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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echn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which then affects firms’ performance. The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include cost-savings, technology use advantage,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compatibility whil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clude partner cooperation, 

competitive pressure, environmental uncertainty, and business agility. Furthermore, we examine inter-organizational 

trust as a moderating effect betwee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Data from a 

sample of 219 firms show the significant impacts of proposed variables with exception of technology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compatibility. The findings also show that inter-organizational trust has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all paths except the one between business agility and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suggests a theoretical framework explaining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and performance within inter-organization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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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정보기술과 네트워크의 발 은 시공간의 제약에

서 벗어나 정보기술 자원들이 요구될 때 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

고 있다. 그 에서도 컴퓨 , 스토리지, 소 트웨어, 

네트워크와 같은 IT(Information Technology) 자

원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

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인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이 차세  패러다임으로 부

상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시

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모바일의 이동성과 함께 

경제성과 우수성이라는 이 을 제공함으로써 앞으

로 기업들이 컴퓨  자원을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한 IT 투자에 있어서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문으로 강조된다(Armbrust et al., 2010; Low et 

al., 2011).

컴퓨  서비스에 한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진

화되어 왔다. 클라우드 컴퓨 은 네트워크상에서 IT 

자원을 함께 활용하는 그리드 컴퓨 (Grid Com-

puting), IT 자원을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유틸리티 컴퓨 (Utility Computing) 등의 유사 컴

퓨  개념들을 포 하며 진화한 형태로서 가상화 

기술과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효율  사용, 그

리고 IT 자원의 ‘소유’가 아닌 ‘사용’에 을 둔

다(Kim and Kim, 2010). 

기존의 IT 아웃소싱(Outsourcing)은 IT 운 과 

리에 소요되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핵심

역량에 집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IT를 문

인 업체에 담하게 하 으나 IT 서비스의 확장

성과 유연성이 문제 으로 지 되었다. 이후 이를 

개선하고 변하는 IT 산업 환경에 처하기 해 

등장한 것이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이다. ASP란 데이터센터에 IT 인 라와 소 트웨

어 등을 두고 인터넷을 통해 일정한 사용요 을 지

불한 고객에 한해서만 어 리 이션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웃소싱 형태를 말한다. 클라우

드 컴퓨  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ASP 

모델이 확장 용된 개념으로서 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I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서비스는 

IT 인 라와 서비스를 일정 비용을 내고 이용한다

는 에서 유사하다(Kim et al., 2012). 하지만 클

라우드 컴퓨 은 이용자에게 어 리 이션을 직  

개발하여 운 할 수 있는 랫폼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어 비용 인 측면에서 우월하다 할 수 있으

며 유연성이 높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12).

IT 아웃소싱, ASP 등과 같은 기존의 IT 서비스

들의 단 을 극복하고 장 은 바탕으로 하면서 클

라우드 컴퓨  서비스는 기업의 IT 인 라, IT 자원

의 구매와 유지, 조직 업무 등에 비용 감, 자원공유, 

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과 같은 정 인 변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웹서비스의 발 에 

따른 IT 서비스 환경의 확장 요구에 한 해결방

안으로도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Kim and Kim, 

2010; Sung, 2009). 특히 렴한 비용과 유연한 사

용 환경, 신속한 이용성 때문에 소기업과 개인

에게까지도 사용자층이확장되고 있다(Kim et al., 

2012). 기업들은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재무처리, 자료 장, 인 자원  고객 리뿐만 아

니라 IT 인 라와 공 사슬 리에도 클라우드 컴

퓨  기술  서비스 등에 활용하고 있다(IDG Re-

search, 2011).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가 

가진 이 들은 기업 내부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도 

유용하지만 더 나아가 기업 간 업과 정보  자

원공유, 로젝트 등의 활동에도 정 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 할 수 있겠다.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 에 한 국내․외의 선

행연구들은 주로 개인  조직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채택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

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Armbrust et al., 

2010; Berman et al., 2012; Li and Chang, 2012; 

Rim et al., 2012; Sung, 2009; Woo et al, 2011).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의 채택, 도입, 확산 등에 

한 이론  고찰과 실증  연구는 아직까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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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이

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개념이 최근 2～3년 

사이에 속하게 발 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분

야라는 과 기업을 제외한 견, 소기업들은 

비용문제 때문에 기존의 ASP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때문에 주로 개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 을 맞추어졌을 것으로 단된다.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 의 동화과정에 미

치는 향요인에 한 연구와 성과 간의 계에 

한 연구도 미비한 편이다. 많은 기업들은 시장

에서 경쟁우 를 달성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와 같은 신기

술을 먼  채택하는 것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 

그러나 신기술 채택 이후 이를 얼마나 잘 효과

으로 도입하고 확산시켜 이용해야 하는가에 해

서는 심이 부족한 편이며 이로 인해 비즈니스 성

과를 향상시켜  목 으로 도입된 기술이 효율

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여 히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Armstrong and Sambamurthy, 1999; 

Fichman and Kemerer, 1997; Fichman and Ke-

merer,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채택

한 신기술인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가 기업 간 

정보공유  업을 해 효과 으로 이용되는 과

정인 정보기술동화(Information Technology Assi-

milation)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은 3가지 연구 질의를 제안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에 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다.

(1)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기술  환경 

특성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 성공 인 클라우드 컴퓨  동화는 기업의 클

라우드 컴퓨  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3) 기업 간 신뢰는 환경특성과 클라우드 컴퓨  

동화 간의 계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이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서 본 연구

는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서 기술특성(비용 감, 기술사용이 , 기술 인

라, 기술호환성)과 환경특성( 트 력성, 경쟁

압력, 환경불확실성, 비즈니스민첩성)을 도출하며 

클라우드 컴퓨  동화가 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한, 기업의 환경특성과 클

라우드 컴퓨  동화 간의 계에서 기업 간의 신

뢰를 조 변수로 제안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 간 정보 공유  업을 

한 과정으로 도입한 클라우드 컴퓨 의 동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더 나은 이해를 기업 

 사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신  정보기술 도입

에 한 투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채택한 정

보기술이 극 으로 이용되고 확산되는 것에 더 

심을 가져야하는 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이론  배경

2.1 클라우드 컴퓨

클라우드 컴퓨 은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컴

퓨  자원 서비스, 애 리 이션 등의 IT 자원을 

구매하여 소유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상 없이 

필요한 시 에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형태로 이용

할 수 있는 컴퓨  방식을 의미한다(Kim and Kim, 

2010; Sung, 2009). 기존의 IT 아웃소싱, ASP와 

같은 통 인 방식에 가상화 기술과 고도화 된 네

트워크가 결합되었으며 IT 자원을 보유하거나 

리하지 않고 데이터가 이동하여 처리됨으로써 

렴한 비용으로 쉽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아 확장성과 유연성이 기존 IT 서비스

보다 향상되었다는 특징이 있다(Kim et al., 2012).

기업 에서는 기하 수 으로 증가하는 정보 

 IT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 업무 처리에 있어 시 

․공간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종업원들

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하나의 컴퓨  애 리 이

션 서비스를 제공한다(Berman et al., 2012; Duro-

woju et al., 2011). 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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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이용자에게 어 리 이션을 직  개발하여 운

할 수 있는 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

업뿐만 아니라 개인과 소기업들에게도 주목받고 

있으며 기술 해결, 애 리 이션, 소 트웨어, 운

시스템 등과 같은 정보기술과 련한 다양한 분

야로 차 확산되고 있다(Armbrust et al., 2010; 

Bernius and Kronung, 2012; Durowoju et al., 

2011; Kim et al., 2012).

클라우드 컴퓨 에 한 기존 연구들은 시스템의 

설계, 구 , 기술  표  등과 련한 기술 인 측

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Armbrust et al., 

2010; Sung, 2009), 실증연구는 조직  개인의 클

라우드 컴퓨 의 채택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Bernius 

and Kronung, 2012; Cegielski et al., 2012; Duro-

woju et al., 2011; Li and Chang, 2012; Rim et al., 

2012; Low et al., 2011). Low et al.(2011)은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 속한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 을 

수용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 조직, 환

경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기술이 가진 이 , 최

고 경 자의 지원, 경쟁압력, 거래 트 의 압력 

등이 서비스를 채택하는데 요한 향을 미친다

고 설명하 다. Li and Chang(2012)은 개인의 클

라우드 컴퓨  수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보았으며, 보안 우려, 라이버시 우려, 사업자 종속 

우려 등이 요한 향을 미침을 증명하 다. Woo 

et al.(2011)은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서  단

의 로젝트 수행성과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

펴보았으며, 클라우드 컴퓨  환경이 로젝트 수

행에 합한 도구임을 증명하고 업에서 클라우

드 컴퓨 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고 주장하 다. Yoon(2011)은 기술수용 모델을 바

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 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

용의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서비스의 유용성보

다는 이용용이성을 사용자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더 요함을 주장하 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자

유롭게 서비스에 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

템 근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센

터의 시스템 환경요인  가장 요한 요인이라 설

명하 다. Rim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클라우

드 컴퓨 의 도입 의사결정에 한 연구를 통해 

민첩성 혜택과 비용 감 혜택이 높을수록 서비스

를 도입하려는 의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 다. 

한, 정부의 정책지원, 경쟁업체의 도입 유무, 최

고경 자의 극  지원 등의 내․외부 환경요인

의 향력이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  도입에 요

한 향을 미침을 증명하 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과 같

은 신 기술을 채택  도입에 신기술이 가진 이

이 무엇보다 요하게 고려되며 기업의 내․외

부  상황  요인도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유와 업무처리, 로

젝트 업에 있어서 클라우드 컴퓨 이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클라우드 컴퓨  채택  도

입에만 을 두고 있고 기업 간 업무  정보공

유에 신기술을 활용하고 동화시키는 과정에 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기업이 정보기술 부분에 

투자를 고려할 때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과정도 

요하나 신 기술을 도입한 후 이를 극 으로 효

율 으로 활용하는 략과 활동이 하게 이 지

지 않는다면 기술 도입의 의미가 없다(Armbrust 

et al., 2010; Low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IT 아웃소싱이나 ASP와 같은 통

인 방식에서 클라우드 컴퓨 이 기업 간의 자원을 

더 렴한 비용으로 효율 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는 

과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 간의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2.2 정보기술동화

최근 정보기술동화는 조직에서 새로운 기술이 채택

되어 도입되고 동화를 거쳐 일상화되어 효과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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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rmstrong and Samba-

murthy, 1999; Fichman and Kemerer, 1997; Jie 

and Sia, 2011). 

일반 으로 동화는 신의 채택과 확산의 단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의 로젝트 는 업무 

로세스에 정보기술이 도입되고 효과 으로 이용

되어 일상화 되는 조직 인 과정을 의미한다(Liang 

et al., 2007; Premkumar et al., 1994, Purvis et al., 

2001). 여기서 정보기술동화는 기업이나 조직 구성

원이 정보기술을 효과 으로 흡수하기 하여 비즈

니스 략  가치사슬 활동을 지원하고 구축하며 

이를 실행하는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된다(Armstrong and Sambamurthy, 1999; Fichman 

and Kemerer, 1997; Fichman and Kemerer, 1999; 

Jarvenpaa and Ives, 1991). 따라서 기업이 신 

기술을 도입한 후 동화하는 략을 구축하고 가치 

활동에 극 으로 처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한 활동에 맞추어 집 시킨다면 기업이 필요

로 하는 결과물에 실질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신기술의 도입이나 확산에 한 연구들

이 정보기술동화의 개념을 요하게 살펴보는 이

유는 정보기술의 속한 발 과 확산에 따라 기업

들이 새로운 기술 도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기술들이 효과 으로 이용되지 않

고 있다는 이 여 히 문제 으로 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기술동화가 제 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Armbrust et al., 2010; 

Fichman and Kemerer, 1997; Sambamurthy and 

Zmud, 1994).

정보기술동화에 한 연구들은 주로 정보기술 

평가에서부터 채택, 도입, 확산까지의 일반 인 배

치를 설명하기도 하며 로세스의 변화, 채택  

확산 경로를 단계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Armbrust et al., 2010; Fichman and Kemerer, 

1997).  다른 연구에서는 효과 으로 일상화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는 을 문제 으로 지 하고 새

로운 기술이 조직에 수용되어 얼마나 내재화되었

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정보기술동화를 의미하며 

조직의 최고경 진이나 리자들이 이와 련된 비

즈니스 략과 가치사슬 활동에는 별다른 심을 가

지지 않기 때문에 정보기술동화가 제 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Fichman and Kemerer, 

1999).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

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을 효과 으로 익히고 활용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동화가 실행되

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도입된 

기술이 확산되는 단계에서 생기는 시간  지연인 

동화 격차(assimilation gap)가 발생한다고 설명한

다(DeLone and McLean, 1992; Fichman and Ke-

merer, 1999; Tanriverdi and Iacono, 1999). 동화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채택된 기술이 조직에 흡수

되지 못한 체 활용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채택, 이용  일상화와 같은 과정이 아닌 동화 격

차를 이고 효과 인 기술 동화를 지원하기 한 

비즈니스 략과 가치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

보다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동화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Arm-

strong and Sambamurhty(1999)는 지식  자원 

기반 에서 기업에서의 정보기술동화를 살펴보

기 해 동화에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상

 경 자의 리더십의 질, IT 인 라의 정교함, 조

직의 규모 등의 세 가지를 제안하 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기술 지식과 CIO(Chief Information Of-

ficer)의 비즈니스 지식, IT 인 라의 정교함이 정

보기술 동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에서도 CIO의 비즈니스  IT 지식이 기업

의 정보기술 동화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임

을 설명하 다. Fichman and Kemerer(1997)은 

부분의 정보기술이 동화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조직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 

학습규모나 지식 등의 차이와 정보기술의 빠른 발

으로 인해 정보기술을 수용하는 단계가 진행됨

에 따라 격차가 발생함을 주장하 다. 이외에도 

신 인 정보기술의 동화를 기업이 어떻게 진시

킬 수 있고 어떤 요인이 향을 주는가를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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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한 연구가 자조달 신(Electronic Procure-

ment Innovation), 기업 시스템, 웹 기술, 지식 랫

폼, 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등을 상으로 진행되었다(Chatterjee et al., 

2002; Liang et al., 2007; Premkumar et al., 1994; 

Purvis et al., 2001; Rai et al., 2006). 그 결과, 이

들 정보기술의 성공 인 이용  동화에는 신

이고 새로운 기술  재 사용 인 시스템과 

련된 기술  요인, 기업규모, 인 자원  조직구

조 등과 련된 조직  요인, 정보규제, 환경불확

실성, 경쟁압력  업 등과 련된 환경  요인 

등이 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Zhu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동화의 개념을 정보기술

동화에 한 Armstrong and Sambamurthy(1999)

와 Kwahk and Im(2008)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채택하여 조직  기

업 간 비즈니스 활동에 업을 해 활용하는데 있

어 클라우드 컴퓨 을 비즈니스 략과 가치사슬

을 지원하고 구축하는데 효과 으로 활용하고 연

계시키는 정도로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도입된 

신 기술에 해 합한 비즈니스 략이 구축되

어 있고 각 가치 사슬에 해서 한 활동이 이

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해당 정보기술이 기업에 잘 

확산되고 있는 동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3. 연구모형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정보기술동화에 한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연구모형의 기본  틀을 도출한 후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어떤 요인들이 요한지

를 고려하여 외부변수를 제안하여 <Figure 1>과 같

은 최종 연구모형을 제안하 다.

먼  클라우드 컴퓨 의 기술특성으로 비용 감, 

기술사용이 , 기술  인 라, 기술호환성을 도출

하고 환경특성으로 트 력성, 경쟁압력, 환경

불확실성, 비즈니스민첩성 변수를 도출하 으며, 

이들 변수들이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동화가 성과에 어떠한 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한, 기업 간 신뢰

를 환경특성과 클라우드 컴퓨  동화 사이의 조

변수로 제안하여 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기업 

간 신뢰는 정보기술 사용과 기업 간 계에 요

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증명된 바 있으며 기

업의 환경특성과 클라우드 컴퓨  동화 간의 계

에서의 조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 정보기술동화는 기업에서 신 기

술인 클라우드 컴퓨 이 비즈니스 활동에 효율

으로 용되고 이용되는 활용  일상화 과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극 인 활용은 더 큰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Armstrong and 

Sambamurthy, 1999; Sambamurthy and Zmud, 

1994). 부분의 기업들이 정보기술 도입에만 심

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 비즈니스

에 활용하고 일상화 시키는 것에는 극 이지 않

은 편이다. 따라서 다음의 <Figure 1>과 같은 연구

모형과 가설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 을 활용하고 

일상화시키는 것에 기술특성과 환경특성이 미치는 

향과 동화가 성과에 미치는 향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3.2 가설설정

3.2.1 기술특성

기술특성의 첫 번째 변수인 비용 감은 클라우드 

컴퓨 이 우리기업과 력기업과의 직․간  비

용( ：노력, 시간,  비용)을 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한다(Kim and Garrison, 

2010). 일반 으로 비용은 인 비용뿐만 아니

라 에 보이지 않는 시간  노력에 한 비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에 한 인식과 평가

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인  하나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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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with Hypotheses

받는다(ramamurthy and Premkumar, 1999; Zei-

thaml, 1998). 한 조직이 신 기술의 도입을 고

려할 때 조직  비의 주요 결정요소로서 기술수

용에 한 태도  의지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

(Chatterjee, 2002). 클라우드 컴퓨 을 도입하는 기

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한 만큼의 자원에 해 사용

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IT 서비스 비용 감의 혜

택을 얻고 많은 투자 없이도 IT의 장 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진다(Woo et al., 2011; Lim 

and Oh, 2012). 한,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서비

스를 이용함으로써 업무수행  업과 련된 비

용 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Berman et al.(2012)은 비용 인 요소는 기업들

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이

며 클라우드 서비스의 도입은 조직이 정보기술에 

한 비용을 이고 더 가치 인 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도움을  수 있음을 강조하

다. Rim et al.(2012)의 연구에서도 클라우드 컴

퓨  서비스 도입을 통한 기업의 혜택  하나가 비

용 감임을 확인하고 기업이 경쟁업체보다 더 나

은 경쟁우 를 갖추기 해 클라우드 컴퓨 이 제

공하는 비용감소에 한 기 를 가지고 클라우드 

컴퓨 을 도입할 것이라 설명하 다.

기술사용 이 은 클라우드 컴퓨 이 기존의 다른 

정보기술보다 더 나은 이 을 제공하는 정도를 말

한다(Rogers, 1995). 신기술이 가진 이 은 조직이나 

개인이 신기술에 한 인식  도입을 고려하는 

태도에 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일반 으로 기존 기술에 비해 얼마나 더 효율

이고 경제 인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Liang et 

al., 2007; Ramamurthy and Premkumar, 1999). 

Choi et al.(2011)은 정보기술 분야에서 기존 기술

과 비교할 때 신기술이 가진 상  이 이 신

 기술채택의지에 정 인 향을 미침을 설명

하 다. Lim and Oh(2012)은 클라우드 컴퓨  서

비스가 기술수용이론의 상이 되는 신기술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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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고 클라우드 컴퓨

의 상  이 이라는 기술  특성이 개인  

략  성과와 사용의도를 설명하는 선행변수임을 확

인하 다.

기술 인 라는 클라우드 컴퓨 을 운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술  자원  기반이 갖추어지거나 

연계되는 정도를 의미한다(Yin and Yang, 2010). 

기술  인 라의 정도는 신기술의 도입  정보기술

동화에 더 많은 기회와 동기를 제공하며 정보기술 

기반의 신을 지속하기 한 기 가 된다(Kwahk 

and Im, 2008). 한 정보기술의 인 라가 유연할

수록 다양한 기술 지원이 가능하며 정보기술 자원의 

활용을 진할 수 있다. 기술  인 라는 기업 내 

․외부 로세스 간 정보공유와 정보기술 통합을 

해 요성이 강조되며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

는 기업 간 업이나 업무 리에 정 인 향을 

미친다(Yin and Yang, 2010). Kwahk and Im(2008)

은 기술  인 라를 정보기술의 신 요인으로 제

안하고 유연한 정보기술 인 라가 정보기술의 동

화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마지막으로 기술호환성은 클라우드 컴퓨 이 기

존 자원과 기업 간 정보 리에 유연하게 연계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의미한다(Premku-

mar et al., 1994). 기업은 신 기술의 도입을 고

려함에 있어 신 기술이 기존의 정보기술과 얼마

나 잘 부합하여 운 될 수 있는가를 요하게 고

려한다(Jie and Sia, 2011; Wang et al., 2010). 즉, 

기술호환성은 정보기술의 도입  구 에 정

인 향을 미치며 업을 한 정보시스템의 성공

인 구 과 확산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Patter-

son et al., 2003; Ramamurthy and Premkumar,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향을 미치는 기술특성으로 제안한 네 가

지 요인들에 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비용 감은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기술사용이 은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기술 인 라는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기술호환성은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2 환경특성

트 력성은 우리기업과 력기업 간 클라우

드 컴퓨 과 같은 자  수단을 활용하여 업무 교

류  자원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

한다(Wei et al., 2012). 력 인 트 는 상호이

익과 장기 인 계 발 을 더 지향하며 기업 간 

트 십은 상호간의 성과를 개선시켜  뿐만 아

니라 력  계를 보다 강화시켜 다(Lee et al., 

2007; Leung et al., 2005). 한, 트  력은 비

용을 감소시키고 모니터링 필요성의 감소나 트

 요구사항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도 도움

을 다(Wei et al., 2012). 더 나아가 트 력

성은 기업 간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신

기술 수용에도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보공유  빠른 의사소통, IT 자원의 활용을 통

한 업을 가능하게 한다. 경쟁압력은 우리기업과 

력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경쟁기업이 새로운 기

술 수용에 처하고 경쟁  압력이 존재하는 정도

를 의미한다(Chan et al., 2012; Jie and Sia, 2011). 

기업 간의 경쟁압력은 정보기술의 도입 결정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기업은 경쟁우

를 달성하기 해 신 기술에 심을 가지고 기

술 도입을 가속화한다(Ranganathan et al., 2004; 

Wang et al., 2010).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도

입은 업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

하게 하며 비용 감과 같은 이 을 가져다  수 

있다.

환경불확실성은 우리기업 주변의 기술, 시장, 고

객 등의 환경이 확실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 정

도를 의미한다(Patterson et al., 2003). 환경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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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정보기술 도입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 요인  하나로서 일반 으로 기업의 외부 환

경은 비즈니스와 의사결정에 요한 향을 미친

다(Kim and Jang, 2010; Patterson et al., 2003). 

기업은 운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변화, 신

제품 개발, 고객 요구의 변화와 같은 환경  불확

실성에 항상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불확

실성을 완화하고 빠른 정보공유  의사소통을 

해 신기술에 주목한다(Wei et al., 2012). Kim and 

Jang(2010)은 환경불확실성이 업무와 련된 정보

기술 사용의 개인과 조직의 유용성과 한 계

가 있음을 설명하고 정보기술이 외부 환경의 불확

실한 변화를 정확히 측하고 극복하기 한 수단

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기업들은 

환경변화와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해 클라우드 컴

퓨 과 같은 신 기술에 더 심을 가질 것이며 

신기술의 도입  이용을 빠르게 진할 것이다

(Cegielski et al., 2012).

마지막으로 비즈니스민첩성은 클라우드 컴퓨

이 우리기업과 력기업 간에 민첩하게 업무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Rim 

et al., 2012). 다시 말해 변화에 빠르게 응하고 

기업이 원하는 모든 IT 요소를 즉각 으로 제공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우드 컴퓨 의 경우 시

간/장소에 계없이 IT 자원을 활용하여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비즈니스 상황에 응할 수 있게 

해 으로써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다(Lim and Oh, 

2012; Woo et al., 2011). Lim and Oh(2012)는 클

라우드 컴퓨 이 은 비용으로 민첩하게 IT 자원

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

한 혜택이 클라우드 컴퓨 의 도입에도 정 인 

향을 미침을 설명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

탕으로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향을 미

치는 환경특성으로 제안한 네 가지 요인에 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 트 력성은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경쟁압력은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

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환경불확실성은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비즈니스민첩성은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3 기업 간 신뢰

기업 간 신뢰는 우리기업과 력기업 간 신뢰의 

정도를 의미한다(Yang and Jarvenpaa, 2005). 기

업 간 정보기술동화에 기업 간 신뢰는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력  의사결정에 

정 인 향을 미친다(Chan et al., 2012; Kim and 

Song, 2011; Yang and Jarvenpaa, 2005). 한, 기

업 간 계에서 신뢰수 이 높을수록 성숙한 형태

의 력이 가능하며 새로운 비용과 노력 없이도 

정 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신기술 도입과 

극 인 활용에도 정 인 향을 미치지만 신뢰

가 상실되면 력과 이로 인한 효과는 발휘되지 

못한다(Chong et al., 2009; Kim et al., 2012; Wei 

et al., 2012). 

기업 간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확산

시키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 홀로 사용하는 것이 아

니라 연계성을 가지고 사용되어야하기 때문에 정

보기술을 기업 간에 동화시키는 과정에 기업 간 신

뢰는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Yang and Jarvenpaa, 2005). 뿐만 아니라 기업 간 

신뢰에 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업을 한 새

로운 정보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에 신뢰가 정

인 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이며 기업의 환경  

특성과 기술 확산 간의 계를 강화시켜주기 때문

에 신뢰가 높을수록 성공 인 정보기술 도입과 확

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 다(Chan et al., 2012; 

Yang and Jarvenpaa, 2005). 특히 기업이나 조직 간 

업무교류  자원공유가 이루어지는 트 력 

계일 경우 서로의 신뢰가 높을수록 더 원활한 활

동이 이루어질 것이며, 경쟁  압력이 존재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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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기업이 함께 정보기술을 통해 업하는 과정에

서 서로를 믿고 따르는 정도가 높아야만 다른 기

업들과의 경쟁에서 우 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기업의 외부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

고 민첩하고 유연한 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력

하는 기업 간의 서로에 한 믿음과 의지는 무엇

보다도 이들 간의 신기술 도입과 확산을 활성화시

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기업 간 신뢰를 환경특성과 클라우드 컴퓨  동

화 간의 계를 강화시켜주는 조 변수로 제안하

고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9：기업 간 신뢰는 트 력성과 클라우드 

컴퓨  동화 사이의 계를 더 강화시켜 

 것이다.

가설 10：기업 간 신뢰는 경쟁압력과 클라우드 컴

퓨  동화 사이의 계를 더 강화시켜  

것이다.

가설 11：기업 간 신뢰는 환경불확실성과 클라우

드 컴퓨  동화 사이의 계를 더 강화

시켜  것이다.

가설 12：기업 간 신뢰는 비즈니스민첩성과 클라

우드 컴퓨  동화 사이의 계를 더 강

화시켜  것이다.

3.2.4 정보기술동화

정보기술동화는 정보기술을 도입한 후 기업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가

치사슬활동과 략  비즈니스 활동으로 설명한다

(Chatterjee et al., 2002). 다시 말해 조직에서 새로

운 기술이 채택되고 흡수되는 과정과 이러한 과정

이 비즈니스 로세스의 능률을 얼마나 향상시키

는지를 설명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Armstrong 

and Sambamurthy, 1999; Jarvenpaa and Ives, 

1991; Ramamurthy and Premkumar, 1999). 본 연

구에서 정보기술동화는 클라우드 컴퓨 을 우리기

업과 력기업 간의 비즈니스 략과 가치사슬 활

동을 지원에 효과 으로 활용하고 연계시키는 정

도로 정의한다(Armstrong and Sambamurthy, 1999; 

Fichman and Kemerer, 1997; Fichman and Ke-

merer, 1999). 정보기술동화에 한 연구들은 새로

운 기술의 도입에만 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를 조직에 흡수시키고 가치사슬활동  략  비

즈니스 활동에 극 으로 활용하는 활동이 업 

 기업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

(Jarvenpaa and Ives, 1991; Sambamurthy and 

Zmud, 1994; Tanriverdi and Iacono, 1999). 즉 기

업의 정보기술동화의 수 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

과는 높아지며 기업이 실제로 정보기술에 투자한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정보기술동화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Kwahk and Im, 2008). 

한 정보기술동화는 두 개 이상의 조직 간에 정

보기술을 연계하는 데 있어 더욱 요해지고 있으

며 신 기술의 내부 동화와 외부 확산은 조직 성

과와 같은 혜택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amamurthy and Premkumar, 1999; 

Ranganathan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3：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는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  성과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분석

4.1 연구 상  측정도구

본 연구는 기업 간 업무 력  정보공유에 클라

우드 컴퓨 을 채택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이 기술

이 조직 내에 동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상으로 클라우드 컴퓨 을 기업에 동화시키는 비

즈니스 략과 가치사슬 활동에 향을 미치는 기

술  요인과 환경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실증

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한 조사 상 선

정은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해 무작 로 

추출한 클라우드 컴퓨 을 사용 인 기업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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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Constructs and Relevant Research

Construct Description Research

Cost Savings
The level of expectations that cloud computing will provide 
cost-effective communication, information exchanges, and business 
operation cost for cooperation between business

Kim and Garrison(2010)
Berman et al.(2012)

Technology 
Advantage

The degree of expectations that cloud computing will provide many 
more advantages for cooperation between business than existing 
system

Rogers(1995)
Low et al.(2011)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The degree of ability that extensive IT infrastructure services will 
support technological resources which are required to use cloud 
computing for cooperation between business

Yin and Yang(2010)

Technology 
Compatibility

The degree of expectation that cloud computing is connected with 
existing enterprise applic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business 
without problems

Jie and Sia(2011)
Premkumar et al.(1994)

Partner 
Cooperation

The extent of sharing information and cooperating to partnership 
between firms with IT resources such as cloud computing

Wei et al.(2012)

Competitive 
Pressure

The extent to which there is pressure in industry including our 
firm for IT resources utilizing

Chan et al.(2012)
Wang et al.(2010)

Environmental 
Uncertainty

The extent to which firm environment is not certain and which 
changes constantly 

Patterson et al.(2003)
Wei et al.(2012)

Business Agility
The extent to which IT resources such as cloud computing provide 
the opportunity corresponding to work between firms

Sung(2009)
Rim et al.(2012)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The extent to which the firm can effectively apply IT in 
supporting, shaping, and enabling firms’ business strategies and 
value-chain activities

Armstrong and 
Sambamurthy(1999)

Inter-Organizational 
Trust

The extent to which the firm relies on the cooperation firm to keep 
promises they made

Chan et al.(2012)
Chong et al.(2009)

Performance of 
Cloud Computing

The extent to which firms get materiality and immateriality profits 
by strengthen utilizing and routinizing cloud computing for between 
firm cooperation

Ranganathan 
et al.(2004)

종사자들을 연구 상으로 한정하 다.

먼  본 연구모형에서 제안하는 각 잠재변수의 

측정을 한 항목들은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추

출하 으며 1차 으로 연구의 목 과 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 다. 한, 이 게 도출된 설문항

목들은 각 항목의 정확성과 어법을 확인하기 해 

2차 으로 경 정보  마  련 연구자들을 

상으로 각 측변수에 한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 검증을 실시하여 각 측정항목에 한 정

확성과 정교화를 높 다. <Table 1>은 연구모형

에서 제안하는 각 변수의 조작  정의  련 연

구에 해 보여주고 있다.

연구모형의 각 변수를 측정하기 한 설문의 모

든 항목들은 (1) 강한 부정에서부터 (7) 강한 정

에 걸친 7  리커트(seven-point Likert scale) 항

목으로 측정하 으며 본 연구를 한 데이터 수집

은 이메일, 직 방문, 우편  장조사를 통한 다

차원 인 방법을 사용하여 5개월간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제조, 물류, 유통  서비스 기업을 상

으로 실시하 으며, 총 1,0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

어 이  239부가 수거되었다. 하지만 응답이 불완

한 20부를 제외한 219부의 설문이 본 연구의 실

증분석을 해 최종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

에 참여한 응답자와 기업의 특성은 <Table 2>와 

<Table 3>과 같다.

먼  응답자 특성을 보면, 남성이 74.0%(1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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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Respondents

Demographic categories Frequency Percentage Demographic categorie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Female

162 

57 

74.0

26.0 Years in 

current 

position

< 3 years

3～5 years

5～10 years

10～15 years

> 15 years

13 

35 

31 

83 

57 

6.0

16.0

14.0

38.0

26.0
Age

(years)

20～29

30～39

40～49

> 50

44 

92 

39 

44 

20.0

42.0

18.0

20.0

Current 

position

Chief information officer

Director of IT

Manager

others

70 

92 

35 

22 

32.0

42.0

16.0

10.0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College/University

Post-graduate study

Others

22 

118 

26 

53 

10.0

54.0

12.0

24.0 Total 219 100.0

<Table 3> Statistic Data of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rganization Categories Frequency Percentage

Industry Fields
manufacture
distribution
services

118 
66 
35 

54.0
30.0
16.0

Number of 
Employees

< 100
100～300
301～500
501～1,000
> 1,000

9 
26 
61 
83 
39 

4.0
12.0
28.0
38.0
18.0

Total Sales

< 1 billion
1 billion～less than 5 billion 
5 billion～less than 10 billion
10 billion～less than 50 billion
> 50 billion

4 
13 
48 
74 
79 

2.0
6.0
22.0
34.0
36.0

Frequency of using 
Cloud Computing

(a week)

1～5
6～10
11～15
> 15

9 
39 
79 
92 

4.0
18.0
36.0
42.0

Cause of use for 
Cloud Computing

*

cost savings
excellent performance
information sharing
performance degradation of the existing system
increasing work efficiency
others

105 
57 
171 
118 
180 
26 

48.0
26.0
78.0
54.0
82.0
12.0

Used device for 
Cloud Computing*

personal computer
notebook/netbook/tablet PC
smartphone

219 
162 
153 

100.0
74.0
70.0

Frequent Cloud 
Computing service

hosting services of web applications(ex, Gmail)
Web hosting services(ex, Amazon-EC2)
services for service platform(ex, MS-Windows Live)
services for server data(ex, sever storage)
others

153 
114 
74 
184 
35 

70.0
52.0
34.0
84.0
16.0

Note) 
*
：multiple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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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이 26.0% 

(57명)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근무연수를 살

펴보면, 10～15년 38.0%(83명), 15년 이상 26.0% 

(57명), 3～5년 16.0%(35명), 5～10년 14.0%(31명), 

3년 미만 6.0%(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응

답자의 직 는 부장/차장 42.0%(92명), 이사  이상 

32.0%(70명), 과장/ 리 16.0%(35명), 기타 10.0% 

(2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참여 기업의 조직 특성을 살펴보면, 산업

분야는 제조분야가 54.0%(118명)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는 500명～1,000명 미만이 

38.0%(8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 일주일 동안의 클라우드 컴퓨  사용빈도를 살

펴보면 15회 이상 42.0%(92명), 10회 이상～15회 미만 

36.0%(79명), 5회 이상～10회 미만 18.0% (39명), 1회 

이상～5회 미만 4.0%(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  사용이유는 업무 효율성 증

 82.0%(180명), 정보공유 78.0% (171명), 기존 시

스템의 성능 하 54.0%(11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 가설에 한 검증에 

앞서 수집된 데이터(n = 219)로 측정도구의 신뢰성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 다. 신뢰성 검증은 사회

과학 연구에서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 으며, 0.7 이상

이면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Nun-

nally, 1978). 타당성은 집 타당성(convergent va-

lidity)과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실시하 다. 집 타당성은 AMOS 7.0을 사용한 확

인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의 결과 에서 요인 재값(factor loading)

을 사용하 으며 일반 으로 요인 재값이 ±0.4 이

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단된다(Armbrust et al., 

2010). 별타당성은 Fornell and Larcker(1981)가 

제시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Pearson 상 계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각 구성개념에서 AVE의 제곱 값이 해당 구성개

념과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 계수 값을 과하면 

별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Table 4> Results of Convergent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s for Measurement Model

Construct Item Loading
Critical 
Ratio

Cronbach’s α

Cost Savings
cs1
cs2
cs3

0.738
0.721
0.769

-
11.347
12.301

0.820

Technology 
Advantage

ta1
ta2
ta3

0.851
0.840
0.771

-
10.354
12.581

0.769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ti1
ti2
ti3

0.854
0.886
0.910

-
13.552
13.687

0.913

Technology 
Compatibility

tc1
tc2
tc3

0.825
0.883
0.716

-
14.220
12.741

0.741

Partner 
Cooperation

pc1
pc2
pc3

0.800
0.769
0.823

-
16.849
13.952

0.806

Competitive 
Pressure

cp1
cp2
cp3

0.760
0.814
0.743

-
11.618
14.742

0.781

Environmental 
Uncertainty

eu1
eu2
eu3

0.792
0.844
0.796

-
11.312
16.120

0.826

Business 
Agility

ba1
ba2
ba3

0.722
0.860
0.747

-
15.240
13.141

0.862

Inter-Organizati
onal Trust

iot1
iot2
iot3
iot4
iot5

0.885
0.863
0.814
0.778
0.930

-
12.752
13.198
15.276
13.587

0.925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cca1
cca2
cca3
cca4
cca5
cca6

0.744
0.786
0.822
0.845
0.717
0.858

-
11.252
10.524
9.798
11.627
12.180

0.842

Performance 
of Cloud 
Computing

pcc1
pcc2
pcc3
pcc4
pcc5

0.745
0.810
0.860
0.818
0.784

-
11.627
12.006
8.660
13.110

0.836

Note) -：fixed ‘1’ durin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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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Test

Construct 1 2 3 4 5 6 7 8 9 10 11

1. Cost Savings 0.74 　 　 　 　 　 　 　 　

2. Technology Advantage 0.40 0.82

3.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0.25 0.38 0.88

4. Technology Compatibility 0.11 0.49 0.33 0.81

5. Partner Cooperation 0.27 0.35 0.31 0.23 0.80 　 　 　 　

6. Competitive Pressure 0.43 0.20 0.20 0.29 0.18 0.77 　 　 　

7. Environmental Uncertainty 0.30 0.27 0.16 0.22 0.09 0.38 0.81

8. Business Agility 0.29 0.13 0.19 0.12 0.16 0.29 0.30 0.78

9. Inter-Organizational Trust 0.13 0.24 0.19 0.37 0.23 0.43 0.31 0.20 0.86

10.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0.12 0.25 0.20 0.33 0.28 0.17 0.09 0.32 0.38 0.79

11. Performance of Cloud Computing 0.18 0.24 0.51 0.14 0.21 0.54 0.28 0.42 0.30 0.27 0.80

 Note) Diagonals elements in bold are the square root of AVE.

<Table 4>와 <Table 5>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 

값이 0.741에서 0.925로 분포되어 권장치(0.7 이상)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의 신뢰성은 확보된 것

으로 단된다(Nunnally, 1978). 집 타당성을 검

증하는 요인 재값 역시 모든 항목에서 기 치 이

상으로 나타나 측정항목에 한 집 타당성 문제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Table 5>

는 AVE 값을 이용한 별타당성 검증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 각선 AVE 값의 제곱근이 종과 횡

의 상 계수값 보다 높이 나타나 별타당성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측정도

구 검증에 한 결과는 설문문항의 내  일 성과 

타당성을 통계 으로 증명하고 있다.

4.3 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신뢰성  타당성을 검증한 후, 수

집된 데이터의 특성이 연구모형의 특성과 어느 정

도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해 AMOS 7.0을 사

용하여 합도 검증을 실시하 다. 기 측정모형

의 합도 검증은 연구모형에서 제안하는 총 11개 

변수를 측정하기 한 40개의 측정항목으로 실시

하 다. 합도 검증에 한 단 기 은 기존 연

구에서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  카이스

퀘어(X2/df), 기 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수정된 기 부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CFI), 증분 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IFI), 표 합지수(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를 사용하 다. 

기 측정모형의 합도를 검증한 결과 몇 가지 

항목이 합도를 해하는 요소로 단되었다. 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  동화를 측정하는 2번째 항목

(cca2)과 5번째 항목(cca5), 클라우드 컴퓨  성과를 

측정하는 3번째 항목(pcc3)은 연구모형에서 원래 측

정하기 한 잠재변수 외에 다른 변수에도 재되는 

성향이 있어 이 3가지 항목을 제거한 후 37개의 항

목으로 합도 검증을 다시 실시하 다. 재검증 결

과 <Table 6>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지수가 권장치 

이상으로 나타나 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곧 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해 수집

된 데이터가 연구모형에 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4.4 가설 검증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해 사용된 총 219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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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of Fit Indices

Models IFI GFI AGFI CFI χ2/df RMSEA

Measurement Model 0.865 0.879 0.819 0.928 1.882 0.042

Modified Measurement Model 0.931 0.945 0.917 0.949 1.729 0.038

Recommended Value ≥ 0.90 ≥ 0.90 ≥ 0.80 ≥ 0.90 ≤ 0.30 ≤ 0.05

데이터로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연구모

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향을 검증하기 해 

AMOS 7.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을 실시하 다. 구조모

형 분석은 변수들 간의 향 계를 규명할 뿐만 

아니라 구조모형의 합도와 내생변수에 한 결

정계수에 한 정보도 알 수 있다. 

첫째, 구조모형의 합도 결과는 상  카이스

퀘어(χ2/df) = 1.879, 기 부합지수(GFI) = 0.959, 

수정된 기 부합지수(AGFI) = 0.941, 비교부합지

수(CFI) = 0.974, 증분 합지수(IFI) = 0.969, 표

합지수(RMSEA) = 0.034로 나타나 연구가설의 

검증에는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단되었다.

둘째,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

과는 경로계수(β)이다. 이는 두 변수 간 인과 계

의 정보를 나타낸다(Wang et al., 2010).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기술특성  비용 감(β 

= 0.247, t = 3.638)은 유의수  0.05에서, 기술사용

이 (β = 0.315, t = 3.942)은 유의수  0.01에서 기

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

되었다. 하지만 기술  인 라(β = 0.067, t = 0.894)

와 기술호환성(β = 0.021, t = 1.048)은 기업 간 클

라우드 컴퓨  동화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3과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이

는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할 때 주로 외부 

사설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 가진 기술  내부 자원이나 지원 그리고 기존 기

술과의 호환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환경특성  트 력성(β = 0.465, 

t = 5.822), 경쟁압력(β = 0.350, t = 4.128), 비즈니

스민첩성(β = 0.286, t = 4.118)은 유의수  0.01에

서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유의한 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환경불확실성(β = 

0.276, t = 3.657)은 유의수  0.05에서 기업 간 클라

우드 컴퓨  동화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가설 5～가설 8은 모두 채택되었다.

조 변수로 제안한 기업 간 신뢰는 상호작용효

과로 검증하 으며, 검증결과 환경특성  비즈니

스민첩성(β = 0.053, t = 1.004)을 제외한 트

력성(β = 0.386, t = 5.273), 경쟁압력(β = 0.293, t 

= 3.546), 환경불확실성(β = 0.241, t = 3.510)과 기

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 간에 유의수  0.01에

서 조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9～가설 11은 채택되었으며, 가설 12는 기각

되었다.

한 조 효과가 있는 3가지 경로에 해 기업 간 

신뢰 변수 추가됨으로써 내생변수에 한 설명력이 

어느 정도 높아졌는지 그리고 조 변수가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직 으로 정(+)의 효과가 있는지

를 검증하 다. 먼  가설 9의 주효과 모델과 상호작

용효과 모델의 R2은 각각 0.388과 0.372로 설명력

이 높아졌으며, 기업 간 신뢰 변수는 경로계수 0.371

로 정(+)의 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0의 주효과 모델과 상호작용효과 모델 R2

은 각각 0.313과 0.349로 설명력이 높아졌으며, 기

업 간 신뢰 변수는 경로계수 0.218로 정(+)의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1의 주효과  상

호작용효과 모델의 R2은 각각 0.346과 0.359로 조

변수를 추가함으로써 설명력이 높아졌으며, 신

뢰의 경로계수는 0.362로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정(+)의 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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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
：p < 0.05, 

**
：p < 0.01.

X
2
/df = 1.879, GHI = 0.959, AGFI = 0.941, CFI = 0.974, IFI = 0.969, RMSEA = 0.034.

<Figure 2> The Structural Model

0.488, t = 6.293)는 유의수  0.01에서 클라우드 컴

퓨  성과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다음 <Figure 2>와 

<Table 7>은 가설검증 결과와 가설 채택 유․무

의 요약을 보여주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기

술특성과 환경특성이 미치는 향과 클라우드 컴

퓨  동화와 성과와의 계에 한 연구모형을 제

안하 다. 한, 기업 간 신뢰가 환경특성과 클라

우드 컴퓨  동화 간의 계에 어떤 조 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코스피, 코스

닥, 그리고 국내외국인기업 회에 등록된 제조, 물

류, 유통  서비스 기업을 상으로 총 219개의 

표본을 수집하여 이를 실증 분석하 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  기술특성으로 제안한 네 가지 요인  비

용 감과 기술사용이 은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기술 자원을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사

용함으로써 얻는 기업의 직․간  비용 감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 상황에 기존 기술보

다 더 효율 이고 민첩하게 응할 수 있는 클라

우드 컴퓨 의 특성이 력기업들 간에 이를 극

으로 도입하고 조직 활동에 일반화시키는 과정

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들

은  세계 인 경제 불황 속에서 정보기술 운

비용 감을 해 활발한 노력을 취하고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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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ummary of Hypotheses Test

Cause → Effect Path Coefficient t-value Hypothesis

Technical Factor

H1 Cost Savings →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0.247
*

3.638 Accepted

H2 Technology Advantage →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0.315
**

3.942 Accepted

H3 Technological Infrastructure →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0.067 0.894 Rejected

H4 Technology Compatibility →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0.021 1.048 Rejected

 Environmental Factor

H5 Partner Cooperation →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0.465** 5.822 Accepted

H6 Competitive Pressure →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0.350
**

4.128 Accepted

H7 Environmental Uncertainty →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0.276
*

3.657 Accepted

H8 Business Agility →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0.286** 4.118 Accepted

 Moderating effects of inter-organizational trust(verification of interaction)

H9

Partner Cooperation →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0.386** 5.273 Accepted      ↑

    Inter-organizational trust

H10

Competitive Pressure →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0.293** 3.546 Accepted       ↑

    Inter-organizational trust

H11

Environmental Uncertainty →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0.241** 3.510 Accepted       ↑

    Inter-organizational trust

H12

Business Agility →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0.053 1.004 Rejected      ↑

    Inter-organizational trust

H13 Cloud Computing Assimilation → Performance of Cloud Computing 0.488
**

6.293 Accepted

한 신속성에 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 은 이러한 기업의 노력과 요구를 

가장 잘 반 하고 있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Sung, 

2009). 한, 이러한 결과는 Kim and Garrison(2010), 

Rim et al.(2012), Lim and Oh(2012)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기술 인 라와 기

술호환성은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클

라우드 컴퓨 이 하드웨어와 같은 추가 인 정보

기술 자원을 구매하여 직  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 운 비용만 지불하고 가상화 기술을 이

용하여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같은 컴퓨  자

원을 확장시키고 기존의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활

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업이 가진 기술 인 라

가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는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클라우드 컴퓨 과 기존 기

술 간의 호환 가능성의 문제보다 기업들이 클라우

드 컴퓨 이 가지고 있는 상 인 이 에 큰 의

미가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 이 가상화 기술을 활

용한다는 에서 호환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인식한 것으로 단된다.

환경특성으로 제안한 네 가지 요인  트

력성, 경쟁압력, 환경불확실성, 비즈니스민첩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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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간의 계에

서 신기술을 채택하고 이용하는데 있어 기업 계

와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 상태, 고객의 요구나 

제품  시장의 불확실성이 요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Chan et al.(2012), Leung et al.(2005), Wang 

et al.(2010), Wei et al.(2012) 등의 선행연구의 결

과와도 일치한다.

조 변수로 제안한 기업 간 신뢰는 트 력

성, 경쟁압력, 환경불확실성과 기업 간 클라우드 컴

퓨  동화 사이의 계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가 기업 간 지식공유

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업을 향상시켜 주

며 외부의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새로운 정보기술

에 한 믿음을 높여주어 성공 인 정보기술 도입 

 확산을 이끄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

여 다. 이는 선행연구 Chan et al.(2012), Chong 

et al.(2009), Wei et al.(2012), Wixom and Watson 

(2001) 등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Chan et 

al.(2012)은 기업 간 신뢰는 새로운 기술이 확산되는 

과정에 신뢰가 요 요인임을 강조하 으며, Kim 

and Song(2011)은 신뢰가 높을수록 성공 인 정

보기술의 도입과 확산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는 클

라우드 컴퓨  성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간 업을 용이하게 해주

는 클라우드 컴퓨 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여 조

직 내에 극 으로 활용하고 일상화시킨다면 높

은 기업 성과를 기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효과 으로 흡수시키기 한 가치사슬

활동과 비즈니스 략이 함께 수행될 때 정보기술

동화가 제 로 이루어지고 성과에 정 인 향

을 미칠 것이라 단할 수 있다(Ramamurthy and 

Premkumar, 1999; Ranganathan et al., 1995).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 에 한 국내․외 

연구가 클라우드 컴퓨 의 채택이나 사용에 향

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한 것에서 더 나아가 기업

이 정보공유, 의사소통  신속한 업무처리를 

해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도입을 결정하고 이

를 기업 내부에 동화시키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한 연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실증 으로 

검증하 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시도는 클라우드 컴퓨 을 채택하는 것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 으로 

조직 내․외부 활동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

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보기술의 채택에서 나아가 

가치사슬활동과 비즈니스 략을 통한 정보기술동

화의 필요성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업무에 도입하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  요

인과 정보기술동화에 기업 간의 신뢰의 조 효과

를 확인하 다는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 이 가치사슬활동과 비즈니

스 활동에 동화되는 정도를 기술자체의 확산이라

는 측면이 아닌 비즈니스 업 계에서 기 되는 

성과에 미치는 향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채택하고 도입하는 것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기술의 확산과 련된 비즈

니스 략과 가치사슬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하고 정보기술동화의 요성을 강조하여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클라우드 컴퓨  

동화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술특성과 환경

특성만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 외에 조직이나 신 등과 련된 새로

운 요인들을 도출하여 비즈니스 략과 가치사슬 

활동을 지원하고 구축하는데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

구에서 제안하는 기술  환경특성에 한 변수들

이 클라우드 컴퓨  동화를 매개로 하지 않고 성

과에 직 으로 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에 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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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 간 신뢰를 조 변수

로 제안하고 신뢰가 환경특성과 정보기술동화 간

의 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있으나 신뢰

의 수 에 따라 환경특성과 정보기술동화의 계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한 분석은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업 간 신뢰의 수 이 

높을 때와 낮을 때를 구분하여 외생변수와 내생

변수 간의 계를 설명하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기술동화를 Kwahk 

and Lim(2008)의 연구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략

과 가치사슬 활동을 으로 살펴보았다. 정보기

술동화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본 연구와 같

이 정보기술동화의 개념을 비즈니스 략과 가치

사슬 활동을 지원하고 구축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살펴보는 연구도 있으나 정보기술동화를 조직의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여 살펴보거나 평가, 채택, 

확산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외부 요인들이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보기술동화의 개념을 조직 내․외부 

각각의 동화로 구분하거나 단계를 구분하여 외부 

요인과의 향 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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