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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of Cloud computing has been introduced in the IT field over 10 years and industry has been expanding 

constantly. However, compare to the maturity of global market, Korea cloud computing industry is only in the early 

stage. Even the Korea has advantages in technology infrastructure; the pace of Korea cloud computing market growth 

is taking a serious downturn.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eded to be discussing that strategy for expanding 

the cloud computing market size and for sustain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local companies. Previous studies on 

plans for Korea cloud computing market has been conducted since 2009 and most of them are tend to examined in 

demand perspective. Thus,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the priority of business challenges for making better 

performance in the market with service provider aspects. To analyze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providing cloud 

computing service, ANP methodology was applied in this study. The network model including five clusters, security, 

stability, performance, consumer, and institution, was def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As a result of ANP analysis, ‘Securing service reliability’ was analyz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followed by ‘Preparing the range of legal liability’, ‘Preventing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nd ‘Preven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data leakage.’ The priority of result indicates that service provider needs to focus on to make 

the secured service environmen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on analyzing the priority of business challenges in the 

service provider perspective.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guidelines to for establishing strategies in cloud comput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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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은 구름(cloud) 

처럼 존재하는 IT 자원을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 어

디서나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on-demand), 사용 

요 을 지 하는 방식(pay as you go)이다(Arm-

brust et al., 2010; Kwon, 2012). 클라우드 컴퓨

은 IT 자원에 한 인식을 ‘소유’에서 ‘활용’으로 변

화시켰으며,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IT 시장의 구

조 한 변화시켰다. 제품으로서의 IT가 아닌 서

비스로서의 IT(IT as a Service)를 제공하는 공

업체가 등장하 고, 수요자(consumer)는 IT 자원

을 직  구축․보유하는 경제  비용과 험을 감

수하는 신 공 자(provider)의 고객이 되어 렴

하고 유연하게 시장 변화에 응하게 되었다. 특

히 기업 수요자는 과거 독립 으로 구매하던 IT 

인 라, 개발 랫폼, 소 트웨어 등을 빌려서 사

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투자부문과 IT 조직 업

무에 많은 이 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Oh, 2013).

클라우드 컴퓨  개념이 본격 으로 소개되고 도

입된 것은 2006년이나(Zhang et al., 2010), 2008년 

구 (google), 아마존(amazon), 마이크로소 트(mi-

crosoft) 등과 같은 로벌 기업의 서비스 출시와 

함께 미래 IT 략 기술로 주목받으며 본격 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 다. 클라우드 컴퓨  개

념이 등장하자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컴

퓨 을 하나의 IT 트 드이자, ‘ 괴  신 기술

(disruptive technologies)’로 악하고 이로 인하

여 재편성되는 IT 시장과 패러다임 변화에 심이 

집 되었다. 클라우드 컴퓨 에 한 논의가 시작

된지 약 10년이 지난 재는 하나의 트 드를 넘

어 서비스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단계(slope of en-

lightenment)이자(Gartner, 2014), 서비스의 안정기

인 신단계(innovation stage)로 평가받고 있다

(IDC, 2014). 클라우드 컴퓨 을 통하여 신을 수

행한 기업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공 자는 

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 고, 수요자는 추상

인 근이 아닌 실질 이며 합한 클라우드 컴퓨

 활용방안을 체화한 것이다. 이러한 시장 성장세

에 맞추어 로벌 기업들은 기술력을 갖춘 소․

견 기업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클라우드 컴퓨

의 핵심기술을 주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재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  산

업은 많은 기술  장 에도 불구하고 도입 기의 

기 와 측과 비교하여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

다.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  시장 규모는 세계 시

장의 1%에 불과하며(Kang and Yang 2015), 한국 

기업의 체 매출액(2014년 기  5,239억 원)은 아

마존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amazon web ser-

vices) 매출액(6조 2,000억)의 10%에 그치고 있다

(Min et al., 2015). 한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  

시장의 외산 유율은 하드웨어 88.9%(공공부문), 

52.0%(민간부문), 소 트웨어 69.5%(공공부문), 

47.4%(민간부문)로 로벌 사업자 심으로 형성

되어 있다(Kang and Yang, 2015). 

이러한 상황에서, 로벌 성장세에 맞추어 한국

의 클라우드 컴퓨  산업 시장 규모를 확 하고 한

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한 논의가 필요하

다. 해당 논의는 한국에 서비스가 본격 으로 도

입된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부분의 연구들

은 신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 을 수요자가 어떻

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한 논의, 즉 서비스 수요

자 에서 서비스 수용과 채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데 집 되어 왔다. 시장 형성  

발 을 해서는 기술과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장

의 주요 참여자(key players)의 역할에 한 종합

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수요

자 입장과 태도에 한 논의에 집 되어 왔으며, 

공 자 입장의 논의와 검증은 상 으로 부족하

다(Kim et al., 2012; Lee et al., 2014). 클라우드 

컴퓨  산업의 생태계(ecosystem)를 고려할 때, 시

장 확산에는 수요자의 수용 의사뿐만 아니라 클라

우드 컴퓨  서비스 제공  품질 확보의 주체인 

공 자의 역할과 성장도 요하다. 즉 공 자가 고

려하는 사업의 장애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한 방

안도 생태계 형성에 매우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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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가 시작 된지 약 7년이 지난 재, 분석의 

을 그 동안 상 으로 논의의 상이 되지 

못하 던 서비스 공 자의 으로 이하여, 공

자가 고려하는 서비스 확산의 장애요인이 무엇

인지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

구의 목표는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공

자가 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즉, 서비스 

공 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새로운 측면에서의 

서비스 확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

여, 기존 수요자 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

장 공 자가 고려한 장애요인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시장 확산 방안의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라 기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 2장은 기존

에 논의되었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확산 련 

요인들을 검토하고 이를 공 자 으로 확장하

여 본 연구의 이슈를 식별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

의 방법과 모델을 제시한다. 이슈의 식별만큼 

요한 것은 수행 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장 확

산을 한 안을 동등하게 수행하는 것은 자원의 

한정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비경제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성  변수를 서로 비교하여 우선

순 를 정량 으로 도출하는 네트워크 분석  의

사결정법(Analytic Network Process, 이하 ANP)

을 용하여(Saaty, 1996; Saaty, 2005; Kwak et 

al., 2011), 선결되어야 하는 이슈를 도출한다. 우선

으로 해결되어야하는 사안을 선정하고 이에 한

정된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바람직한 략 수립이 

가능하다. 제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며, 이

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  시장 확산을 하여 

공 자 에서 선결되어야할 이슈에 한 우선

순 와 략  시사 을 제시한다. 

2. 이론  배경

2.1 클라우드 컴퓨 의 공 자와 수요자

일반 으로 클라우드 컴퓨 의 아키텍쳐(archi-

tecture)를 구성하는 주요 참여자는 공 자(provi-

der), 수요자(consumer), 감사자(auditor), 개자

(broker), 매개자(carrier)로 구분할 수 있다(Liu et 

al., 2011). 본 연구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공

자는 서비스 개(service deployment), 서비스 조

직화(service orchestration), 서비스 운 (service 

management), 보안(security), 라이버시(privacy) 

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Liu et al., 

2011). 일부 연구에서는 공 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분류하여, 공 자는 하드웨어나 소 트웨어 솔루션

을 패키지로 납품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제공자는 서

비스를 구성․운용하는 기업으로 정의하나(Kim 

and Seo, 2012), 어로는 동일하게 ‘provider’를 

사용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를 

클라우드 컴퓨  공 자로 통칭한다. 한국의 기 

클라우드 컴퓨  시장의 공 자는 구 , 아마존, 

IBM, 애 (apple) 등의 로벌 기업이었으나, 기 

보유한 IT 자원과 인 라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국내 이동통신사와 포털사업자, 네트워크 인 라 

사업자들이 주요 공 자로 참여하고 있다. 

수요자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

체를 의미하며, 개인과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라이빗(private) 클라우드는 기업 직원이나 력

사만 이용하도록 구축․운 하는 서비스를 의미하

며, 퍼블릭(public) 클라우드는 다수의 을 

하여 운 되는 서비스이다(Lim and Kim, 2011). 

최근 라이빗 클라우드의 효용성에 한 문제가 

제기되며,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되는 추세로

(ZDnet, 2014), 본 연구에서는 분석 상을 기업에

서 비즈니스 목 으로 활용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로 선정한다.

2.2 클라우드 컴퓨  확산 요인 연구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합한 도

입 방식  시장 확산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수

행되어 왔다. 도입 기에는 정부와 련 연구기

을 심으로 새로운 신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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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이

나, 서비스 시행을 하여 필요한 요소에 한 논

의들이 수행되었다(Shirota, 2009; Armbrust et al., 

2009; TechAmerica Foundation, 2011).

일본 노무라 리서치(nomura research)의 (Shirota, 

2009)는 클라우드 컴퓨 의 안정  확산을 하여, 

보안  데이터 보호에 한 불안감, 데이터의 물

리  치에 한 불안감  법 여부, 엑세스 로

그 리, 네트워크 지연성, 이식성 확보, 소 트웨

어 라이선스, 데이터 백업 등의 장애 책, 서비스

수 약(service level agreement), 신뢰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기하 다(Shirota, 2009). 즉, 수

요자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술  보안성 

확보와 서비스 불안정에 따른 장애 책이 마련되

어야 함을 강조하 다.

이와 유사하게, (Armbrust et al., 2009)는 서비스 

가용성(availability of service), 데이터 고착(data 

lock-on), 데이터 기 성  감사성(data confiden-

tiality and auditability), 데이터 송 병목 상(data 

transfer bottlenecks), 측 불가능한 성능(perfor-

mance unpredictability), 확장 가능한 장장치

(scalable storage), 규모 분산 시스템 내 버그발

생(bugs in large-scale distributed systems), 신속

한 확장성 확보(scaling quickly), 공론 공유(repu-

tation fate sharing), 소 트웨어 라이선스 문제

(software licensing) 등이 제기될 것이라고 측

하 다(Armbrust et al., 2009). 

미국의 TechAmerica Foundation(2011)은  ‘Cloud 

First 정책’을 발 시키기 하여 권고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하 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가 차

원에서 신뢰(trust), 국가  데이터 흐름 리

(transnational data flows), 투명성(transparency), 

변 (transformation)이 필요함을 강조하 다(Te-

chAmerica Foundation, 2011). 이는 앞 선 두 논의

와 달리 기술  보안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법 책임과 같은 환경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도입 기에는 종합  성격의 제언들

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격 으로 서비스가 출

시되고 시장 형성의 흐름을 보이자, 연구자들의 

심은 수요자로 하여  서비스를 채택하게 하는 요

인에 한 실증분석으로 이되었고, 논의의 주제

도 기술과 비즈니스 측면으로 맞추어지기 시작하

다.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집 으로 살펴

보면, 연구의 흐름은 클라우드 컴퓨 을 하나의 정

보 기술로 간주하고 기업이 정보 기술 수용자로서 어

떤 요인에 의하여 수용하게 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들은 기술수용 모델(Technology Accep-

tance Model, TAM), 합리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TRA),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통합기술수용이론(Uni-

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

ogy, UTAUT) 등을 차용하여 논의를 진행하 다

(Jeon et al., 2011; Lim and Oh, 2012; Park and 

Koo, 2012). 를 들어, UTAUT 모형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컴퓨 의 사용의도를 검증한 Lim and oh 

(2012)는 클라우드 컴퓨 의 1) 기술 특성(상  

이 , 복잡성), 2) 업무 특성( 합성, 비용 감), 3)

효과 특성(시도가능성, 찰가능성)이 성과기 를 

매개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Lim 

and Oh, 2012).

이 외에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  도입 의사결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혜택(benefit)과 비용(cost), 

(risk) 요인으로 근한 연구들에서는 민첩성, 

비용 감, 이동성, 자료공유 가능성이 혜택이 될 수 

있으나, 매몰비용, 교육비용, 서비스 이용료가 비용

으로 작용하고, 의존성, 보안, 정보보호 취약성, 업

체에 한 신뢰성, 장애  오류 가능성이 요

인임을 제기하 다(Rim et al., 2012; Song, 2015). 

즉, 기술  보안, 서비스 성능  안정성에 한 우

려를 요인으로 악하 다.

기술  비즈니스 측면 외 주요 근방법은 법 

․제도  측면의 장애요인 분석으로, 가용성  

안 성에 한 사업자의 책임, 불법정보 등에 

한 사업자의 리․감독 책임, 탁자의 수탁자에 

한 리․감독 책임, 개인정보  요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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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  제한, 정보보호, 서비스 종속화와 클라

우드 사업자의 교체 이  등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제기하 다(Lee, 2010).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연구자가 규명하고자 

하는 에 맞추어 수행됨으로써, 클라우드 컴퓨

 확산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한 

종합  고려는 부족하 다. 이용자․공 자․산업 

구조  측면 장애요인에 한 연구를 수행한 Min 

(2009)의 연구가 존재하나, 이는 서비스 기 단계

에 수행됨으로써 실증 분석보다는 제언  성격을 

가지고 있다(Min, 2009).

최근 들어, 비즈니스 혹은 기술  으로 치우

친 평가기 에 한 문제 을 제기하며, 종합  

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Oh(2013)는 클라우드 

컴퓨  도입 시 1) 경제 (투자가능성, 사용패턴), 

2) 리 (벤더 지원, IT 통합, 비즈니스), 3) 기술

(응용 합성, 랫폼 합성) 요인이 고려될 수 

있음을 제시하 으며, Oh(2013)는 1) 기술특성(비

용 감, 기술사용 이 , 기술  인 라, 기술호환

성), 2) 환경특성( 트  력성, 경쟁압력, 환경불

확실성, 비즈니스민첩성)이 성과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 분석하 다(Park and Kim, 2014).

이와 같이 최근 들어 클라우드 컴퓨  시장 확

산에 향을 미치는 종합  의 연구가 수행되

고 있으나, 여 히 그 논의의 상이 수요자에 그

쳐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

로 분석을 한 연구모델을 수립하여 공 자 

의 확산 선결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3 공 자 으로의 이

기존 논의는 수요자 심의 연구로 수용 의도와 

태도에 한 연구에 집 된 경향이 있다. 본 에

서는 검토한 수요자 심 논의를 본 연구의 목 과 

부합하도록 정제함으로써 공 자 심의 요인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변수 도출은 일차 으로 문헌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후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

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의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를 통하여 최종 변수화하 다. 

공 자 에서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시 인

식된 어려움, 즉, 장애요인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도출한다. 이는 1)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의 근(보

안요구, 안정요구, 성능요구), 2) 수요자인 기업 측

면의 근( 응요구), 3) 법․제도, 정부정책 측면

의 근(환경 요구)로 분류하 다(Park, 2012).

2.3.1 보안 요구(Security)

제공 서비스에 한 보안 요구란, 클라우드 컴

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유출, 라이버시 침해 등 보안에 한 기술 ․

리  이슈로 정의한다.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는 동일한 물리  하드웨어에 다양한 기업의 데이

터를 수용하는 다 소유(multitenant) 특성을 갖기

에, 공 자 서버가 해킹될 경우 심각한 보안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Ryu et al., 2013). 보안 요구는 

서비스 수요자로부터 받는 가장 직 인 요구이

며, 수요자가 인식하는 막연한 보안 우려가 클라

우드 컴퓨  도입을 주 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지 되어 오고 있다(IT Daily, 2015). 이는 기존 연

구에서도 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요인으로 본 연

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에서 공 자가 

겪는 기업 데이터와 개인정보유출 우려에 한 부

담감과 노력으로 정의한다. 

‘기업 데이터 유출 방지(Preven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data leakage)’는 기업 내부 데이터를 

외부에 보 하기에, 수요자로 하여  기업정보  

업비  유출에 한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것과 

데이터 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응 체계를 수

립하는데 드는 기술 ․ 리  노력을 의미한다

(Shirota, 2009; Lee, 2010; Kim et al., 2012). 해당 

변수는 1) 기업 데이터 리의 투명성, 체계성을 확

보하기 한 기술  노력, 2) 기업 데이터를 외부

에 보 함으로써 야기되는 기  데이터(기업정보 

 업비 ) 유출에 한 두려움, 불안감 해소를 

한 리  노력으로 정의한다.

‘개인정보 유출우려 해소(Preventing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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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leakage)’는 기업이 보유한 개인  사

생활 정보 침해를 보호하고 방지하는 것과 수요자

(고객)의 보안에 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리  

노력을 의미한다(Shirota, 2009; Lee, 2010; Tech-

America Foundation, 2011; Jeon et al., 2011). 해

당 변수는 1)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유출, 

라이버시 침해를 보호하고 응하기 한 기술  노

력, 2) 개인 라이버시 리  수요자의 보안 불

안감 해소를 해 드는 리  노력으로 정의한다.

2.3.2 안정 요구(Stability)

제공 서비스에 한 안정 요구란, 수요자가 클라

우드 컴퓨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식하는 

서비스와 네트워크의 안정성에 한 이슈이다. 클

라우드 컴퓨  서비스는 기본 으로 인터넷 연결을 

가정하기에, 공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네트워

크의 안정성은 서비스 품질(service quality)을 결

정짓는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서비스 안정성 구축(Establishing the service 

stability)’은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 리  노력을 의

미한다(Shirota, 2009; Min, 2009; Lim and Oh, 

2012; Oh, 2013; Song, 2015). 해당 변수는 1) 서비

스 장애상황에 응할 수 있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데이터 백업 등의 기술  노력, 2) 서비스 장애  

오류에 한 수요자의 우려 해소를 해 드는 

리  노력으로 정의한다.

‘네트워크 안정성 구축(Establishing the net-

work stability)’은 정보 송․수신, 데이터 속 시 

병목 상이 발생하지 않고, 서비스가 안정 으로 

제공되기 한 기술  네트워크 반응 속도, 지연 

등을 방지하는 리  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Shirota, 2009; Jeon et al., 2011; Rim et 

al., 2012; Oh, 2013; Ryu et al., 2013). 해당 변수는 

1) 서비스의 안정  제공을 한 네트워크의 기술

 수  마련, 2) 데이터센터 속 시 발생하는 네

트워크 반응 속도, 병목 상, 지연의 허용범  체

계 마련으로 정의한다.

2.3.3 성능 요구(Performance)

제공 서비스에 한 성능요구란, 공 자가 수요

자에게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

의 효율성,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한 성

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수용  

지속사용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능에 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의 성능은 

수요자의 도입의사 결정  성과 기  연구에서 

주요한 변수로 다루어져왔으며, 그 상 계 한 

상당히 유의한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서비스 연동성 확보(Ensuring system compati-

bility and Interoperability)’는 기업이 기존에 활용

하던 시스템(legacy system)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 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시키고, 호환성  

연동성을 확보하여 합한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를 기 한다(Shirota, 

2009; Armbrust et al., 2009; Jeon et al., 2011; 

Rim et al., 2012; Oh, 2013). 해당 변수는 1) 기업의 

기존 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  환경으로 이

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호환성  연동성 확보 

노력, 2) 기존 조직  환경 상황을 고려하여, 기업 

업무와의 연동, 연속성 확보 노력으로 정의한다.

‘서비스 신뢰 확보(Securing service reliability)’

는 수요자에게 서비스 성능과 련된 신뢰를 주기

한 공 자의 노력으로 정의한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 에서는 IT 통제권이 공 자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뢰확보는 요한 이슈이며(Ryu et al., 

2013), 공 자에 한 신뢰여부는 수요자의 수용의

도에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측 불가능

한 성능  서비스 다운에 한 수요자의 우려, 서

비스 공 자에 한 불안감 해소를 한 노력이 요

구된다(Shirota, 2009; Armbrust et al., 2009; Tech-

America Foundation, 2011; Rim et al., 2012; 

Song, 2015). 해당 변수는 1) 측 불가능한 성능 

 서비스 다운에 한 수요자의 우려, 불안감 해

소를 한 노력, 2)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성에 

한 우려 해소를 한 노력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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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응 요구(Consumer)

수요 기업의 응 요구란, 수요 기업에서 인식하

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도입  활용의 

 요인들을 의미한다. 괴  신 기술로 지

칭되는 클라우드 컴퓨 은 기업의 일하는 방식  

조직 등 기업의 반을 변화시킨다. 이에 따라, 수

요자가 서비스 도입 시 인식하는 과 부담감이 

공 자에게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서비스 효율성 검증방안 제시(Providing verifi-

cation of service effectiveness)’는 수요 기업의 서

비스 도입 효율성이 객 으로 검증  찰이 어

렵고, 수요 기업의 서비스 운  노하우(know-how)

가 부재하다는 특성에 기인하는 우려를 해소하기 

한 공 자의 노력을 의미한다(Shirota, 2009; Min, 

2009; Rim et al., 2012; Lim and Oh, 2012). 해당 

변수는 1) 수요 기업의 서비스 도입 효율성에 한 

객  검증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우려 해소를 

한 노력, 2) 수요 기업의 노하우 부재에 따른 우

려 해소를 한 노력으로 정의한다.

‘서비스 수용지원(Supporting the service acce-

ptance)’은 수요 기업 내부의 변화요구(기업문화, 조

직규모, 인 라, 재정 비, 경 진의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과 변 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하여 요

구되는 교육  트 이닝 지원을 의미한다(Tech-

America Foundation, 2011; Jeon et al., 2011; Kim 

and Kim, 2011; Rim et al., 2012; Song, 2015). 즉 

기존 연구에서 비용 혹은 으로 정의되었던 기

업 내부의 이슈를 칭한다. 해당 변수는 1) 수요 기

업 내부의 변화요구(기업문화, 조직규모, 최고경

진의 참여  지원, 재정  비)에 따른 두려움 

해소 지원, 2) 수요 기업의 인 라 개선  시스템 

변 에 따른 사용 방법 교육  트 이닝 지원으

로 정의한다.

2.3.5 환경 요구(Institution)

환경 요구란, 정부 규제와 법․제도 측면의 근

으로 공 자가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나 수요 기

업 측면과 다른 외부  요인을 의미한다. 정부 규

제와 법․제도는 해당 산업의 침체 혹은 진흥의 

직 인 원인이 된다. 

‘정부 규제에 한 응(Planning the coping 

strategy in regulation)’은 서비스  산업 성장에 

향을 미치는 정부 규제에 한 응 략 수립

을 의미한다(Shirota, 2009; Rim et al., 2012; Chung, 

2014). 한국의 경우, 융․의료․ 산 분야에서는 

사업 인가  허가 요건으로 산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를 들어 융사는 융 원회 고시

에 따라 원칙 으로 산설비를 탁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산업은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이용

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한 정부차원의 수요자 

보호를 한 규제는 건 한 생태계 구축을 하여 

시행되나, 수요자 보호 조치 마련 요구는 공 자

에게 규제로 작용된다(Kang and Yang, 2015). 해

당 변수는 1) 서비스  산업 성장에 향을 미치

는 정부 규제에 한 응, 2) 수요자 보호를 한 

리 ․물리 ․기술  보호조치에 한 응으

로 정의한다.

‘불명확한 법  책임에 한 응(Preparing the 

range of legal liability)’은 정부․공 자․수요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  보장의 범 에 

한 이슈이다. 정부의 법 집행에 의한 데이터 

근 시 데이터의 물리  치에 따른 법 여부

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Armbrust et al., 2009; 

Lee, 2010; TechAmerica Foundation, 2011), 서비

스 이용과정에서 서비스 실패나 손해가 발생할 경

우 서비스 공 자와 수요자간 보장의 범 가 구체

으로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분쟁의 소지가 

되어 공 자에게 요인으로 작용한다(Kang 

and Yang, 2015). 해당 변수는 1) 서비스 공 자와 

수요자간 불분명한 책임 소재  보장의 범 , 개

인정보, 불법정보 등에 한 리․감독 책임 

응, 2) 정부 혹은 법 집행에 의한 데이터 엑세스 시 

응  데이터의 물리  치에 한 법  여

부 검토와 응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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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연구 모형 

3.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공 자가 우

려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고려하는 서비스 제공 과

정의 장애 요인을 살펴보고 우선순 를 분석하여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확산과 국내 사업자의 경

쟁력 강화를 한 시사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이

를 해 본 연구에서는 Tomas L. Saaty에 의해 제

안된 ANP 방법론을 용한다. ANP는 계층분석

 의사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을 개선하여 제시된 의사결정 방법론으로 목

표, 기 , 하  기 , 안 등이 하향 방식의 계층 구

조를 이루는 AHP와 달리 ANP 방법론은 각 계층

과 요인간의 종합 인 상호의존성을 가진다는 

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구조의 연구 모형으로 구성

된다(Lee and Oh, 2010; Park, 2012). 

(a) Hierarchy Model (b) Network Model

<Figure 1> The Difference between AHP and ANP 
Model(Lee et al., 2009; Park, 2011) 

즉 ANP 방법론은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는 요

소들 간의 계가 단방향의 향을 미치는 트리구

조가 아닌 상호작용  피드백 계를 가진다는 

을 착안한 방법론이다(Saaty, 1996; Lee, 2008; Park, 

2011; Park, 2012). 일반 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고

려하는 상 , 하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종속성이 

존재하고, 요소 간에 존재하는 피드백  의존성

으로 인해 계층구조로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의

사결정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Tomas L. Saaty는 AHP 방법론을 확장한 

모델로 ANP를 제안하 다. <Figure 1>은 AHP와 

ANP 모형의 구조  차이 을 보여 다(Lee et al., 

2009; Park, 2011). ANP 방법론은 정성  요인과 

정량  요인을 모두 종합 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며, AHP와 비교하여 다양

한 상호작용이나 종속성 문제를 포함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에 용가능하다(Park, 2012). 

이에 ANP 방법론은 정량 분석만으로 악하기 

어려운 문제  의사결정에 한 이슈를 분석한다. 

이는 문가들의 지식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정확

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한 다기  의사결정방법

론으로서 정책  략 우선순 , 목표 달성을 

한 평가 요소, 장애요인 등의 우선순  분석 연구

에 많이 용되어 왔다(Kwak et al., 2011; Shim 

et al., 2011). 

따라서, ANP 방법론은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공 자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장애요인의 우선순

와 시사 을 분석하는데 있어 문가들의 의견을 

반 한 결과 도출에 유용하다. 기업의 략  의사

결정은 계량 자료에 근거한 결정이 아닌 의사결정

자들의 직  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

은데, 인간의 직  단이 무리한 물리  측정

보다 정확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Park, 2009).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업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기술  장애 요인 뿐 아

니라, 기업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종합 으로 고려한 장애요인을 분석하고자 하 다.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에 한 이해도가 

높은 실무 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ANP

가 유용한 방법론으로 단하 다. ANP는 다수의 

응답데이터를 분석한 실증연구 방법이 아니란 

에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문가들의 주  견해를 정량화하여 보여  수 있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련 분야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문가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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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모형  연구 차

일반 으로 ANP 분석 용은 연구하고자하는 

문제의 계층구조화에서 시작한다.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문제나 이슈를 목표(goal), 기 집합

(cluster), 세부 요소(node)들로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정의한 세부 요소 간 상호종속성과 피드

백을 고려하여 상 계를 악한다. 문가 인터

뷰  설문을 통하여 요소 간 상 계에 한 의

견을 수집하고 최종 도출한 요소 간 상 계를 고

려하여 네트워크 모형을 구축한다. 네트워크 모형

을 토 로 의사결정을 내릴 의사결정자, 혹은 해당 

분야의 문가를 상으로 요도 분석을 한 설

문을 진행한다. 최종 수집한 데이터를 토 로 요

소 간 가 치를 계산하고, 기 행렬, 가 행렬 

분석을 거쳐 최종 으로 극한 행렬 값을 도출하여 

요인의 우선순 를 분석한다(Saaty, 1996; Park, 

2011; Kwak et al., 2011).

∘Identifying main issues 

from perspective of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

∘Literature 

Review 

⇩

∘Verifying the Variable, 

Making Network model

∘ Identifying network 

structure and corelation 

among variable

∘ In-depth 

interview with 

practitioners in 

the field

∘Expert Survey

⇩

Collecting Data(Pair-wise comparison)

⇩

Analyzing Data and Deriving Implications

<Table 1> Research Process

본 연구는 크게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는 변수 도출  모형 설정, 2단계는 문가 설문

을 통한 데이터 수집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Table 1>과 같은 차를 통하여 진행되었다.

첫째, 변수 도출  모형 설정을 하여 선행 연

구를 통하여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공 자의 주

요 장애요인의 이슈를 1차 으로 분류하고 변수화 

하 다. 그 후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학계 문가의 심층 인터

뷰를 통하여 도출된 변수를 검증하고, 변수 간 계

층 구조를 설정하 다. 

 두 번째, 연 성 설문을 진행하여 연 성 분석

을 수행하고, 이를 토 로 ANP 연구 모형과 설문

지를 구성하 다.

<Figure 2> Research Model-ANP Network

사  연구  문가 인터뷰를 통해 구성된 본 연

구의 모형은 <Figure 2>와 같다. 본 연구의 최종 

설문은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공 자의 의 

의견을 제공해  이동통신사, 포털사업자, 네트워

크 인 라 사업 소속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실

무자를 상으로 하 다. 총 45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여, 4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 으며 그  논리

 일 성이 낮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37부를 

‘Super decision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응

답자의 평균 근무 연수는 9.4년이며, 담당 업무는 

기술개발 분야 16명, 마   사업 분야 8명, 서

비스 기획  략 분야 13명이다.

4. 연구 결과  시사

4.1 분석 결과

ANP 방법론은 연구 모형에서 설정한 변수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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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uster Matrix

A. Security B. Stability C. Performance D. Consumer E. Institution

A. Security 0.083972 0.164098 0.100868 0.114539 0.273325

B. Stability 0.179718 0.148573 0.099786 0.179694 0.000000

C. Performance 0.126346 0.206161 0.149013 0.160160 0.195128

D. Consumer 0.311300 0.481168 0.277026 0.183185 0.337709

E. Institution 0.298664 0.000000 0.373307 0.362421 0.193837

<Table 3> Result of ANP Analysis

Approach Criteria(Cluster) Sub-Element(Node) Eigen Vector Priority

In the Providing 
service perspective 

A. Security
a1. Preven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data leakage 0.084314 5

a2. Preventing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0.119417 4

B. Stability
b1. Establishing the service stability 0.071287 8

b2. Establishing the network stability 0.061409 9

C. Performance 
c1. Ensuring system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0.041074 10

c2. Securing service reliability 0.189928 1

In the Corporate 
Consumer 
Perspective

D. Consumer 
d1. Providing verification of service effectiveness 0.075405 7

d2. Supporting the service acceptance 0.138730 2

In the Government 
environmental 
Perspective

E. Institution
e1. Planning the coping strategy in regulation 0.081872 6

e2. Preparing the range of legal liability 0.136563 3

부 요인간의 피드백 계와 상호종속성을 고려하

여, 상 변수의 가 치, 행렬, 극한 행렬 값을 계

산한다. ANP 분석을 한 데이터는 ANP 네트워크 

모델에서 상호 계가 있다고 설정된 변수간 

비교 설문을 통해 수집한다. <Table 2>는 상 변

수 간 상 계의 가 치를 보여주는 Cluster Ma-

trix 결과 값으로, 열별 합이 1이 되는특징이 있다. 

이는 행렬의 좌측 요소가 상단 요소에 미치는 향

력을 의미하며, 를 들어 ‘안정요구(Stability)’는 

‘보안요구(Security)’에 17.97%의 향( 계)을 미

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상  변수간 계를 통한 가 치를 하  

변수간 비교를 통해 구한 기 행렬값(Unwe-

ighted Super Matrix)에 곱하면 가 행렬(Wei-

ghted Super Matrix)을 계산할 수 있다(<Appendix> 

참조). 이러한 가 행렬 값을 무한 로 곱하여 

극한값을 계산하여 최종 으로 수렴 행렬(Limit 

Matrix)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최종 으로 도출

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공 자 에서 생각

하는 서비스 확산  경쟁력 확보를 하여 선결

해야하는 요인의 우선순 를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 1) ‘서비스 신뢰 확보(Se-

curing service reliability)’가 가장 요한 변수로 

분석되었고(18.99%), 2) ‘서비스 수용지원(Suppor-

ting the service acceptance)’(13.87%), 3) ‘불명확

한 법  책임에 한 응(Preparing the range of 

legal liability)’(13.66%), 4) ‘개인정보 유출우려 해

소(Preventing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11.94%), 5) ‘기업 데이터 유출 방지(Preven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data leakage)’(8.43%) 6) 

‘정부 규제에 한 응(Planning the coping stra-

tegy in regulation)’(8.18%), 7) ‘서비스 효율성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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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방안 제시(Providing verification of service ef-

fectiveness)’(7.54%), 8) ‘서비스 안정성 구축(Esta-

blishing the service stability)’(7.13%), 9) ‘네트워

크 안정성 구축(Establishing the network stabil-

ity)’(6.14%), 10) ‘서비스 연동성 확보(Ensuring 

system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4.10%) 

순으로 도출되었다. 

4.2 시사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자에게 ANP 분석 결과

를 제시하고, 그들의 해석  의견을 반 하여 시

사 을 도출하 다. 공 자 에서 클라우드 컴

퓨  서비스의 장애요인, 즉 확산을 하여 선결

에 한 시사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번째 시사 은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에 

한 인식과 련한 것이다. ANP 분석 결과, 공 자

가 고려하는 가장 요한 시장 확산의 장애요인은 

‘서비스 신뢰 확보(Securing service reliability)’로 

나타났다. 클라우드 컴퓨 에서는 IT 통제권이 공

자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자의 신뢰 확보

는 가장 민감하고 요한 이슈이다(Ryu et al., 2013). 

즉, 공 자들은 사용자가 가지는 서비스와 제공자에 

한 신뢰 부족이 시장 확산을 해하는 장애요인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한데, 클라우드 컴퓨 을 도입한 기업을 상

으로 2014년 수행한 실태조사에서 공공부문의 서

비스 도입 해요인의 1 는 ‘성능의 불확실성

(27.3%)’이 다(Kang and Yang, 2015). 이 결과는 

수요자와 공 자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

다. 신뢰 확보에 한 공 자의 우려는 본 연구가 

비즈니스 목 으로 활용하는 기업 고객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상으로 했다는 에서 시사 을 가

진다.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재 한국 클라

우드 컴퓨  서비스의 시장은 로벌 사업자가 주

도하고 있지만, 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공

자의 서비스의 질은 유사하다. 이러한 을 고려

한다면 국내 사업자에 한 신뢰 부족과 고객기업

의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 된 결과

일 수 있다는 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공 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산하기 

한 요 방안은 서비스 실패에 한 수요자의 우

려와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신뢰 계 확보가 

가장 요한 요인으로 단하고 있는 것이다. 공

자에 한 신뢰여부는 수요자의 수용의도에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측 불가능한 성능  

서비스 다운에 한 수요자의 우려, 서비스 공 자

에 한 불안감 해소를 한 노력이 무엇보다 요

구된다. 즉, 가장 우선 으로 수행되어야 할 략

은 수요자로 하여  한국 서비스의 성능과 제공 

기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인식 변화 략 수

립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사용자 리 측면의 시사 이다. 수

요기업에 한 ‘서비스 수용지원(Supporting the 

service acceptance)’이 공 자가 인식하는 두 번

째 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 서비스 

확산이 늦어지는 이유를, 공 자는 수요 기업 내부

의 변화요구와 응체계에 한 마련이 수요 기업

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2014년 실

태조사 결과와 맥이 닿아있는데, 민간부문의 도입 

해요인의 1 는 ‘도입 비용의 부담(23.1%)’이었

다(Kang and Yang, 2015). 즉, 공공부문 외 민간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  도입이 기업의 IT 비용을 

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됨에도 불구하고, 기 

투자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도입 자체를 망설이

고 있다. 즉, 연구 결과 서비스 공 자가 수요자들의 

서비스 도입을 망설이게 하는 해 요인을 정확하

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클라우드 컴퓨  서

비스는 정보재(information goods)의 특성을 갖는

다. 이는 수요 기업이 특정 공 자의 서비스를 선택

하는 경우 향후 타 서비스로 이 시 환비용(sw-

itching cost)이 발생하여, 해당 공 자의 서비스에 

고착(lock-in)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 자가 극 으로 수용의 장벽을 제거

하고, 기 투자의 험부담을 여 다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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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 을 기 할 수 있다. 수요자가 도입으로 인

한 비용(cost)보다 이익(benefit)이 크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신속한 시장 확 를 

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이슈이다. 

세 번째 제시하는 시사 은 정책  측면이다. 이

는 기존 수요자 의 연구에서 요하게 논의되

었던 요인은 아니지만, 공 자 에서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요한 이슈로 도출되었다. 서비스 공

자는 ‘불명확한 법  책임에 한 응(Prepar-

ing the range of legal liability)’을 주요 장애요인

으로 악하 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서비스 실

패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공 자와 수요자

간 보장 범 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는 

향후 한국에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시장이 안정

기에 어든 이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더욱 가

시 으로 제기될 문제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클

라우드 컴퓨  서비스 계약은 다수의 계약이 하나

로 통합된 혼합계약으로, 분쟁 발생 시 따르는 계약 

  법이 상이한 상황이다. 를 들어, 하드웨

어 차용은 임 차 계약, 정보의 수집․ 장․ 리 

․보  업무 행은 탁 계약, 어 리 이션․소

트웨어 최 화 구 은 도  계약을 따르나, 손해

배상, 담보책임, 입증책임의 문제는 임 차 계약이 

용된다(Kang and Yang, 2015). 따라서 서비스 

공 자의 보장 범 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앞 두 요인은 공 자와 수요자의 인식변화와 략 

수립을 통하여, 해결 가능한 이슈이나, ‘불명확한 

법  책임에 한 응’은 공 자와 수요자 외 정

부가 서비스 도입  시장 확산을 하여 극 개

입해야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법  분쟁에 한 해

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컴퓨  서비

스의 발 과 산업자체의 진흥을 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낮은 우선순 를 보인 ‘서비스 안정성 구

축(Establishing the service stability)’, ‘네트워크 

안정성 구축(Establishing the network stability)’, 

‘서비스 연동성 확보(Ensuring system compatibi-

lity and Interoperability)’ 등은 서비스의 품질과 

련된 요인들이다. 기존 수요자 의 연구들에서

는 해당 요인을 도입  수용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난데 반하여, 공 자는 서비스의 품질

은 일정 수 에 도달하여 있는 상황으로,  상황

에서 해당 요인들이 직 인 시장 확산의 장애요

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악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에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가 도

입된 지 약 7년이 지났으나, 시장 성장이 더디며 기 

형성된 시장도 로벌 사업자 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며, 한국의 클라우드 컴

퓨  서비스 시장 확산 방안을 제시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클라우드 컴퓨  시장 확산과 련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기존 연구는 분석 상

을 서비스 수요자 으로 한정하 다. 본 연구

에서는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공 자의 으로 

이하여, 서비스 확산을 한 요인들을 도출하여 

분석하 다. 련 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구성하

고, 클라우드 컴퓨  비즈니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실무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된 변수

를 검증하고, 변수 간 계층 구조를 설정하 다. 

AHP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표  그 산출 방법

의 타당성을 확보하 다. 분석 결과 공 자가 인

식하고 있는 서비스 확산의 장애요인, 즉 선결해야

하는 요인은 ‘서비스 신뢰 확보(Securing service 

reliability)’, ‘서비스 수용지원(Supporting the ser-

vice acceptance)’, ‘불명확한 법  책임에 한 

응(Preparing the range of legal liability)’인 것으

로 나타났다. 공 자는 수요자로부터 서비스 성능

에 한 신뢰를 확보하고, 그들이 수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장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장의 지속 인 

성장을 해서는 발생가능한 법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이는 것이 요한 것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반면, ‘서비스 안정성 구축(Establi-

shing the service stability)’, ‘네트워크 안정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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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Establishing the network stability)’, ‘서비스 

연동성 확보(Ensuring system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등은 낮은 우선순 를 보임으로

써, 공 자가 재의 서비스 질은 일정 수 에 도

달하 기에, 직 인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 것으

로 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공 자는 한정된 자

원을 우선 으로 투자할 략의 우선순 를 선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시장 확산을 

하여 정부도 주요한 행 주체로서 공 자의 비즈

니스 장애요인을 해결해주기 한 략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슈 식별과 우선순 를 정량

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객 인 지표가 상 으

로 주 일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그 동안 

일률 으로 수행되었던 수요자 에서의 연구에

서 벗어나 공 자 의 근을 제시하 다는데 

의의가 존재한다. 향후 이와 같은 에서 연구

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  산업 확산

을 한 발 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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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Table 4> Unweighted Matrix

A. Security B. Stability C. Performance D. Consumer E. Institution

a1 a2 b1 b2 c1 c2 d1 d2 e1 e2

A. Security
a1 1.000000 0.255121 0.000000 0.337353 0.373787 0.312431 0.371978 0.523809 0.533908 0.000000

a2 1.000000 0.000000 0.744879 0.000000 0.662647 0.626213 0.687569 0.628022 0.476191 0.466092

B. Stability
b1 1.000000 0.000000 0.000000 1.000000 0.294084 0.000000 0.303039 0.364232 0.000000 0.000000

b2 0.000000 1.000000 0.000000 0.705916 0.000000 0.696961 0.635768 0.000000 0.000000 0.000000

C. Performance 
c1 0.000000 1.000000 0.641153 0.000000 1.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c2 1.000000 0.000000 0.358847 0.000000 0.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0.000000

D. Consumer 
d1 0.435666 0.255343 0.357533 0.350692 0.000000 0.000000 0.289621 0.505391 0.000000 0.000000

d2 0.586854 0.564334 0.744657 0.642467 0.649308 1.000000 0.000000 0.710379 0.494609 0.000000

E. Institution
e1 0.381647 0.533049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560845 0.000000 1.000000

e2 0.466951 0.000000 0.000000 0.000000 1.000000 0.000000 0.439155 1.000000 0.000000 0.000000

<Table 5> Weighted Matrix

A. Security B. Stability C. Performance D. Consumer E. Institution

a1 a2 b1 b2 c1 c2 d1 d2 e1 e2

A. Security
a1 0.113117 0.095398 0.000000 0.159099 0.119341 0.057014 0.047855 0.107958 0.110039 0.000000

a2 0.082164 0.000000 0.278533 0.000000 0.312511 0.199935 0.125471 0.080796 0.098143 0.096062

B. Stability
b1 0.273638 0.000000 0.000000 0.447619 0.042280 0.000000 0.098420 0.083396 0.000000 0.000000

b2 0.000000 0.280241 0.000000 0.101489 0.000000 0.226357 0.145569 0.000000 0.000000 0.000000

C. Performance 
c1 0.000000 0.248397 0.254382 0.000000 0.040781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c2 0.459200 0.000000 0.142375 0.000000 0.000000 0.245710 0.173223 0.254846 0.254846 0.000000

D. Consumer 
d1 0.042448 0.039737 0.137515 0.091315 0.000000 0.000000 0.098603 0.172063 0.000000 0.000000

d2 0.127943 0.054984 0.115887 0.247106 0.169070 0.247027 0.000000 0.241851 0.168392 0.000000

E. Institution
e1 0.058123 0.111763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263127 0.000000 0.198599

e2 0.097904 0.000000 0.000000 0.000000 0.379558 0.000000 0.206034 0.198599 0.000000 0.000000

<Table 6> Limit Matrix

A. Security B. Stability C. Performance D. Consumer E. Institution

a1 a2 b1 b2 c1 c2 d1 d2 e1 e2

A. Security
a1 0.084314 0.084314 0.084314 0.084314 0.084314 0.084314 0.084314 0.084314 0.084314 0.000000

a2 0.119417 0.119417 0.119417 0.119417 0.119417 0.119417 0.119417 0.119417 0.119417 0.119417

B. Stability
b1 0.071287 0.071287 0.071287 0.071287 0.071287 0.071287 0.071287 0.071287 0.071287 0.071287

b2 0.061409 0.061409 0.061409 0.061409 0.061409 0.061409 0.061409 0.061409 0.061409 0.000000

C. Performance 
c1 0.041074 0.041074 0.041074 0.041074 0.041074 0.041074 0.041074 0.041074 0.041074 0.000000

c2 0.189928 0.189928 0.189928 0.189928 0.189928 0.189928 0.189928 0.189928 0.189928 0.000000

D. Consumer 
d1 0.075405 0.075405 0.075405 0.075405 0.075405 0.075405 0.075405 0.075405 0.000000 0.000000

d2 0.138730 0.138730 0.138730 0.138730 0.138730 0.138730 0.138730 0.138730 0.138730 0.000000

E. Institution
e1 0.081872 0.081872 0.081872 0.081872 0.081872 0.081872 0.081872 0.081872 0.081872 0.081872

e2 0.136563 0.136563 0.136563 0.136563 0.136563 0.136563 0.136563 0.136563 0.136563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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