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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on Cloud Compu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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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has been receiving increasing attention for cloud computing services. However, despite a lot of attention, there ar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 on cloud computing services. There are researches respectively about the benefits and costs that would occur if you 

choose a cloud computing services. However, in real life, consumers should be considered about the benefits and costs at the same time if 

they choose and use a cloud computing servi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 effect of benefits and costs on cloud 

computing service.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three independent variables(usefulness, social influence, and innovativeness) positively(+) 

affect the perceived value. However, showed the benefits and costs of interaction effects analysis, usefulness and innovation on the cost 

influence the perceived value in statistics. The interaction of the usefulness & cost shows negative(-) effect and the interaction of the 

innovativeness & cost has positve(+) effect on the perceived value.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 that consumers need to consider costs 

with benefits when they use a cloud compu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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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효과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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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심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기존 연구는 한계

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많은 혜택에 한 연구와 이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에 해 독립 으로 연

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소비자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혜택과 비용에 해 동시에 고려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선택 시 혜택과 비용에 한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 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로써 유용성, 사회

향, 그리고 신성은 인지된 가치에 모두 정(+)의 유의한 향을 주었다. 하지만 혜택과 비용과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 유용성과 신성만

이 비용과의 인지된 가치에 해 통계학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성은 비용과의 인지된 가치에 해 상호작용 효과에 해 음(-)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신성은 비용과의 인지된 가치에 해 상호작용 효과 검정 결과 정(+)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소비자가 느끼는 혜택의 경우 비용을 고려할 때 인지된 가치에 서로 다른 향을  수 있음을 

실증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키워드 :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혜택, 비용, 상호작용효과

1. 서  론4)

1990년  인터넷 명에 이어 2000년  후반부터는 클라우

드 컴퓨  (Cloud computing) 시 가 도래하 다[1].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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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컴퓨 은 사용자들이 PC와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단말기

S를 통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Information and Communi- 

cation Technology (ICT) 자원을 빌려 쓰는 새로운 패러다임

이다[2]. 이는 자원 감  효율성 제고, 그린 ICT에 한 

지속 인 사회  요구로 인해 각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9년 12월 30일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 원회, 행정안 부

가 공동으로 ‘클라우드 컴퓨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

다. 그리고 최근에는 클라우드 컴퓨  발   이용자 보호에 

한 법률, 일명 ‘클라우드 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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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와 련한 매출  시장은 

확장될 것이라고 측한다[2].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클라우드 컴퓨  시장이 연평균 34% 성장하고, 세계시장 규

모는 2009년 796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3,434억 달러가 될 

것으로 망한다[3].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는 정보 보안 문

제와 시간 , 경제  비용 문제 등의 험도 따른다. G메일

은 구 에서 제공하는 SaaS (Software as a Service) 방식

의 표 인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이다[4]. 그러나 2009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G메일에 부분 인 장애가 발생하

다. 2007년 이후 세계 주요 13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

체에 발생한 다운타임은 총 568시간에 이른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보안 이슈를 제외하고는 클라우드 컴

퓨  서비스의 험 는 비용의 특성에 련된 연구가 부

족하다. 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지불해야 할 비용 사이의 상호작용 

계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특성 가운데 혜택

과 비용의 특성을 구분하고, 혜택과 비용의 인지된 가치에 

한 상호작용 효과에 해 밝히고자 한다.

2. 이론  고찰

2.1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Cloud computing service)의  

      정의  특성

클라우드 컴퓨 이란 용어는 2006년 9월에 구 사 직원인 

‘크리스토  비시 리아 (Christophe Bisciglia)’가 유휴 컴퓨

 자원에 한 활용을 제안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클라

우드 컴퓨  서비스 정의는 연구 기 이나 학자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Gartner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높은 수 의 확장성을 

지닌 IT 자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 이라고 정의하

다[5]. CPNI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임 에 기반을 

두고 네트워크상에서 고객의 서비스 요구사항을 확 하거나 

축소하는 능력으로 고객에게 제공된 IT 서비스의 집합이라 

하 다[6]. 한 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통해 최소의 

리 노력이 요구되고 서비스 사업자와의 상호 작용으로 신

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7]. 

공통 으로 살펴보면 클라우드 컴퓨 이란 가상 공간에서 

정보들이 공유  통합되어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소 트웨

어, 랫폼, 인 라 등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

써 정보의 통제와 리, 검색  조정 과정이 신 인 수

으로 효율화되는 미래형 컴퓨  체제라고 할 수 있다.

2.2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장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장   혜택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우드 컴

퓨  서비스는 사용자가 특정한 장치나 치에 상 없이 시

스템에 근이 가능하므로 업무 성과와 생산성을 향상시켜 

유용성을 증 시킨다[2, 8]. 상시 인 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9]. 둘째, 클라우드 컴퓨  서

비스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별도의 ICT 자원을 구입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컴퓨  자원을 이용

하기 때문에 장기 으로는 비용 감 효과가 있다[1]. 셋째, 

ICT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 탄소 배출량 감소를 통한 

그린 ICT 실 을 기 할 수 있다[2]. 넷째, 최근 사회 으로 

정 인 평가를 받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사용

자라는 이미지를 통해 사회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 자신에게 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특정 ICT 자원 

이용을 권장할 경우에는 더욱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11]. 

다섯째, 개인의 신성 증   신 인 조직 문화를 창출

할 수 있다. 신성은 새로운 ICT 서비스를 시도하고자 하

는 성향이다[12]. 신성이 강할수록 신규 ICT를 해보고

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13, 14].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이용에 해 제시된 장 들 에 

그린 ICT 실 을 한 서비스 도입은 정부 주도 정책에 국

한되는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한 

기존 연구들에서 비용 감에 한 장기 인 기  효과를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용 측면을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단 에 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장   유용

성과 사회  향/이미지, 그리고 신성과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단  간에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시하고

자 한다.

2.3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단

앞서 제시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여러 장 들이 분

명 존재하지만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취약 들을 간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기업이나 개

인이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도입하여 사용할 경우에 우

려되는 부분 의 하나는 보안상의 험이다. 클라우드 컴

퓨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말기 별 보안상의 취약 을 가질 

수 있고 공유된 데이터 자원의 손실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15]. 한 결함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종속되는 애

리 이션의 험, 리자  리 시스템의 취약  등이 

우려된다[15].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보안에 한 연구

들은 구체 이고 개별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할 때 보안상 험 

외에 고려되는 은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총체 인 비용 

문제이다. 아무리 이상 인 기술이 등장하고 장기 으로 비

용 감 효과가 측되더라도, 비 사용자들은 실 인 비

용 분석을 필요로 한다. 비용은 크게  비용 (Monetary 

cost)과 비  비용 (Non-monetary cost) 으로 구분된다

[16].  비용은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이용하기 

해 지불해야 하는 기 서비스 도입 비용  유지 리 비용

이다[17]. 비  비용은 한 서비스 제공업체를 검색하

는데 드는 비용과 신규 서비스에 직원들이 응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 비용, 노력 비용 등을 포함한다[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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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이용에 드는 비용과 제공받게 될 

서비스로 인한 혜택을 서로 고려하여 서비스 도입 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까지의 연구들은 클라우

드 컴퓨  서비스의 장 에 국한된 연구이거나 보안상 문제

를 짚어내는데 치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라

우드 컴퓨  서비스의 단   비용 문제를 심으로 혜택

과의 상호작용 효과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2.4 인지된 가치 (Perceived value)에 한 연구

인지된 가치는 사용자가 제품의 반 인 효용성을 평가

하는데 있어 지각하고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19]. 사용자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그에 한 인지된 

가치에 따라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포기할지에 한 결정

도 수반된다[19]. Lovelock은 그의 연구에서 인지된 가치는 

서비스에 한 혜택을 증 시키거나 서비스 구입 비용을 

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언 하 다[20]. 기존 선행 연구들에

서 제품  서비스에 한 인지된 가치는 고객 만족에 유의

미한 결과를 주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17, 18, 21, 22].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경우,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혜택과 비용

이 인지된 가치에 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가설  연구 모형

3.1 가설의 설정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과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 상호작용 여부를 

측한다면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혜택과 비용이 인지된 가

치에 미치는 향에 한 상호작용 효과를 실증 으로 분석

하기 해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1) 유용성에 한 가설

유용성은 사용자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인지하게 

되는 총 가치로 정의할 수 있다[23]. 윤승욱의 연구에서 모

바일 인터넷의 유용성과 사회  향이 각각 인지된 가치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11]. 한 TAM 모

델에서 인지된 유용성이 인지된 가치에 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었다[8, 24].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 

성과  생산성 향상을 기 할 수 있는 반면 경제 , 시간

 비용 등의 가도 수반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클

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특성인 유용성  비용에 한 가

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가설 1: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유용성은 인지된 가치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유용성과 비용은 인지된 

가치에 상호작용 효과를 미칠 것이다.

2) 사회  향/이미지에 한 가설

재 시장에서는 향후 클라우드 컴퓨 과 련된 매출이 

증 될 것이라고 망하고 있다[2]. 이러한 사회  분 기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도 향을 주어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이용을 진하게 한다. 2003년에 제시된 UTAUT 모형에서 

사회  향이 IT 기술의 이용에 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

었다. 유호선은 그의 연구에서 사회  향이 유비쿼터스 

컴퓨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10]. 한 기

하는 행 에 한 보상을 해  수 있는 능력이나 처벌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할 경우 개인들은 그들의 

기 에 부응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25, 26, 2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특성인 사회  

향/이미지  비용에 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가설 3: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사회  향/이미지는 인

지된 가치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사회  향/이미지와 비

용은 인지된 가치에 상호작용 효과를 미칠 것이다.

3) 신성에 한 가설

신성은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시도하고 사용해보려는 성

향으로 설명된다[12]. 기존 선행연구에서 신성에 따라 

신 인 IT 자원의 채택 여부를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28]. 그리고 이러한 신  성향은 온라인 쇼핑몰의 구

매 결정에도 향을 미친다[14]. 신성은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가치를 인지하는데 있어 향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특성인 신성에 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가설 5: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신성은 인지된 가치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신성과 비용은 인지된 

가치에 상호작용 효과를 미칠 것이다.

4) 비용 (Cost)에 한 가설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기 도

입 비용  유지 리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며, 검색 비용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14, 16]. 기존 선행연구에서 인지된 

비용이 인지된 가치에 유의미한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

다[1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특성인 비용에 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가설 7: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비용은 인지된 가치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클라우드 컴퓨 의 특성  

인지된 가치에 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  서

비스의 혜택과 비용의 상호작용 계를 나타내는 연구모형

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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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Variables Definition Reference

Usefulness

Total usefulness to recognize that 

they can get by using cloud 

computing services

[8, 23]

Social 

Influence

The degree of recognition to 

believe that the important 

acquaintances have to use cloud 

computing services

[8, 10, 11]

Innovative

ness

The degree that users are oriented 

to innovation
[12, 29]

Cost

The degree of economic and 

temporal cost that are required 

when cloud computing services is 

introduced

[16-18]

Perceived 

Value

Overall perceived value about the 

effectiveness of cloud computing
[19, 20]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of Variables

4. 연구 방법

4.1 조사 차  자료수집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가 사용자의 인지된 가

치에 미치는 향에 해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

들이 주로 혜택과 비용에 한 단순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것

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혜택과 비용에 한 상호작용 효과

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더욱 실 인 모형을 수립하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립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 의 특성이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2012년 7월 1일부터 30일 동

안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해 알고 있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  속성에 련된 질

문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 하여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까지의 5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 다. 한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성분석, 

요인분석,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4.2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  서

비스의 특성을 선별하 으며 독립변수로써 유용성, 사회  

향/이미지, 신성, 비용을 설정하 다. 한 종속변수는 

인지된 가치로 설정하 다. 각 변수의 조작  정의는 다음

의 표와 같다.

이상의 조작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용성을 

‘클라우드 컴퓨 을 활용하면 나는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 을 활용하면 나는 업무를 효과

으로 처리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하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감시킬 수 있다’, ‘클라

우드 컴퓨 은 업무 처리에 유용하다’등으로 측정하 다

[23]. 사회 향은 ‘나의 주변 사람들 ,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권 가 있

다’, ‘나의 주변 사람들은 클라우드 컴퓨 을 사용해야 한다

고 여길 것이다’, ‘나는 시 에 뒤떨어지지 않기 해 클라

우드 컴퓨 을 이용한다’, ‘나는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사

회  평가가 좋아서 사용한다’등으로 측정하 다[8, 10, 11]. 

신성은 ‘나는 (IT 기기와 련된) 신제품이 출시되면 주

변 사람들보다 먼  사용해보는 경향이 있다’, ‘나는 새로운 

것에 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새로운 것을 경험

하고 시도해보는 것이 즐겁다’으로 측정하 다[29]. 한편, 비

용은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

다’,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합리 이

다’, ‘추후 클라우드 컴퓨  이용을 지하려면 그에 한 

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으로 측정하 다[16-18]. 마지막

으로 인지  가치는 ‘내가 지불한 비용에 비교할 때, 클라우

드 컴퓨 을 사용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내가 들

인 시간을 고려할 때, 클라우드 컴퓨  사용은 이득이다’, 

‘클라우드 컴퓨  이용은 나에게 정 인 가치를 부여한다’

로 측정하 다[19, 20]. 

5. 분석결과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혜택과 비용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하기 해 다

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 다. 

5.1 기술통계분석

설문조사에 참가한 샘 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 분포는 남성이 체 응답자의 약 54.1%로 

106명이 응답하 으며 여성이 약 45.9% 다. 연령은 30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20  응답자와 40  응답자가 고

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의 경우 체의 

70.4%가 석사학  소지자로 나타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업종의 경우 융업, 통신업 등 여러 업종을 상으로 조사

를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  특성  근무기간

의 경우 고르게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5.2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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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S Tran Comp Comm Sys

(n = 196)

1st Regression 2nd Regression 3rd Regression 4th Regression

B SE B SE B SE B SE VIF

Constants 3.310*** .293 .695+ .380 .250 .386 .457 .388

Gender -.025 .090 .014 .076 .006 .073 -.009 .072 1.254

Age .074 .051 .027 .043 .033 .042 .022 .041 1.637

Education .093 .064 .087+ .052 .087+ .051 .094+ .049 1.070

Industry -.031 .023 -.011 .019 -.001 .019 -.008 .019 1.157

Tenure -.011 .037 -.006 .030 -.014 .029 -.022 .029 1.702

Usefulness  (A) .380*** .073 .371*** .071 .309*** .073 1.374

Social Influence (B) .228*** .055 .159** .056 .156** .055 1.509

Innovativeness (C) .134* .058 .107+ .056 .143* .057 1.406

Cost (M) .234*** .062 .247*** .065 1.441

A X M -.221* .109 1.947

B X M -.138 .089 2.059

C X M .172+ .089 1.816

Adjusted R² .011 .346 .388 .415

F-value 1.426*** 13.878*** 14.758*** 12.551***

Change in adjusted R² .036 .336 .044 .035

Change in F 1.426*** 33.415*** 14.049*** 3.876**

Note)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2. Regression Results of Benefit and Cost of Cloud Computing Service including Interaction Effect

크롬바흐알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성을 측정하

으며,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타당

성을 측정하 다. 특히 신뢰성은 변수들을 반복해서 측정했

을 경우 측정도구가 요인을 정확히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크롬바흐알  계수가 탐색  

분야에서는 약 0.6이상, 기 연구에서는 약 0.8이상, 응용연구

에서는 약 0.9이상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 다[30]. 본 연구

에서는 탐색 으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혜택과 비용에 

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0.6 이상의 

신뢰성을 보일 경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악하고 있으

며, 모든 변수의 신뢰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을 검정하기 해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은 상 계가 높은 변수를 끼리 묶

어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그것을 통해 가설을 검정하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추출방식은 주성분분

석방법 (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이며, 요인회 방식으

로 직각회 방법 (Varimax)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 다. 

5.3 가설 검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최근 폭발 인 심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

드 컴퓨  서비스에 한 가설을 검정하기 해 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 , 업종 

그리고 근무기간을 포함시켰으며,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

다. 먼  1단계 회귀식은 통제변수만으로 구성하여 회귀분석

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특별히 유의한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2단계 회귀식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선택의 

요 변수로 유용성, 사회 향 그리고 신성을 선정하여 

모델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유용성 (B = .380, t = 5.175, 

p = .000), 사회 향 (B = . 228, t = 4.169, p = .000), 신

성 (B = .134, t = 2.322, p = .021)로 모든 독립변수가 인지

된 가치에 유의미한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12.551, p = .000). 따라서 가설 1, 가설 3, 가설 5는 모두 채

택되었다. , 비용측면을 포함한 3단계 회귀식에서 비용은 

인지된 가치에 B 값이 .234 (t = 3.748, p = .000) 수 에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 회귀식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혜택과 비

용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혜택과 비

용을 따로 분석하 으나, 실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  서

비스를 선택할 경우 부분 장 과 단 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혜택과 비용에 한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 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클라우

드 컴퓨  서비스의 혜택인 유용성, 사회 향, 신성과 

비용의 상호작용 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  유용성과 비용

의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B 값이 -.221 (t = -2.030, p = 

.044)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성과 비용의 상호

작용 효과의 경우 B 값이 .172 (t = 1.936, p = .054) 수 에

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 향과 비용에 

한 상호작용 효과의 경우 B 값이 -.138 (t = -1.549) 수

이나 유의확률이 .123임으로 통계 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2와 

가설 6은 채택되었으나, 가설 4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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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196)

1st Regression 2nd Regression

B SE B SE VIF

Constants 3.310 .293 1.930 .343 　

Gender -.025 .090 -.024 .082 1.141

Age .074 .051 .072 .047 1.535

Education .093 .064 .089 .058 1.063

Industry -.031 .023 -.011 .021 1.102

Tenure -.011 .037 -.025 .034 1.683

Cost .415 .065 1.038

Adjusted R² .011 .182

F-value 1.426 8.254***

Change in 

adjusted R²
.036 .171

Change in F 1.426 40.898***

Note)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Regression Results of Cost of Cloud Computing 

Service on Perceived Value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가설 7을 검정하기 해 분석한 결

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비용과 인지된 가치에 한 

회귀분석 결과 비용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변수임이 밝

졌다 (B = .415, t = 6.395, p = .000). 따라서 가설 7은 채택

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다 공선성 (Multicollineality)을 상

호작용 효과를 검정할 때, 평균 심화 (Mean-Centering)하

여 분석을 실시하 다. 다 공선성은 상호작용 항이 앞선 

두 독립변수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변수 간의 상 이 높

아질 경우 생기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산팽

창지수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통해 다 공선성을 분

석하 다. Table 2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상호작용 항의 

다 공선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한계

본 연구에서는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 

 시사 과 한계 을 제시하고자 한다.

6.1 결론  시사

본 연구는 최근 많은 심을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소비자 선택에 해 연구를 진행하 다. 

부분 연구들은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장 을 기

반으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선택에 향을 주는 요인에 

해 연구하거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선택 시 문제가 

되는 요인에 한 개별 인 연구를 진행하 다. , 이 두 

변수들을 동시에 연구한 경우조차도 혜택과 비용에 한 연

구를 독립 으로 수행하 다. 하지만 실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 부분의 소비자는 혜택과 비용을 

동시에 고려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 으로 실제 

소비자 선택 시 두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에 착안하여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선택 시 혜택과 비용에 한 상호

작용 효과를 탐색 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혜택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용성, 사회

향 그리고 신성은 인지된 가치에 통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가설 1 (B = .380, t 

= 5.175, p = .000), 가설 3 (B = . 228, t = 4.169, p = .000), 

가설 5 (B = .134, t = 2.322, p = .021)는 채택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실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가 업무에 효과 일 

경우 인지된 가치를 증가시켜 소비자 선택을 유도할 수 있

음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인지된 가치는 비용이 높을수록 높아진다는 을 밝혔다는 

이다. 따라서 가설 7은 채택되었다 (B = .415, t = 6.395, 

p = .000). 이것은 비용이 증가할수록 인지된 가치가 오히려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는 비용이 높은 서비

스일수록 가치를 더욱 기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선

택 시 혜택과 비용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 으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유용성과 신성에서 비용과의 상호작용 효

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두 변수의 의미는 매우 다른 흥미로

운 결과가 나타났다. 유용성의 경우 비용과의 상호작용 효

과는 음(-)의 값이 나타났다 (B = -.221, t = -2.030, p = 

.044). 하지만, 신성의 경우 비용과의 인지된 가치에 한 

상호작용 효과가 정(+)의 값이 나타났다 (B = .172, t = 

1.936, p = .054). 즉, 우리의 결과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가 유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비용이 높은 경우 

서비스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신성을 

요하게 생각하는 경우 비용의 높아도 가치 있게 생각한다

는 것을 뜻으로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와 같은 결과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가 유용하더라

고 비용을 고려하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지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신 그 자체에는 비용이 높아도 충분

히 가치 있다고 단함으로써 신 인 서비스의 경우 충분

히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으로 비용이 높더라도 

소비자의 업무를 획기 으로 개선시켜  경우 소비자는 이

러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매우 신 인 제품의 경우 소비자는 AS의 불편함

이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더 가치 있는 제품이라고 생

각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6.2 한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 도 존재한다. 

먼  동일방법편의 (Commom method bias) 문제를 극복하

지 못 하 다[31]. 동일방법편의란 서베이 방법론의 경우 주

에 기 한 답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분산의 왜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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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문제를 뜻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를 2차 자료 등으

로 수집하거나, 역선택 문항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비

용측면 만을 고려하 지만, 실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보안은 매우 큰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향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할 경우 보안 요인을 

모형에 포함시켜 혜택 요인과의 효과를 분석한다면 통계

인 의미와 함께 실제 소비자의 선택에 향을 주는 매우 

요한 요인에 한 합한 모형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이용을 통한 인 장 을 

분석한 연구 모형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비용측면

에서 기 서비스 도입에 소요되는 경제 /시간  총 비용

을 으로 분석하 으나, 서비스 도입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 분석도 이루어진다면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

다. 보안 에 따른 페 티 비용 등도 총 비용에 포함시

켜 연구를 진행한다면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유용성을 

더욱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는 향후 더욱 많은 심을 받을 

것이다. 기술 으로 충분한 구 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많은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장 과 단 을 동시에 고려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처럼 혜택과 비용에 한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 으

로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재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산업에 한 기 치와 비교하여 추후 산업이 활

성화되거나 혹은 조한 경우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

운 연구들을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사회  향과 비용

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해 추

가 으로 면 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다. 향후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더욱 실과 유사하고 세 한 연구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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