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을 중심으로 기술준비도의 정도에 따른 집

단의 구분을 통해 그 차이점에 대해 규명하는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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