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3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  도입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

임성택*․공다 **․심수진***․한 춘****

A Study on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Adoption of 

Enterprise Cloud Computing

Seongtaek Rim*․Dayoung Kong**․Sujin Shim***․Youngchoon Han****

Abstract

논문투고일：2011년 10월 19일 논문수정완료일：2012년 03월 12일 논문게재확정일：2012년 03월 16일

*   고려 학교 경 정보학과 교수, 제1 자

**   고려 학교 학원 디지털경 학과 박사과정

***  울산 학교 경 정보학과 객원교수

**** 남 학교 경 학부 교수, 교신 자

Cloud computing is provided on demand service via the internet, allowing users to pay for the service they actually 

use. Since cloud computing is emerging stage in industry, many companies and government consider adopting the 

cloud computing. Actually a variety of factors may influence on the adopting decision making of cloud computi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adoption decision of enterprise cloud computing. 

A research model has been suggested based on TOE framework and outsourcing decision framework.

Based on 302 data collected from managers in various industries, the major findings are following. First, the benefit 

factors of cloud computing service such as agility and cost reduction have direct and positive effects on adoption of 

the service. Second, lock-in as a risk factor of cloud computing service has a negative effect while security has not. 

Third, both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factors have positive effects on adoption of the service.

Keyword：Enterprise Cloud Computing, Adoption Decision Making

韓國IT서비스學 誌
第11卷 第1號
2012年 3月



174 임성택․공다 ․심수진․한 춘

1. 서  론

오늘날 기술의 발 으로 비즈니스와 기술의 경

계가 사라짐에 따라 새로운 IT 패러다임으로 등장

한 클라우드 컴퓨 에 IT 업계  정부 연구기 들

의 심이 집 되고 있다. 가트  그룹은 기업을 

이끌어 갈 10  IT 략기술  클라우드 컴퓨 을 

2009년에는 2 ,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 로 

선정하 으며, 클라우드 컴퓨  시장규모가 2010

년에 684억 달러, 2014년에는 1,488억 달러로 확장

될 것이라 상하 다. 한 한국 마이크로소 트

는 소 트웨어  서비스를 심으로 2011년 IT 

문가  개발자들이 주목해야 할 IT 기술 10  트

랜드 1 에 기업의 클라우드, 2 에는 N스크린과 

소비자 클라우드를 선정하 으며, 한국인터넷진흥

원에서는 2011년 인터넷 10  이슈  2 로 클라

우드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문가들의 

측을 통해 유추해 보면 클라우드 컴퓨 은 지난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IT 기업의 화두로 기업

환경 변화의 심에 클라우드 컴퓨 이 존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클라우드 컴퓨 에서 클라우드(Cloud)는 멀리 떨

어진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데이터 센터를 의

미한다[27, 38]. 즉, 서버, 스토리지, SW 등의 IT 자

원을 구매하여 소유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

스를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존 기업

들이 IT를 소유하던 구조에서 이를 제공하는 업체

로부터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유틸리티 서비스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실제 클라우드 컴퓨 은 이

에도 유틸리티 컴퓨 , SOA(Service Oriented 

Archtecture), 그리드 컴퓨  등으로 존재했다. 특

히 오늘날 IT 자원의 활용을 높이거나 최 화에 도

움을 주는 가상화 기술과 련되어 기존의 유사 

컴퓨  개념을 포 하여 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23], 표 으로 이메일 서비스, 오피스 애

리 이션(Googe Apps) 등 다양한 비즈니스 형

태의 서비스를 통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트  그룹에 따르면 2012년까지 체 E-mail 

서비스 시장의 20% 정도는 클라우드를 통해 이용

될 것이며, 소기업의 경우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의 서비스로 ERP, CRM, SCM 등을 

이용하여 그 시장이 2011년까지 매년 17%의 성장

률을 보일 것이라 측하고 있다[21, 38]. 이처럼 

기 클라우드 컴퓨  시장은 Google, Salesforce. 

com, Amazon 등 몇 개의 특화형 기업을 심으

로 시장을 주도해왔지만 이제는 Microsoft, IBM, 

HP와 같은 IT 기업 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하

으며, 효과는 Panasonic, Sony 등 제조업체  

비 IT 기업을 포함한 산업 반에 나타날 것이라 

상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으로 경 환경에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 에 해 기업들의 

심과 도입의사는 늘어나고 있는 시 에서 클라

우드 컴퓨 에 한 연구들은 클라우드의 기술  

클라우드 컴퓨  도입을 통해 나타나는 이슈를 정

리해 놓은 정책연구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

면 실증연구는 미흡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들이 실제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  도입 의사

결정에 있어 련성이 있는지에 해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 과제를 선정하 다.

먼 ,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  어떤 요인

이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서의 향력을 발휘하는

가를 악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본 연구는 구매 

 소유가 아닌 임 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클라우드 컴퓨 을 아웃소싱으로 바라보는 학

자들의 견해[19, 55, 66]에 따라 IS 아웃소싱 의사

결정에 한 연구와 기술-조직-환경이 기업의 새

로운 IS 도입 시 향을 미친다는 TOE 임워

크을 바탕으로 한 IS도입에 한 연구,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변수를 도

출하 다. 기업의 정보기술 수용에 리 이용되고 

있는 TOE를 구성하고 있는 변수인 기술-조직-환

경  조직에 해 본 연구에서는 내부 환경의 

향력, 환경은 외부환경의 향력으로 명명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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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Loh and Venkatraman[48]과 Kremic[40]의 아

웃소싱 의사결정 임워크(Outsourcing Decision 

Framework)를 통해 기술을 혜택과 험으로 나눔

으로써 본 연구의 변수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혜택  험, 기업 내부 환경의 향력, 기업외부 

환경의 향력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도입을 비하는 기업, 재 서비스

를 제공하는 기업을 상으로 그 향력을 분석하

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 의 도입 의사결정에 

한 기 실증연구로 향후 이와 련된 연구를 시

작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실무 인 측

면에서도 클라우드 컴퓨 을 제공하려는 업체에게 

실제 기업의 실무자들이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를 도입할 때 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를 확인해 으로써 향후 서비스 제공방안  략

수립에 있어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2. 이론  배경

2.1 클라우드 컴퓨 의 정의  황

2.1.1 클라우드 컴퓨 의 정의

클라우드 컴퓨 에 해 가트 는 인터넷 기술

을 활용해 많은 고객들에게 수  높은 확장성을 가

진 자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 의 한 형태

로 보고 있으며, IBM은 웹 기반 응용 소 트웨어

를 활용해 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 가상공

간에서 분산 처리하고, 이 데이터를 컴퓨터 휴

화, PDA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불러오거나 가

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클라우드 컴퓨 은 서버, 스토리지, 

SW등의 IT 자원을 구매하여 소유하지 않고 인터

넷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지불하는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일반 으로 클라우드 컴퓨 은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라 응용 소 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SaaS 

(Software as a Service)와 소 트웨어 개발환경

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자원(CPU, Server, disk등)

의 l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분류할 수 

있으며[62], 서비스 상  범주에 따라 일반 사용

자에게 제공하는 Public Clouds, 내부 사용자들에

게만 제공하는 Private Clouds, Public Clouds, 이를 

복합 으로 활용하는 Hybrid Clouds로 분류할 수 

있다[7, 8]. 

2.1.2 클라우드 컴퓨  황

오늘날 공공기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서

비스 효율성과 비용 감을 해 클라우드 컴퓨

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까지 클라우드 시장은 

보 단계이지만 2009년 8월부터 11월 4개월 동안 

58%, 연간 294%의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55]. 국내 클라우드 컴퓨  시장규모는 2009

년 6,739억으로 연 평균 30.5%의 높은 성장률을 

통해 2014년 2조 5,480억에 이를 것이라 측하고 

있다[16].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의 클라우드 컴퓨

 련 기술수 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약 4

년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며, Google, Amazon 등

의 해외기업들은 이미 상용화단계에 들어선 반면 

국내 삼성, LG 등의 기업들은 시범 용단계이거나 

상용화 비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7, 19]. 아래 

<표 1>에는 표 인 클라우드 컴퓨  제공업체

의 황을 정리하 다. 

그 밖에 국내 표 인 IT서비스 기업들이 2011

년을 기 으로 본격 인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표 으로 LG CNS는 데

스크탑  모바일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오피스 구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삼성SDS는 

시스템통합(SI)을 한 테스트와 데스크탑 가상화

를 활용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강화를 바탕으

로 SI개발 시 테스트 분야에 클라우드 컴퓨  서

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 2011년 삼성 자와 

공동으로 개인형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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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클라우드 제공업체 황

기업명 서비스 종류 이용업체

Amazon
PaaS DevPat New Yorks Times, Washington Post, Virgin 

Atlantic AirwaysIaaS EC2, S3, Cloud Front

Salesforce.com

SaaS Salesforce.com
Allianz Insurance, Belkin, Canon Maketing 
Japan, Cisco, Fujitsu Network CommunicationPaaS

Force.com
App-Exchange

Google
SaaS Google Apps

GE, Motorola, Prudential, DOCOMO inter touch 
PaaS Google Apps Engine

MicroSoft

SaaS Office Live
3M, Lockheed Martin, General Mills, Kia 
Motors, NASA

PaaS Azure

IaaS LiveMesh

할 것으로 상되고 있다[5].

2.2 기술-조직-환경 임워크

Tornatzky and Fleischer[58]는 기술 신의 도입

과 련한 연구에서 기술-조직-환경(TOE; Tech-

nology-Organization-Environment) 임워크를 

구축하 으며, 조직이 기술 신을 도입하고 구

하는 과정은 기술  배경, 조직  배경, 환경  배

경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하 다. 이 세 가지 차

원은 기술 신을 한 제약과 가능성을 모두 나

타내며, 조직이 새로운 기술의 필요성을 악하고 

이를 검토하고 도입하는 방식에 향을 미친다. 

기술  배경은 기업과 연 된 내부  외부 기술 

모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

고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기술이 포함된다. 조직  배경은 기업의 규

모  경  구조와 같은 기업의 특징과 자원을 의

미한다. 그리고 환경  배경은 산업의 구조  규

모, 기업의 경쟁업체들, 미시경제의 배경, 그리고 

규제  환경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TOE 임워크는 다양한 IS 연구 분야를 통해 

검토되었는데 특히 EDI의 도입  e-business 분

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TOE 임워

크를 검토한 Iacovou et al.[37]의 연구에서는 이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도입 련 많은 요요인

과 장애요인들이 실제로 증명되었으며, EDI 도입

에 주된 향을 미치는 세 가지 차원-기술  요인

(지각된 혜택), 조직  요인(조직의 비 수 ), 환

경  요인(외부 압력)으로 구성된 모형을 구축하

으며, 7차례에 걸친 사례 연구를 통해 이 연구모

형은 검증되었다.

이후 이들의 연구모형은 규모 샘 을 사용한 

연구자들인 Kuan and Chau[41]에 의해 확장되었

는데, 이들은 6가지 EDI 도입 요인으로 구성된 인

지 기반의 TOE 임워크를 개발했으며, 기술 

신의 도입에 한 연구에 있어서 TOE 임워

크의 유용성을 확인했다. Kuan and Chau[41]는 

TOE 임워크를 활용하여 소기업의 EDI 도

입에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기술  배경(지각

된 직  혜택, 간  혜택), 조직  배경(지각된 

경제  비용, 기술 역량), 환경  배경(지각된 산업

의 압력, 정부의 압력) 6가지 요인  간  혜택

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EDI 도입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DI를 도입한 기업은 그

지 않은 기업보다 직 인 혜택은 더 크고 재무

인 비용, 산업의 압력은 더 낮으며, 기술 역량, 

정부의 압력은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u and Tam[33]은 89개 회사를 상으로 face 

to face 인터뷰를 실시하여 오  시스템의 도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해 TOE 임

워크를 활용하 다. 오  시스템 기술의 특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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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된 혜택, 지각된 장벽, 지각된 호환성), 외부환경

(시장의 불확실성), 조직기술(IT 인 라의 복잡성, 

 시스템의 만족도, 시스템개발  리에 한 

체계화)로 나 어 살펴본 결과. 지각된 장벽, 지각

된 호환성,  시스템에 한 만족만이 오 시스템 

도입에 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오 시스템이 

제공하는 혜택보다 도입능력이 더 높은 향을 미

치며, 도입에 해 수동 인 경향(reactive)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Zhu et al.[64]은 TOE 임워크를 바탕

으로 E-BIZ 도입에 한 국가 간 연구를 수행하

다. 이들이 제시한 기술  배경은 인 라, IT 지

식, e-business 노하우 등의 기술  역량을 의미하

며, 조직  배경은 회사의 규모와 범 를 의미한

다. 한 환경  배경은 소비자의 비성, 경쟁압

력, 거래 트 의 비 부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 결과 기술  역량과 회사규모  범 , 소비

자의 비성, 경쟁압력 모두 E-BIZ 도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거래 트

의 비 부족은 부정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BIZ 도입의 강도가 높을수록 

소비자의 비성과 거래 트 의 비부족에 한 

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E-BIZ 도입 정

도가 낮은 국가의 기업일수록 공격 으로 도입하

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높은 국가의 기업에서

는 도입에 있어 혜택, 비용, 험 등을 고려하여 

도입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Lin and Lin[46]은 e-비즈니스 확산을 e-비즈니

스의 내부 통합과 e-비즈니스 사용의 외부 확산으

로 나 었으며, 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TOE 

임워크를 활용하 다. 기술  배경에는 IS인

라, IS 문지식, 조직  배경에는 조직  호환

성, e-비즈니스의 상되는 혜택, 환경  배경에는 

경쟁압력, 트 의 비성이라는 6가지 요인  

IS 인 라, IS 문지식, e-비즈니스의 상되는 

기 , 경쟁압력은 e-비즈니스 확산  내부 통합 

 외부 확산 모두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트  비성의 경우에는 외부 확산에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liveira and Martins[50]는 유럽국가의 여행 산

업과 통신산업의 e-비즈니스 도입에 향을 미치

는 요인에 해 알아보기 해 Iacovou et al.[37]

와 TOE 임워크를 활용하 다. 지각된 혜택( 

e-비즈니스의 지각된 혜택과 장벽). 기술과 조직

의 비성(기술의 비성, 기술의 통합, 회사 규모), 

환경과 외부의 압력(경쟁압력, 트 와의 동)이 

e-비즈니스 도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가

와 산업은 통제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그 결과 

e-비즈니스의 지각된 혜택과 장벽, 기술의 비성, 

경쟁압력, 트 와의 동은 통신산업과 여행산

업 모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한

계효과를 검증한 결과 경쟁 압력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은 산업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와 같이 TOE 임워크를 바탕으로 기술 

신 도입을 연구한 많은 연구들1)에서 제시하고 있

는 기술-조직-환경  차원의 요인들이 서로 다르

지만 TOE 임워크는 이들 연구에 강력한 이론

 배경이 되고 있으며 일 된 연구 결과를 나타

내므로  다른 IS 신 분야의 연구에도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TOE 

임워크를 도입하여 이를 클라우드 컴퓨  서비

스 도입 역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2.3 아웃소싱 의사결정 련 선행연구

클라우드 컴퓨 의 가장 큰 특징은 IT 자원을 

활용하기 해 기업이 직  구매를 통해 소유하지 

않고 서비스를 임 하여 사용한다는 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해 기업이 자사의 핵

심역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 아웃소싱을 

선택하는 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3, 19 55, 

6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T/IS의 아웃소싱 의사

1) Chau and Tam[33]은 Open System, Kuan and 

Chau[33]은 EDI, Zhu et al.[64]는 e-비즈니스, Hong 

and Zhu[36]는 e-commerce, Pan and Jang[51]은 

ERP 도입, Wang et al.[60]은 RFID 도입을 설명하기 

해 TOE 임워크을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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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함으로써 클라우드 

컴퓨  도입과의 연 성을 발견하고자 하 다.

Loh[47]는 포춘지 선정 500  기업  200개의 기

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 도입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악

하 다. 그는 아웃소싱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 

비용구조를 이용하 는데, 기업의 내부조직에서 발

생하는 기업비용과, 벤더와 기업 간의 교환에서 발

생하는 교환비용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 기업비용

은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에 정(+)의 유의한 계

를 나타내었고, 교환비용은 부(-)의 유의 인 계

를 나타내었으며, 기업비용과 교환비용 모두 정보

시스템의 아웃소싱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Lee[45]는 미국의 은행산업에서 정보시스템의 아

웃소싱 도입에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효율요

인, 자원요인, 험요인으로 구분하고 효율요인으로

는 외부생산원가 우 , 시장거래비용, 기술  불확

실성, 수요 불확실성을, 자원요인으로는 략  

, 정보서비스 품질효과, 재무  자원효과, 기술  

자원효과를, 험요인으로는 IS 기능의 요성, 자

율성 험, 안 성 험, 성과 험을 고려하 다. 연

구결과 벤더의 생산원가우 , 정보서비스 품질유

인, 기술  자원유인, 재무  자원유인  략  

집 유인이 클수록 아웃소싱을 하려는 경향이 높

았고, 안 성 험과 자율성 험이 높을수록 아웃

소싱보다는 기업 자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Loh and Venkatraman[48]는 정보시스템 아웃소

싱의 결정요인을 이익과 험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들이 정보시스템의 아웃소싱 도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이익요인으로는 기술  이익과 

사업  이익을 들었으며, 험요인으로는 통제와 

기회를 들었다. 연구결과 기술  이익과 사업  이

익은 아웃소싱의 도입결정에 정(+)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  험과 기회  험은 아

웃소싱의 도입결정에 부(-)의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remic[40]은 기업의 아웃소싱 의사결정에 향

을 주는 요인에 한 연구에서 기업의 아웃소싱 

동기요인을 가격, 략, 정치  동기의 세 가지로 

분류하 으며 일반 기업에서는 주로 가격과 략

이, 비 리 조직의 경우에는 정치  요인이 아웃

소싱의 주된 동기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동기요인에 따라 아웃소싱 선택 후 기 되는 혜택

과 험 요소들을 고려하여 아웃소싱을 결정하게 

된다는 아웃소싱 의사결정 임워크를 구성하

다. 이들이 제시한 아웃소싱의 혜택으로는 렴한 

비용, 서비스 품질 향상, 유연성 증 , 최신 기술사

용, 핵심 역량 자원에 집 할 수 있는  등이며, 

험 요인으로는 핵심지식의 손실, 추가비용, 공

업자의 문제, 낮은 도덕성 등을 들고 있다.

Yang et al.[63]은 BPO(Business Process Out-

sourcing) 도입 의사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

로 기 (비용감소, 핵심역량에 집 , 유연성), 험

(정보보안, 리통제력의 상실, 도덕  문제, 노동

조합), 환경(벤더의 서비스 품질, 시장성숙도, 다른 

회사의 아웃소싱 의사결정)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메일을 통한 1차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핵

심역량에 집 이 가장 높은 요성을 나타내었으

며, 각 요인별 요성을 악하기 해 AHP를 실

시한 결과 기 요소들이 BPO 도입 의사결정에 가

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벤더의 서비스 품질(환경)로 나타났으며, 험요소

는 가장 낮은 향력을 나타내었다.

2.4 클라우드 컴퓨  련 선행연구

가트 는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기업의 

략  분야로 작용할 10가지 략기술  1 로 클

라우드 컴퓨 을 선정할 만큼  세계는 클라우드 

컴퓨 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정

부 는 기업 산하 기 의 정책연구소에서는 클라

우드 컴퓨 을 주제로 많은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

으며, 학문  연구로는 클라우드 컴퓨 의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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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분의 자료들은 클라우드 컴퓨  도입 시 발생

하는 이슈  IT의 새로운 트랜드 측면으로 근

하고 있으며, 소수의 연구만이 클라우드 컴퓨 의 

도입을 집 으로 다루고 있다. 

우선 클라우드 컴퓨  도입에 련된 정책 자료 

 학술연구를 살펴보면, Armbrust et al.[27]은 클

라우드 컴퓨 의 도입 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크

게 도입할 때 발생하는 기술  장애요인과 클라우

드 컴퓨  성장에 향을 미치는 기술  장애, 마

지막으로 정책  장애요인으로 나 어 설명하 다. 

이때 도입 시 발생하는 기술  장애로는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데이터의 의존성(lock-in), 데이터의 기

성, 데이터 송의 병목 상으로 인한 송 지연, 

성과의 불 측성, 스토리지의 확장성, 신속한 확장

성으로 인한 빠른 변화, 큰 규모의 분산시스템 버그

가 있으며, 운 정책상의 장애요인으로는 reputa-

tion fate sharing, 소 트웨어의 라이센스 문제를 

장애요인으로 선정하 다. Kynetix[42]는 사  

수 에서 클라우드 컴퓨 의 략  가이드를 제

공하기 해 클라우드 컴퓨  도입  회피 시 고

려해야하는 요인에 하여 정리하 다. 그 결과 클

라우드 컴퓨 의 확장성, 비용 감,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

며, CO2 배출량의 감소가 클라우드 컴퓨  도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인 반면, 보안, 라이버시, 인

터넷을 통해서만 서비스의 속, 이용가능성, 애

리 이션의 이동 어려움이 클라우드 컴퓨 을 회

피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 Kim et al.[38]은 클라

우드 컴퓨  도입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일시

이거나 구 인 정 으로 인한 서비스 불가용성, 

보안, 기  이상의 요구로 인한 성과의 불능, 정부

의 규제에 한 회사의 수, 다른 클라우드와의 

통합, 이를 리하기 한 추가 인 비용문제, 데이

터 센터 운 의 비효율성 등을 들고 있다. Wu[62]

는 표 인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SaaS를 

도입함에 있어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만

의 high-tech 기업을 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회  향력, 지각된 혜택, 보안과 신뢰, 지

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사회  향력, 보

안과 신뢰, 지각된 유용성 3가지 요인이 수용에 있

어 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사

회  향력요인  문가의 의견, 보안과 신뢰 

요인에서는 데이터의 백업, 지각된 유용성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이 SaaS의 도입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로

는 민옥기 외[7]는 클라우드 컴퓨  활성화를 해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문제에 심을 가져야 하

며, 클라우드 컴퓨 을 구성 할 때는 사용자 가상 

서버  서버 확장성, 시스템 가용성, 데이터 신뢰

성, 활용률, 업성  이동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 다. 민 기, 장연욱[6]은 클라우드 컴퓨

의 표 화  기술 확보가 도입에 있어 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며, 서비스 공 능력 확보, 시범도입 

 안정성과 신뢰성, 보안성 확보를 통해 클라우

드 컴퓨 을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하 다. 이

상과 같이 클라우드 컴퓨  도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음 <표 2>에 정리하 다.

이상과 같이 클라우드 컴퓨 에 련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부분 클라우드 컴퓨  도입에 련

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으나, 일부 연구들이 제

시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안성, 신뢰성으로 인해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  도입을 고민하기도 한다

[62]. 한 가트  그룹에 따르면 기업은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심은 매우 높아졌지만 아직도 클

라우드 컴퓨 의 아이디어와 클라우드 컴퓨  제

품에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의 

가능성, 공 자의 사업 속성과 안정성으로 인한 

보안문제가 그  큰 해결과제라 주장하 다. 이

를 해결하기 해 김성 [2]은 클라우드 컴퓨  환

경에서의 기업은 정보를 보안하기 해 5단계 정

보보호 리체계를(정보보안을 해 정보보호 정

책을 수립, 리체계범 를 설정, 험 리를 한 

략  계획을 수립, 이를 구  후 효과 으로 

리)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 으로 순환 리 

해야 함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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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클라우드 컴퓨  도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1 2 3 4 5 6 7

혜
택

확장성 ∨ ∨ 　 　 ∨ ∨ ∨

비용 감 　 ∨ 　 ∨ 　 ∨ ∨

비즈니스 민첩성 　 ∨ 　 　 　 ∨ 　

장치와 치에 독립성 　 ∨ 　 　 　 　 　

그린화 　 ∨ ∨ 　 　 ∨ 　

험

추가 리비용 　 　 ∨ 　 　 　 　

의존성 ∨ ∨ ∨ ∨ ∨ 　 　

정부 규제에 한 수 　 　 ∨ ∨ 　 　 　

보안 　 ∨ ∨ ∨ 　 ∨ ∨

데이터 기 성 ∨ 　 　 　 　 　 ∨

라이버시 　 ∨ 　 　 　 　 　

이용가능성 ∨ ∨ ∨ ∨ ∨ 　 ∨

큰 규모의 분산시스템버그 ∨ 　 　 　 　 ∨ 　

데이터 송 병목 상 ∨ ∨ ∨ 　 　 　 　

2.5 선행연구에 한 종합  논의

지 까지 클라우드 컴퓨 의 도입의사결정과 

련 있다고 단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다음 <표 

3>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을 간략하게 정

리한 표로서 연구자가 요하게 생각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악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

술 신 도입에 한 TOE 임워크와 기업의 정

보시스템 아웃소싱 도입요인을 이익과 험 차원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Loh and Venkatraman[48]과 

Kremic[40]의 아웃소싱 의사결정 임워크에 기

반하여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클라우드 서비스 혜택과 험, 기업 내

부 환경(TOE의 조직), 외부환경(TOE의 외부환경)

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 다.

3. 연구 가설 설정

3.1 클라우드 컴퓨 의 혜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는 기존의 peak time 기

의 설계방침에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사용한 만

큼의 자원에 해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

업의 IT서비스 비용 감에 향을 미치며[9, 11, 

19, 22, 34, 40, 42, 55, 62], 일시 으로 IT 자원을 

확보하여 은 비용으로 민첩하게 응할 수 있다

는 이 특징이다. 한 클라우드 컴퓨 은 인터

넷이 속되어있는 곳에서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

이 IT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업무수행공간을 유·

무선 네트워크 공간으로 확 시켜 스마트워크 구

에 도움을 주며 더 나아가 재택근무  이동근

무 등을 통한 사회간 비용의 감 효과까지도 얻

을 수 있다[7, 9, 19, 22, 32].

송창수[10]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 은 지속가

능성을 도모하며, 복되는 작업을 제한하고 력

을 보다 효율 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훨씬 

은 탄소배출량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린 컴퓨

을 한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으

며, Microsoft는 ‘클라우드 컴퓨 의 이동이 주는 

환경 혜택’이라는 보고서에서 소규모(100명), 간

규모(1000명), 규모(10,000명)의 그룹으로 나 어 

실증 연구한 결과 기존의 기업 내 컴퓨  방식을 

사용할 때 보다 클라우드 컴퓨  방식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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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행연구에 한 종합 인 논의

요인
클라우드 컴퓨  련 논문

TOE/IS 도입 련 
논문

IS 도입 아웃소싱 련 논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혜
택

확장성 ∨ ∨ ∨　∨ 　

비용 감 　 ∨ 　 ∨ ∨ 　 ∨ ∨ ∨ ∨ ∨ ∨

비즈니스 민첩성 　 ∨ ∨ 　 ∨ 　 ∨ 　 ∨ ∨　 ∨

장치/ 치에 독립성 ∨

그린화 ∨ ∨ ∨

험

추가 리 비용 ∨ ∨ ∨

호환성 ∨ ∨ ∨ ∨ ∨ ∨

정부 규제에 한 수 ∨ ∨ ∨ ∨ ∨

보안 ∨ ∨ ∨ ∨ ∨ ∨ ∨ ∨

데이터 기 성 ∨ ∨

라이버시 ∨

이용가능성 ∨ ∨ ∨ ∨ ∨ ∨

분산 시스템 버그 ∨ ∨

데이터 송 병목 상 ∨ ∨ ∨ ∨ ∨

외부
환경

정부 향력 ∨ ∨ ∨ ∨

경쟁자 향력 ∨ ∨ ∨ ∨ ∨ ∨ ∨ ∨ ∨

내부
환경

IS 부서 지식 ∨ ∨ ∨ ∨ ∨ ∨ ∨ ∨

최고경 층의 참여  지원 ∨ ∨ ∨ ∨ ∨ ∨ ∨

IT 인 라 비도 ∨ ∨ ∨ ∨ ∨

재경  비 ∨ ∨ ∨

기타

기업문화 ∨

조직규모 ∨ ∨ ∨ ∨

공식화 ∨

집 화 ∨

주) 1) Armbrust et al.[27] 2) Kim et al.[38] 3) Kynetix[42] 4) Wu[62] 5) 민옥기 외[7] 6) 성병용[9] 7) 이종숙, 

박형우[18] 8) Kuan and Chau[41] 9) Zhu et al.[64] 10) Lin and Lin[46] 11) Oliveira and Matins[50] 12) 

Wang et al.[60] 13) 김상 [1], 이동만[14] 15) 이동 [15] 16) Aminul[26] 17) Kremic[40] 18) Miranda and 

Kim[49] 19) 유석천, 백진 [12] 20) 윤성철, 이슬[13] 21) 홍정식 외[24].

경우 규모 집단에서는 30% 이상의 감축효과, 소

규모집단에서는 90% 이상의 에 지사용과 탄소배

출량의 감축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밝혔다[23]. 세

계 으로 에 지 비용이 증가하고, 환경오염을 

이기 해 국제 인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

경 친화 인 그린 IT에 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

다. 력, 고효율을 목표로 하는 그린 IT를 해 

클라우드 컴퓨 은 80% 이상의 데이터 센터의 공

간을 일 수 있으며, 에 지 소비량도 40% 가량 

감  탄소배출량의 감소 효과를 가져다 으로

써 환경오염방지  비용 감으로 그린 IT 구 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7, 9, 11, 19, 38].

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을 통한 기업의 혜택을 민첩성, 

비용 감으로 구분한 후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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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혜택이 높을수록 클

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이 높아질 것이다.

1-1：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통한 민첩성 혜

택이 높을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

입이 높아질 것이다. 

1-2：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통한 비용 감 

혜택이 높을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이 높아질 것이다.

3.2 클라우드 컴퓨 의 험

일반 으로 아웃소싱을 고려할 때 그 명백한 혜

택으로 인해 험  비용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

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조직의 성공에 향을 미

치는 의사결정이라면 험에 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25]. 클라우드 컴퓨 을 도입함에 따

라 상되는 지각된 혜택보다 지각된 험이 더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 클라우드 컴퓨

의 도입에 주요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32, 62]. 특

히 Catteddu and Hogben[32]은 라이버시, 서비

스와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서비스와 데이터의 무

결성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의 해요인으로 제시

하고 있으며, Armbrust et al.[27]은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데이터의 의존성(lock-in), 데이터 송의 

병목 상, 상치 못한 성과, 분산 시스템의 버그, 

데이터의 기 성 등이 클라우드 컴퓨  성장의 장

애요인이라 설명하 다. 실제로 지난 2008년 Ama-

zon의 S3 서비스는 2차례의 정 사고가 발생하

으며, Google의 Apps 엔진과 Gmail은 1시간 30분

가량 정 으로 인해 시스템과의 속이 이루어지

지 않아 일시 으로 사이트에 속할 수 없었던 사

건이 발생하 다.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 은 인터

넷이 속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

문에 인터넷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일시 이거나 구 인 정 으로 

서비스를 제 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해 우려하

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와 불안감이 선결되어야 비

로소 클라우드 컴퓨 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11, 27, 38, 42].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

탕으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험을 의존성

과 보안으로 크게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2：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험이 높을

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이 낮아질 

것이다.

2-1：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의존성 우

려가 높을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

입이 낮아질 것이다.

2-2：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보안 험

이 높을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

이 낮아질 것이다.

3.3 외부 환경의 향력

클라우드 컴퓨 의 IT 비용 감과 신속한 IT서

비스 구축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장 은  

세계 으로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심과 주목

을 이끌고 있으며, Amazon의 클라우드 컴퓨 을 

활용하여 130년 간의 뉴욕 타임즈의 과거 신문기사

를 온라인 DB화로 환한 사례는 클라우드 컴퓨

의 표 인 성공사례로 리 알려져 있다. 이

처럼 기업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 국가들은 클라우

드 컴퓨  효과를 인식하고 공공 반에 도입하기 

한 각종 로젝트와 장기 계획을 수립  추

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으로 국의 G-Cloud, 

일본의 가스미가세키 클라우드 사업  나가사키

의 자 청시스템, 미국의 국방부와 연방총무

성의 StoreFront 계획 등이 있으며, 미국은 2013년

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시장은 8억 달러,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6.35억 달러에 이

를 것이라 측하 다[4, 10, 17].

한 국내에서도 선진국들의 성공사례  잠재

력을 보고 행정안 부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

 도입․확산방안’, 지식경제부의 ‘클라우드 컴퓨

 산업 육성 략’, 방송통신 원회의 ‘K-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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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추진계획’ 등 부처별로 다양한 클라우드 컴

퓨  략이 발표되었으며 2009년 12월 방송통신

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 부 3개 부처는 ‘범정

부 클라우드 컴퓨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지난 2011년 1월 11일 범정부 클라우드 시범

센터를 개소하 다. 정부는 2014년까지 세계시장

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최고수 의 클라우드 

컴퓨  강국실 이라는 비 수립에 따라 서비스 

기 활성화를 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극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IT 자원의 효율 인 운 을 한 서비스기반 컴퓨

(SBC) 환경 도입이 그 표 인 라 할 수 있

다[17, 22]. 

Wang et al.[60]은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기업은 신을 통해 경쟁우  확보가 무엇보다 필

요하다는 을 강조하 다. 실제 기업은 시장 내에

서 경쟁우 를 유지하기 해 성공 인 략을 필

요로 하며, 아웃소싱은 기업이 핵심역량에 집 하

기 해 선택하는 략  하나이다. 클라우드 컴

퓨 은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구축, 소유가 아닌 임

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감효과  변화하는 환경에 빠른 응을 통해 경

쟁력을 향상시켜 으로서 기업의 경쟁우 를 가져

다  수 있는 략  신 기술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경쟁기업이 아웃소싱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 아

웃소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61]. 아웃소싱 뿐

만 아니라 EDI, e-비즈니스, ERP 등의 기업의 정

보시스템 도입 시에도 트  는 경쟁업체의 압

력, 정부의 압력은 도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37, 41, 46, 53].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  도입에 

있어서도 외부 환경요인 특히 정부의 정책  경

쟁업체의 클라우드 컴퓨  도입이 향을 미칠 것

으로 측하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3：기업 외부 환경의 향력이 클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이 높아질 것이다.

3.4 내부 환경의 향력

Laughlin[44]은 기업이 ERP 시스템을 인식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최고경 자로부터의 

심을 유도하는 것이며, Bradford and Florin[28]

은 ERP 시스템 도입 시 최고경 자들의 지원은 

ERP 시스템을 성공 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다는 결과를 도출하 다. 그 밖에도 윤성철, 이

슬[13]은 IT 아웃소싱 의사결정에 향을 주는 요

인을 악하기 해 문가들을 상으로 델 이

를 실시한 결과 아웃소싱 도입에 한 경 층의 의

지  지원정도가 1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

서의 정보기술 수 에 한 지속 인 유지는 5

로 높은 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기업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노

하우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에 

한 이해가 부족하여 의사결정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며, Brown and Fai[29], Ravichandran[54], Kyobe 

[43]는 새로운 애 리 이션에 한 학습을 통해 

지식 인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

업일수록 컴퓨터기반의 소 트웨어 도입이 높음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 냈다. 한 고객에 한 이해

를 통해 더 많은 략  기회를 가져다주는 CRM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술 인 교육과 지원의 부

족은 이를 실제 사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벽으

로 나타났으며[31], CRM 지식  련 지식이 많

을수록 더 쉽게 CRM 기술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52]. Wang et al.[60]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

함에 있어 최고경 자의 지원이 매우 요하며, 

도입과 양의 상 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

경 자들은 신을 한 환경을 극 으로 지원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에서 정보시스템이

나 정보기술이 도입되기 해서는 최고경 자들의 

지속 인 지원과 심과 조직의 지식 , 재무 인 

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1, 14, 24, 37, 59].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도 클라우드 컴퓨  서비

스 도입함에 있어 략  IS 부서의 지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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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CEO의 지원과 같은 기업 내부의 환경이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 결정에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하고 아래와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H4：기업 내부 환경의 향력이 클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이 높아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론  개  가설을 토 로 다

음 [그림 1]에 본 연구모형을 제시하 다. 

4. 연구방법  분석

4.1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는 IT 아웃소싱 의사결정에 한 연구와 

IS 도입에 한 연구,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연

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도출하 다. 클라우드 컴퓨

과 련된 정책자료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클

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특성에 한 변수를 도출

하 으며, 환경  특성  IS 성숙도는 IT 아웃소

싱  IS도입에 한 선행연구를 통해 추가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  정의와 참고문헌

을 다음 <표 4>에 제시하 으며, 변수의 측정은 7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다.

4.2 자료수집  분석방법

본 연구를 해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이용

한 경험이 있거나 도입을 비하는 기업, 재 클

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을 

상으로 2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히 수정되었으며, 비조사를 통해 설문의 매함

과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 다. 1차 설문조

사는 2010년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국 클라

우드 컴퓨  서비스 회에 소속된 회원사의 사용

자들을 상으로 메일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 으

며, 2차 설문조사는 2010년 9월 16∼17일 양일간 

한국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회(KCSA)가 주

최한 The Clouds 2010 그랜드 컨퍼런스 참가자 

1500명을 상으로 장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총 2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310부의 설문 응답

을 회수하 으며, 이  문항에 한 응답이 락

되었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단되는 설문을 제

외한 총 302부의 설문지가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

하 다. 실증분석을 해 통계소 트웨어로 본 연

구에서는 SPSS 18.0을 사용하 다.

4.3 분석결과

4.3.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응답자들의 소속기

을 살펴보면, 기업체 60%, 정부산하기  14%, 

학 11%, 연구소 9% 기타 5%로 나타났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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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변수의 조작  정의

구 분 요인 정의 참고문헌

혜
택

민첩성
∘일시 인 IT 자원 확보를 통한 민첩한 응
∘업무수행공간의 제약이 없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

Kynetix[42], Kim et al.[38], 
최우석[22]

비용
감

∘ IT 구매  유지비용 등 운 비용 감 효과
∘자원공유를 통한 에 지 소비 감  CO2 배출 감소 효과
∘물리  데이터 센터 공간 축소를 통한 비용 감 효과

Kynetix[42], Kim et al.[38], 
Rosen[55], 최우석[22], 양희동, 
황세운[11] 

험

의존성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의 변경 시 새로운 업체의 

랫폼으로 데이터, 로그램 등의 이동이 제한되지 않고 이용 
가능한 정도

Kim et al.[38], Kynetix[42], 
Armbrust et al.[27]

보 안

∘데이터의 기 성  라이버시 침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구  
백업사이트 구축 가동 유무

∘시스템 버그  지연 최소화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로 
제공되는 자원들을 언제나 사용가능 할 수 있도록 안정 으로 
보장하는 정도

Armbrust et al.[27], 
Kim et al.[38], 
Kynetix[42]

외부환경의
 향력

경쟁자  조직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향력
∘클라우드 컴퓨  도입에 한 정부의 정책
∘경쟁업체의 클라우드 도입 유무

Kuan and Chau[41], 
Kremic[40], Son and 
Benbasat[56], Lin and 
Lin[[46], Wu[62], 유석천, 
백진 [12], 이동 [15]

내부환경의
 향력

기업 내부 인 향력
∘새로운 기술 수용에 한 최고경 자의 극 인 지원
∘ IS 부서의 지식 습득능력

Miranda and Kim[49], 
Aminul[26], Oliveira and 
Martins[50], 김상 [1], 
이동 [15], 유석천, 백진 [12]

도입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기업의 투자 결정 
Zumd[65], Grover and 
Goslar[35], Son and 
Benbasat[56], 김상 [1]

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컨퍼런스와 클라우드 

회의 회원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기 때문에 

응답자의 소속기 을 통해 기업체에서 클라우드 

컴퓨 에 가장 높은 심을 보이고 있다는 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연령별 분포를 살펴

보면, 20 가 8%, 30 가 53%, 40 가 30%, 50  

이상이 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 와 40  

응답자는 체 83%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연령분

포가 30 와 40 를 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간

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응답자의 94%

는 남성, 6%는 여성으로 응답자의 성별에 상당한 

불균형이 있지만, 응답자의 부분이 30 ～40

라는 과 IT 련 업계 종사자라는 것을 고려해보

면 응답자의 성별 불균형이 본 연구에 미치는 

향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 과 련하여 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한 설문에 해 응답자의 55%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련 기술에 하여 심을 보이고 있었으

며, 그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컴퓨  사례 17%, 정부 

정책에 한 심 12%, 련 기술의 표 화 8%, 

클라우드 컴퓨  융합 서비스 6%로 나타났다.

4.3.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의 구성 타당성과 별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요인분석  신뢰성 검정

을 실시하 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CA)

에 의한 Varimax Rotation을 이용하 으며, 검증 결

과 환경  특성  정부의 정책  향에 한 변

수는 요인분석에서 제거되었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연구자의 설문 구성 의도 로 각 요인의 측정항목

들은 내생변수의 구성개념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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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요인분석결과  신뢰성 검증

측정항목 내부환경 비용 감 민첩성 보안 외부환경 도입　 의존성

C-Level 험지향 .861

C-Level 참여도 .854

C-Level 지원 .841

C-Level 심도 .798

IS 부서자체해결능력 .754

IS 부서 지식 .645

력감소  .847

CO2 감소  .837

물리  공간감소  .733

구매비용 감  .631

유지비 감  .617

장소 속  .727

업무환경유연  .717

장비 속  .704

요구따른 자동조  .595

정보유출  .903

정보손실의 불안  .780

시스템버그  .752

인터넷의존  .750

경쟁력강화     .877

경쟁업체 따라 도입     .768

경쟁업체 보다 우     .727

정부정책  　   .428

도입 2      .770

도입 1      .769

도입 3      .755

데이터 이동 어려움       .876

고유치 8.961 3.351 2.705 1.457 1.378 1.156 1.000

분산값(%) 33.19 12.41 10.02 5.40 5.10 4.30 3.70

Cronbach’ a .909 .862 .896 .822 .810 .851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존성은 하나의 변수로 

구성되어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반면, 그 

밖의 변수들의 Cronbach’ a 값을 살펴본 결과 0.8

이상으로 나타나 연구변수들은 매우 높은 신뢰성

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신뢰성 기 을 충족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정리는 <표 5>와 같다. 

4.3.3 연구 모형  가설 검증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과 그 향 

요인들의 계를 규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체 회귀식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해 F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 으로 유의함(p < 

.000)을 알 수 있었다. 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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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다 회귀분석 결과

요인 표 화된 Beta t값 p값
Multi correlation

Tolerance VIF

민첩성 .139 2.079 .038
**

.447 2.238

비용 감 .168 2.484 .014
**

.437 2.286

보안 -.053 -1.126 .261 .892 1.121

의존성 .128 2.778 .006
*** 

.943 1.060

외부환경 향력 .147 2.512 .013
**

.589 1.699

내부환경 향력 .364 7.486 .000*** .848 1.179

R
2
 = .407 Adjusted R

2
 = .395, F = 33.802, p = .000

주) 
***
 p < .01, 

**
 p < .05, 

*
 p < 0.1.

정계수인 R2의 값이 .407로 본 연구모형이 40.7%

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요

인들 간의 상 계를 확인하기 해 다 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

인(VIF)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때 공차

한계는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분산팽창요인은 1 

～10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공차한계는 작을

수록 분산팽창요인은 클수록 다  공선성을 유발

시킨다고 볼 수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서는 기 치를 만족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 공선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가설검증을 해 개별 독립변수들의 유의성에 

한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6>에서 볼 수 있

듯이 보안을 한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  0.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혜택 요인  민첩성에 한 가설

1-1과 비용감소에 한 가설 1-2,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험 요인  의존성에 한 가설 2-1, 

그리고 외부환경 향력과 내부환경 향력에 

한 가설 3과 가설 4는 채택이 되었다. 그러나 클라

우드 컴퓨  서비스 험 요인  보안에 한 가

설 2-2는 채택되지 않았다. 

한 표 화된 Beta 값을 통해 각 요인들이 클

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에 미치는 향 정도를 

비교한 결과, 내부환경 향력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용 감이 .168, 외부환경 향력이 

.147, 민첩성이 .139. 의존성이 .128으로 나타났다. 

즉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에 가장 큰 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최고경 자의 클라우드 컴

퓨  서비스에 한 지원, 투자, 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정부의 지원  경쟁업체의 도

입과 같은 외부환경뿐만 아니라 비용 감과 같이 

클라우드 컴퓨 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

택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클

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험요인은 상 으로 

도입에 향을 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7>은 앞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해 설정했던 가설들에 한 검증결과를 

요약한 표이다.

5. 결  론

5.1 연구 결과  시사

본 연구는 재 클라우드 컴퓨 을 도입하여 사

용하거나, 도입을 비하는 기업,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상으로 기업의 클라

우드 컴퓨  도입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 해 실증 으로 검증해 보았다. 재 클라우

드 컴퓨 은 기업들이 IT에 해 소유에서 유틸리

티 서비스라는 임  개념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로벌 IT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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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설검증 결과요약

가설 결과

H1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혜택이 높을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H1-1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통한 민첩성 혜택이 높을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H1-2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통한 비용 감 혜택이 높을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H2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험이 높을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이 낮아질 
것이다.

부분채택

H2-1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의존성 우려가 높을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이 
낮아질 것이다. 

채택

H2-2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보안 험이 높을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이 
낮아질 것이다. 

기각

H3 기업 외부 환경의 향력이 클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H4 기업 내부 환경의 향력이 클수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이 높아질 것이다. 채택

차세  비즈니스 핵심 기술로 채택할 만큼 기업들

의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심과 도입의사가 늘

어나고 있는 시 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클라

우드 컴퓨 을 아웃소싱 서비스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19, 55, 66]에 따라 의사결정에 련한 선행연

구와 IS 도입에 한 선행연구, 클라우드 컴퓨

에 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요인들을 

Tornatzky and Fleischer[58]의 TOE 임워크

와 Loh and Venkatraman[47]과 Kremic[40]의 아

웃소싱 의사결정 임워크를 활용하여 실제 클

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들을 상으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도입의사결정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업 내부 환경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부 환경과 련된 변수들의 내용을 살펴보

면 기업 내 정보시스템 부서의 자체 해결 능력  

련 지식보유와, 험을 감수하고 지속 인 참여

와 심을 가지고 있는 최고경 자의 의지이다. 

즉, 이를 요약하면 새로운 정보기술을 받아들일 

비된 조직구성과 변화하는 환경에 안주하지 않

고 민첩하게 반응하기 한 최고경 자의 인식이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기업에서 도입함에 있어 가

장 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

과 학계에서는 정보시스템 투자에 비해 생산성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아 새로운 정보시스템 도입에 

해 생산성 역설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무어의 법칙처럼 시간에 따라 기술의 수 은 2배

로 증가하며, 가격은 1/2로 감소하는 상이 오늘

날의 실이다. Brynjolfsson and Hitt[30]은 실제 

기업이 정보시스템 도입에 있어 시설투자는 가장 

은 비용이며, 조직구조를 바꾸기 한 비용이 

가장 큰 비용이며, 투자에 한 단기 인 평가가 

생산성 역설이라는 결과를 래하는 것처럼 보인

다고 주장하 다. 이처럼 실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한 물리 인 비용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잘 운

되기 한 보이지 않는 비용 즉, 최고경 층과 IS

부서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 흐름에 뒤처지

지 않기 해 새로운 정보기술에 한 항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인센티  

제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새로운 기술이 

조직 내에 쉽게 체화될 수 있는 기업의 문화를 구

성하는 것이 요하다.

둘째, 클라우드 컴퓨 의 활성화에 해되는 가

장 큰 요인으로 보안과 의존성 등을 언 하고 있

는 보고서  정책자료[7, 11, 27, 32, 38, 42]들의 

결과와는 달리 실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도

입함에 있어 보안 문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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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업

체들이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고객

의 입장에서는 보안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

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한 

특정 서비스 제공업체에 한 의존성 문제는 서비

스 도입에 부정 인 향을 주기는 하지만 다른 

요인에 비해 상 으로 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외부환경 요인인 정부의 정책  지원이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에 유의한 향을 미

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클

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을 확산시키기 해서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극 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활동이나 경

제  이 을 제공함으로써 도입활성화 문화를 형

성하는 것이 요하다. 정부기 을 심으로 다양

한 종류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시도하는 것 

한 기업에게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불안감

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넷째, 클라우드 컴퓨 의 비용감소 혜택과 비즈

니스 민첩성 향상이 클라우드 컴퓨  도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경 에 있어 핵심인 기업가 정신과 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이란 험과 불확실

성을 무릅쓰고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가의 

모험 이고 창의 인 정신으로, 본 연구에서도 기

업은 경쟁업체보다 더 나은 경쟁우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에 

한 의존성과 같은 험이 있더라도 클라우드 컴퓨

이 제공하는 업무환경에 유연한 처, IT 비용

감소, 물리  공간  탄소배출량 감소라는 혜택

에 해 기 를 가지고 클라우드 컴퓨 에 한 

도입하는 것으로 측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

연성 있는 처와 IT 비용의 감을 해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이며, 

 세계 으로 환경오염을 이기 해 그린 IT를 

강조함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 은 탄소배출량 감

소  물리  공간의 감소, 더 나아가 언제 어디서

나 자신의 업무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구  가능한 

클라우드 컴퓨 을 바탕으로 스마트 워크가 확산

됨에 따라 사회간  비용의 감소 효과까지 가져오

기 때문에 정부  기업에서의 클라우드 컴퓨 에 

한 도입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상된다.

5.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  도입의사결정에 

한 실증연구를 수행하 다. 아직까지 클라우드 컴

퓨 은 Nolan and Gibson의 새로운 기술의 도입

에 한 4단계  1단계인 도입 단계와 2단계인 확

산(contagion) 간 단계로 기업과 정부의 심을 

바탕으로 몇 가지 서비스들이 출시되어있지만 활

성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

장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 과 련한 실증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며, 부분의 연구들이 클라우드 컴

퓨  련 기술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 을 도입하려는 

기업과 서비스 제공업체에 시사 을  수 있다는 

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몇 가지 한계 을 가지며.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해 추가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

으로 단된다. 

첫째, 재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하는 기업의 

규모가 아직은 체 시장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

에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이용하는 클라

우드 컴퓨 의 종류(SaaS, PaaS, IaaS 등)도 달라

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엔터 라이즈 측면에서 클라우드 컴

퓨  도입의사결정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향

후 클라우드 컴퓨  시장이 확산단계를 지나 통제

(control)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면 클라우드 컴퓨  

종류에 따른 기업 도입의사결정에 한 연구를 추

가 으로 진행하여 클라우드 컴퓨  종류 별 도입

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지에 해 확인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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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재 클라우드 컴퓨 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컴퓨 의 도입의사결정

에 있어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악하기 해 진

행되었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심과 지원을 바

탕으로 향후 클라우드 컴퓨 은 속도로 발 할 

것이며,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 한 빠르

게 확산될 것이라 상한다. 이처럼 기업의 클라

우드 컴퓨 에 한 투자는 확산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향후 연구에서는 실무자들과 학자들이 고민

하고 있는 생산성역설(IT 투자와 성과의 계)이 

실제 클라우드 컴퓨 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

고 있는지에 한 실증연구가 추가 으로 진행되

기를 바란다.

셋째, 본 연구를 한 설문 조사는 한국 클라우

드 컴퓨  서비스 회에 소속된 회원사의 직원들

과 The Clouds 2010 그랜드 컨퍼런스 참가자들을 

상으로 실시하 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분포에

서 다수의 응답자를 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을 

지 할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 

 조직을 상으로 클라우드 컴퓨  도입 여부에 

한 단계별 응답을 유도해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 에 련된 선

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에 진행된 연구로서 본 연구

에서 활용되지 않는 다른 변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자료  클라우드 컴퓨

 련 자료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 이 제공

하는 혜택과 험요소를 도출해내었지만 그 밖의 

환경  특성, IS의 성숙도에 활용한 변수는 클라

우드 컴퓨 을 기업에서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의 

하나의 종류이며, IT 아웃소싱과도 련되어 있다

는 단아래 이와 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활용하 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클라

우드 컴퓨 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측정항목의 

개발  클라우드 컴퓨 이 활성화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가 고려되어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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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설문지

1.1：클라우드 컴퓨 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자동 으로 용량과 력을 조 할 수 있다.

1.2：클라우드 컴퓨 은 변하는 업무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응 가능하게 도와 다.

1.3：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는 장소에 상 없이 서비스에 속 할 수 있다. 

1.4：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는 장비(device)에 상 없이 서비스에 속할 수 있다

1.5：클라우드 컴퓨  서비스(pay per use)를 통해 IT 자원 구매 비용을 감할 수 있다.

1.6：클라우드 컴퓨  서비스(pay per use)를 통해 유지비용을 감할 수 있다.

1.7：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1.8：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1.9：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는 물리  공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2.1：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는 다른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로의 데이터나 로그램 이동이 어렵다

2.2：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이용 시 재앙으로 인해 정보의 손실에 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2.3：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이용 시 기업 내부정보유출  이의 악용가능성 등에 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2.4：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는 인터넷의 속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5：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이용 시 시스템의 버그  지연이 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3.1：정부의 정책(그린 IT 정책 등)은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향을 미칠 것이다.

3.2：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은 경쟁업체에 비해 경쟁우 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3.3：경쟁업체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은 귀하 회사의 경쟁력에 향을 미칠 것이다.

3.4：경쟁업체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은 귀하 회사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도입 결정에 향을 

미칠 것이다.

4.1：귀하의 IS(정보시스템)부서는 기술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4.2：귀하의 IS(정보시스템)부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문제가 발생 시 자체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

4.3：귀하의 최고경 층은 정보시스템에 한 심도가 높다.

4.4：귀하의 최고경 층은 정보시스템에 한 참여도가 높다.

4.5：클라우드 컴퓨 에 하여 귀사의 최고경 층은 험을 감수하고자 한다.

4.6：클라우드 컴퓨 에 하여 최고경 층의 지원( 산 등)이 높은 편이다.

5.1：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투자하고 싶다.

5.2：가까운 시일 내에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투자를 결정할 의사가 있다.

5.3： 반 으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활용할 의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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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소 개 

임 성 택 (misrim@korea.ac.kr)

서울대학교 문학사,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경영정보학 석사 및 박사 학위
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영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
다. 주요 관심 분야는 통신/모바일 사업전략, IT 비즈니스 가치 측정, 웹 기
반시스템 개발 등이다.

공 다  (dorothy0206@korea.ac.kr)

충남대학교 경영학사,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디지털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시스템관리, 

공급망 관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이다.

심 수 진 (ssj053@ulsan.ac.kr)

경일대학교 산업공학사, 영남대학교 경영학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울산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영정보시스템, 컴퓨터응용실무, 공급망관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이다.

한  춘 (ychan@yu.ac.kr)

영남대학교 경영학사,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경영정보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보시스템 전략, 아웃소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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