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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 computing allows users to access software or specific programs that support the cloud platform through an 

information communicating device that can connect to the internet anywhere or anytime. Also, the cloud architecture 

not only reduces the expenses of I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but also speeds up processing and 

mobility, which leads to a significant ease of use. In spite of the advantages of cloud computing, previous studies 

have been centered on case studies of the execution, advantages, and problems of cloud computing. In contrast, 

empirical research on individual cloud computing up till now is very insufficient. Thus, the research aims to create 

a model of an individual user’s perspective and verify validation. This study reveals types of influence that 

characteristics can have on an individual user’s intention to use, by searching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individual 

user recognizes on cloud computing servi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first, the characteristics of cloud computing 

indicates a significant influence on usage intention. Second, all characteristics in cloud computing, accessibility, 

reliability, perceived ease of use, and fusibility, are confirmed in providing significant influences in shaping social 

influence forms. Third, social influence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usag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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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T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하여 늘어

나는 데이터를 장소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사

용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2006년 구 사의 직원인 Christophe 

Bisciglia가 유휴 컴퓨  자원에 한 활용을 제의

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클라우드 컴퓨 (Cloud 

computing)’이라는 용어는 최근 2～3년 사이 IT산

업에서 요한 핵심 트랜드로 자리 매김하 다.

클라우드 컴퓨 은 2012년 IT 분야의 핵심 키워

드(Mobility, Big Data, Cloud, Social)에도 포함되

어 있으며[13], Gartner가 선정한 10  략에서 연

이어 2013년에도 10  기술에 속하고 있고 지속

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30]. 클라우드 컴퓨 은 

크게 두 가지의 장 이 있으며 첫째, 클라우드 컴

퓨 은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속이 

가능한 정보통신기기만 있다면 소 트웨어  클

라우드 랫폼을 지원하는 특정 응용 로그램과 

같은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다. 둘째, 클라우드 기

반의 아키텍쳐는 IT인 라 구축  유지와 련되

는 비용을 감하고 처리 속도와 이동성이 향상되

어 사용의 편의성을 폭 향상시켜  수 있는 특

성을 가진다[15].

이러한 편의성과 장 이 존재하지만, 부분의 

조직에서는 가용성(Availability), 동일한 물리  하

드웨어에 다양한 기업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수용

하는 다  소유 특성(Multitenant)으로 인해 클라

우드 제공자의 서버가 해킹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데

이터의 보안성(Security), 데이터 송시 병목 상

(Bottlenecks), 성능 등과 같은 요소들에 한 우려

로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의 사용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 실이다[15]. 한,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비

스 제공자를 변경할 경우, 서비스 비호환성(ser-

vice incompatibility)의 문제가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 의 속성상 IT 통제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가용성을 요구하는 업

무에 하여 벤더를 신뢰하기가 쉽지 않으며, 클

라우드 내 데이터에 한 법  책임(Legal liability 

for data on cloud) 등의 우려도 여 히 장애물로 존

재하고 있다. 

한편, 국내 정부는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를 본

격화하기 해 2014년까지 클라우드 컴퓨  산업

에 6,146억을 투입할 계획이며, 국내 클라우드 컴

퓨  시장을 지 보다 4배인 2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힌바 있다[8]. 포 스터 리서치

는 2011년 1월～9월간 아태지역 8개 국가의 6천여 

기   기업을 상으로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은 446개 기 과 기

업이 참여하 으며, 기업용 클라우드가 꾸 히 발

하고 있는 세계 시장의 추세와 다르게 우리나라

의 기업용 클라우드 도입 비율은 25%이며 향후에

도 클라우드 컴퓨 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이 28%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개인용 클

라우드 컴퓨 을 제공하는 표 인 국내 통신업

체와 형 포탈들은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이 아닌 

개인용 클라우드 시장의 유율을 증가시키기 

해 끊임없이 서비스의 개발과 개선을 하고 있다. 

KT는 Ucloud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백업과 재

장  모바일과 컴퓨터간의 동기화 기능을 제공하

고 있으며, Naver는 N Drive 서비스를 통해 사용

자간 폴더 공유  알림 기능, 모바일 서비스의 주

소록 백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에 있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서는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

의 기능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한 기반환경 

조성이 요시 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연구는 기업이 클라우

드 컴퓨 을 수용함에 있어 발생되는 혜택과 문제

에 해 논의되고 있으며 주로 실무 심으로 

클라우드 컴퓨 이 가지는 장   문제 을 제시

한 백서와 사례연구,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 을 

강조한 핵심 기술 동향과 아키텍쳐 연구 등이 주

를 이루고 있다[9, 22, 33]. 한 재까지의 개인

용 클라우드에 한 실증연구는 기존 사용자들의 

랜드 환의도에 한 연구[3]가 표 이며, 개

인용 클라우드가 서비스 되고 있는 재 동향[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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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하지만 그간 진행된 개인용 클라우드 컴

퓨 의 연구는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의 근본

인 특성을 도출한 것이 아닌 타 랜드로의 환

의도에 이 맞추어져 있다. 국외에 비하여 국

내의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은 꾸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매년 핵심 기술로 소개되고 있다. 한, 통신 업체

와 형 포탈 사이트들의 개인용 클라우드 시장에 

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사용자의 클라우

드 사용의도에 한 연구는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선행연구 검토를 기

반으로 도출된 기업 단  연구에 용되어 왔던 

클라우드 컴퓨  속성변수들을 개인사용자 측면에

서 일럿 테스트를 통해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특성요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요인이 사용의도에 향을 미치

는가? 둘째, 클라우드 컴퓨  같은 하이테크 속성

을 가진 기술의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해당기기를 사용함으로 자신의 이미지도 향상될 

것 같은 사용자의 기 감이 수용의 원인으로도 작

용한다. 즉, 도출된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의 속

성 요인으로 인해 사회  향이 형성되는지, 

한, 형성되었다면 형성된 사회  향이 매개의 

효과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사회  향이 사용

의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클라우드 컴퓨 의 정의  특성

최근 클라우드 컴퓨 은 정보기술의 자원을 

비, 활용하고 데이터를 리하는 신수단으로 인

식, 사용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 이란 IT 사

용자들이 서비스 제공업자가 제공하는 응용 로

그램(Application), 네트워크(Network), 스토리지

(Storage) 등의 컴퓨  서비스를 인터넷에 속 

가능한 정보 통신 기기만 있다면 필요한 만큼 원

하는 때에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고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컴퓨 을 의미한다[15].

즉, 클라우드 컴퓨 은 이미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자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하여 컴

퓨  자원을 활용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인

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

(as a service)’하는 컴퓨 이라고 할 수 있다.

2.2 클라우드 컴퓨 의 서비스 유형

클라우드 컴퓨 의 서비스에 한 유형은 제공

받는 서비스의 자원 종류에 따라 크게 세 가지를 

가지는데 첫째, SaaS(Software as a Service), 둘

째, PaaS(Platform as a Service), 셋째,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로 구분 지을 수 있

다[15, 17, 22, 32].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서비스 제공자

가 인터넷으로 응용 로그램(Application)을 제공 

하고, 사용자가 인터넷에 속하여 소 트웨어를 

활용하는 모델이며, 기존에 사용하던 비싼 패키지 

체와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소장, 사용하는 방식

이 아닌 소 트웨어를 주문형(On-demand) 형태

로 여러 고객이 한 소 트웨어를 공유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며, 서비스에 가입한 후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 사용한 만큼 지불(pay as use)하는 

방식으로 패키지에 한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비용이 낮으며, 제공자가 업데이트를 함으로 

인해 리 필요성이 없다[32]. 

PaaS(Platform as a Service)는 서비스, 소 트

웨어, 콘텐츠 등을 만드는 개발자들과 같은 사용

자들에게 환경(구축, 설치 등)을 테스트 할 수 있

는 로그래  언어와 도구를 표 화 시킨 랫폼

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15, 32]. 

마지막으로,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는 주문형(On-Demand)방식으로 하드웨어 자원인 

서버, 스토리지 등의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

다. 이는 사용자의 사용량에 따라 요 을 지불하

면서 자원의 요구량에 따라 확장 는 축소가 가

능한 이 을 지닌 서비스 이다[1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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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클라우드 컴퓨 의 사용 방식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는 컴퓨  자원의 소유

나 물리  치 혹은 상 사용자의 사용 범 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 될 수 있으나 의미가 

분명하고 리 통용되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인 사

설 클라우드(Private Cloud), 공용 클라우드(Public 

Cloud)로 나  수 있다[32].

첫째, 사설 클라우드(Private Cloud)는 내부 으

로 자원을 활용하고 운 하는 성격을 가지며 기업 

는 구축한 기 만이 소유한 시스템, 서버를 이용

하여 기업 내부 사용자만을 해 사용 되는 형태

를 말한다. 기업이나 공공 기 에서의 사용을 목

으로 자체 으로 클라우드가 구축되는 방식을 의

미하며, 이 형태는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을 통

해서만 근이 가능하다. 한, 외부에서 근 시 

방화벽 인증을 거쳐 근이 가능하며 내부에서만 

안 하게 서비스 되므로 서비스 수 과 로세스 

등을 기업이 완벽히 제어 가능하여 비즈니스 솔루

션이 보안성, 안정성, 신뢰성이 우수하지만 구축, 

유지 보수 비용이 매우 높다[11, 32]. 

둘째, 공용 클라우드(Public Cloud)는 클라우드 

컴퓨 을 사용하는 상자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

러므로 구나 네트워크에 속하여 서비스에 

근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이다[22, 32]. 이는 어떤 목 에서

든 모두가 쓸 수 있게 열려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Naver N Drive, Google Drive, Daum Cloud, MS 

SkyDrive 등)를 말하며 특정 사업자가 수익을 목

으로 소비자에게 개방하는 부분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키피디아와 같이 공익을 한 무료 서

비스 역시 포함된다. 

한, 공용 클라우드는 고객 유형 별로 기업 클

라우드(Enterprise Cloud), 개인용 클라우드(Per-

sonal Cloud)로 구분 할 수 있다[11]. 기업 클라우

드는 기업이 자체 운 해야 하는 컴퓨  자원을 

인터넷 상으로 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규모

의 앙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운 할 능력이 부

족한 소 업체 상의 기업이 사용한다. 

개인용 클라우드는 개인이용자의 데이터와 컨텐

츠를 통합 리하여 언제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이며, 데이터 센터와 앙 서버 제공에 특

화시킨 기업 클라우드와 다르게 개인 클라우드는 

스마트 디바이스간 데이터 송수신과 컨텐츠 연동 

기능이 표 이다. 기업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연동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주소록이나 일

정, 사진, 동 상 등 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데이터

나 컨텐츠에 특화되어 있다. 클라우드 기반의 스

트리  서비스나, N-스크린 서비스 등 미디어 컨

텐츠 사업자의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활용 

방안이 넓다고 할 수 있다[4, 6].

본 연구에서는 개인 사용자들의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사용 요인을 살펴본다는 에서 공용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을 제

공하는 기업인 Naver N drive, Google Drive, KT 

Ucloud, Daum Cloud, LG U+box 사용자를 연구

역으로 고려하 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  

사용자들을 상으로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사용 요인을 악하고자 한다.

2.4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의 특성 도출

2.4.1 기업 특화된 요인의 정제

클라우드 컴퓨  특성에 한 연구들은 기업용 

클라우드에 치우쳐져 있어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에 한 특성을 도출하여 정립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용 클라우

드 컴퓨 이 갖는 특성  사용자에게 유용한 컴

퓨  요소, 기술 리  에서의 특성  비즈

니스 인 특성을 도출 하여 실험한 선행연구를 통

해 총 17가지의 요인을 도출하 다[8, 9, 15, 16, 

19, 22, 32, 33, 36]. 이들 17가지 요인들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특성에 맞지 않은 요인 6가지를 

제외하 다. 개인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

용함에 있어 구축, 운 , 유지 보수비용을 지불하

지 않으며 제품 테스 을 한 랫폼 역시 필요

치 않다. 즉, 조직차원에서의 활용 이 이나 특성 

요인들을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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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 요인으로는 첫째,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

는 클라우드 컴퓨  시스템의 교체  업그 이드

에 한 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함 정도를 의미하는 

민첩성[32]. 개인 사용자는 자신이 클라우드 컴퓨

을 구축하여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자의 시스템 교체  업그 이드 신속 능력을 신

경 쓰지 않으며, 웹으로 제공받는 클라우드 시스

템의 업그 이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타 랜

드로 환이 매우 쉽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을 

개인 사용자에게 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

째, IT 자원을 확장하는데 있어 그 확장이 유연하

거나 랫폼 환경을 추가함에 있어 용이한 정도를 

의미하는 확장성[25]. 확장성은 제품 테스 , 업그

이드를 한 환경 추가 가능성을 말하는데, 개

인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 인 클라우드 컴퓨 에

서 제품을 테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외 되었

다. 셋째, 클라우드 도입  기존 IT 환경에서 운

되던 업무의 효율성이 클라우드를 도입함으로 

인해 증가하여 기 에 부흥하는 정도인 합성

[16]. 합성은 기존의 IT 환경에서 운 되던 업무 

처리에 한 차 간편화나 업무 수행에 있어 클

라우드가 합한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 사용자는 

조직 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방식이 아니며, 혼

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성은 하지 않

다. 넷째, 클라우드 컴퓨 을 사용하는 환경이 기

존의 정보시스템에 비하여 해당 사용자가 이해하

기 어렵거나 구축이 어려운 정도를 의미하는 사용 

복잡성[33]. 복잡성은 클라우드를 구축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의미한다. 개인 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

스를 구축하지 않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하

기만 함으로 한 요인이 아니다. 다섯째, IT 

에서 클라우드가 기존에 조직에서 구축되어 사

용되던 정보시스템에 비하여 더 낫다고 인지하는 

정도인 상  이 [17]. 개인사용자는 에서 언

하 듯이 조직의 성격을 가지기 않는다. 그러므

로 조직이 느끼는 이 은 개인사용자에게 용하

기에 무리가 있다고 단하 다. 마지막으로, 클라

우드 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인 구

축, 운 , 유지보수 비용의 감 정도를 의미하는 

비용 감[22]. 개인사용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

용함에 있어 구축, 운 , 유지 보수비용을 지불하

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요인이다.

2.4.2 정제 후 요인들 상 일럿 테스트

6개의 기업용 요인을 제외한 후 개인 사용자에

게 용 할 수 있는 11개의 요인으로 일럿 테스

트(Pilot Test)를 실시하 다. 일럿 테스트는 서

울 소재 4년제 이상의 7개 학에서 개인용 클라

우드 컴퓨 을 사용하 거나 사용 인 학생  

학원생을 상으로 실시하 다. 조사의 목 은 

기업 성격을 가지는 요인을 정제 후 남은 요인에 

하여 개인사용자가 가장 요하다고 느끼는 요

인의 도출에 있다. 설문 내용은 11개의 변수를 설

문지에 나열한 후 각각의 변수에 한 정의를 응

답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며 진행하 다.

일럿 테스트의 총 설문 인원은 124명이며 

근성, 장 용량, 신뢰성, 용이성, 가용성, 업지

원, 종속성, 성, 신축성, 효율성, 보안성이  

있는 설문지에 본인이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개

인용 클라우드 컴퓨 의 특성을 복 응답 없이 

체크하게 하 다. 분석 결과 근성 30개, 장 용

량의 합성 17개, 신뢰성 21개, 용이성 13개, 가용

성 42개, 업지원 1개로 집계되었다. 결과 으로 

응답자 수가 0인 요인인 성, 효율성, 종속성, 

신축성, 보안성은 제외하 다. 한, 업지원의 

경우 특정 개인용 클라우드 랜드만이 가지는 특

성이며 응답자 수가 단 한 명에 불과하여 개인사

용자가 요시 느끼는 변수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단되었기 때문에 업지원을 제외한 5개

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테스트에 사용된 변수 별 

정의는 <표 1>와 같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 이 가지는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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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럿 테스트 측정 변수

특성 본 연구 정의 참고문헌

근성 √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시공간을 넘어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 
어 리 이션에 근 가능한 것

[3, 28]

장용량 √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확  는 축소된 형태로 장 기능을 활용 
가능하며 추가  하드웨어의 구매 없이 확  축소 가능 [9, 15]

신뢰성 √ 클라우드 컴퓨  제공자( 랜드)에 한 믿음의 정도 [7, 36]

인지된
용이성 √

클라우드 컴퓨 을 사용함에 있어 배우기나 활용이 쉬운 정도 [24, 37]

가용성 √
모든 자원이 웹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시스템 작동에 
한 안정성 정도, 백업 서버 구비 등

[15, 27]

업지원 클라우드상에서 문서를 다른 사용자와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정도 [3, 17]

종속성
클라우드 컴퓨  벤더를 변경 후 데이터 이동시 어 리 이션의 호환이 
되지 않아 특정 랜드에 데이터가 종속되는 정도

[15, 18]

성 클라우드를 통해 사용자 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도 [29, 31]

신축성 변화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따른 서비스 처리 능력의 유연성 정도 [17, 18]

효율성 공간  제약의 감소로 인한 업무(문서) 작업의 효율성 정도 [9, 13]

보안성 내부 정보 유출  악용 가능성이나 외부 으로부터의 안정성 정도 [10, 15]

과 련된 문헌검토와 일럿 테스트를 통해 개인

용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특성요인을 도출하

고 어떠한 변수들이 사용의도에 향을 주는지를 

악하고자 한다. 한 기업환경과 달리,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  특성요인과 사용의도간의 계에

서 사회  향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도 살펴

보고자 한다. 이에 [그림 1]과 같은 개념  연구모

형을 제시하 다.

[그림 1] 연구 모형

3.1.1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특성과 사회  

향의 계

IT 기술 개발의 진보는 이를 빠르게 수용하는 이

용자들을 통하여 주변인들까지의 사용을 유도 시

키고 있다. 정보통신 기기의 웹 라우징 서비스

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향

력이 형성되기도 하며[2], 정보통신 기기가 가지는 

특성들이 사회  향 요인과의 련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12].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이론  근거를 토 로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특성이 사회  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H1：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특성은 사회  향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1： 근성은 사회  향의 형성에 유의한 향

을 미칠 것이다.

H1-2： 장용량은 사회  향의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3：신뢰는 사회  향의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4：인지된 용이성은 사회  향의 형성에 유

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1-5：가용성은 사회  향의 형성에 유의한 향

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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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특성과 사용 

의도의 계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특성  하나의 장

은 속가능한 정보통신기기만 있다면 언제 어디

서나 사용 할 수 있다는 이다[32]. Lin  and Lu 

[26]은 웹 서비스 사용에 있어 언제나 빠른 응답시

간과 빠른 속을 매우 요한 요소라고 제시하

다. 뿐만 아니라 Looney et al.[28]는 정보통신기기

로 시간,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근 할 수 

있는 정도가 높다면, 해당 서비스의 사용에 정

인 향을 다고 주장하 다. 즉, 근성이란 

시간과 장소에 간섭 받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클

라우드에 속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이 시간, 공간의 제

약을 벗어나 빠르게 속 할 수 있는 근성에 

한 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용 의도가 높게 발

생한다고 기 할 수 있다.

장공간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클라우드 컴

퓨 의 장공간은 확장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짧은 시간 단 로 비용을 지불하여 추가 인 자원

을 사용할 수 있고, 더 이상 자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의하 다[38]. 이

러한 특징은 사용자가 물리 인 장장치를 가지

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라지게 해 다. 즉, 

작업 공간이나 장 용량을 하여 개인용 클라우

드 컴퓨 을 사용하는데 의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제공자는 사용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감

소시키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시스템 기

반기술  운 자의 보안 련 인식 제고 등 제반 

사항을 구축하여야 하며 고객의 정보  데이터를 

리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

다[7]. 한, Subashini and Kavitha[34]은 클라우

드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 한 보안에 

한 우려를 느끼거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하여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 해당 서비스를 사용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다. 박선주 외[4]는 클라우

드 컴퓨  서비스 제공업체에 한 신뢰성은 정보

유통 경로가 투명하며 랜드 인지도가 강력할 수

록 신뢰가 높아지고 사용 발생이 많아진다고 하

다. 즉, 신뢰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시 사용자가 

제공자의 랜드 인지도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

보나 외부의 해킹 등으로부터 안 하다고 여기는 

정도이며, 신뢰성 정도가 강해질수록 사용 의도가 

증가한다고 기 할 수 있다.

인지된 용이성은 그 동안의 많은 기술 수용 연

구에서 사용의도에 직 으로 유의하거나 사용의 

유용성을 통하여 간 으로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다[1, 24]. 웹 기반의 시

스템들은 상호간 연동이 향상되어 기존의 시스템

보다 사용이 쉽기 때문에, 결과 으로 시스템의 

사용이 쉽다면 사용자들은 클라우드 컴퓨 의 사

용 의도가 발생한다고 기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 은 데스크탑 뿐만이 아닌, 스마

트 폰 등의 여러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다방면에

서 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앙 서버에 

정보가 집 되는 클라우드 컴퓨 의 특성상, 제공

되는 자원을 끊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27]. 

즉, 가용성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시스템 작동에 

한 안정성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때문에 웹으

로 제공되는 자원에 하여 안정 으로 자원을 활

용할 수 있는 가용성이 높을수록 사용의도가 발생 

한다고 기 할 수 있다.

사용 의도는 기술에 한 실제 사용 행 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정 기술을 지속 이고 정

기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이다[35]. 이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 의도(Intention to use)에 

한 정의를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컴퓨 이 가지

는 특정한 요인에 의하여 클라우드 컴퓨 을 이용

하고자 하는 의도로 정의하고 클라우드 컴퓨 의 

특성과 사용의도 간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H2：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특성은 사용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H2-1： 근성은 사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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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조작  정의  련 연구

변수 조작  정의 련연구

근성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서비스 사용에 있어 빠른 응답시간과 빠른 속의 정도 [3, 28]

장 용량
사용한 만큼 지불(Pay-as-you-go)서비스 체제 하에서 실시간 수요에 맞춰 통 인 
데이터 방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여 확  는 축소된 형태로 
장 기능을 활용하는 형태

[9,15]

신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자의 랜드 워 정도를 통해 개인정보 
보안에 한 능력을 믿는 정도

[7, 36]

인지된 용이성
사람이 특정 정보기술을 사용할 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

[20, 37]

가용성
클라우드 제공자가 네트워크나 서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용자에게 지속 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3, 15]

사회  향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특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 환경이나 
사용자 주변 사람들에 해 받은 향 등을 의미하는 사용자 주변의 사회  요소

[14, 37]

사용의도
사용자가 어떠한 기술을 정기 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 에 한 즉각 인 
결정 요소

[19, 20]

것이다.

H2-2： 장용량은 사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

칠 것이다.

H2-3：신뢰는 사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

이다.

H2-4：인지된 용이성은 사용 의도에 정(+)의 향

을 미칠 것이다.

H2-5：가용성은 사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1.3 사회  향과 사용의도와의 계

Ajzen[14]은 사회  향이란 정보시스템을 사

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이 사용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한 인식

이며, 이러한 인지가 행동 의도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 다. 즉, 사회  향은 개인용 클라우

드 컴퓨  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주  사람들

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인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

다.

H3：사회  향은 사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  정의  조사 설계

3.2.1 변수의 조작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7개의 변수에 한 조작  

정의와 련 연구 설명은 <표 2>에 제시하 다.

3.2.2 조사 설계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하여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을 사용한 경험이 있거나 재 사용 인 20 

～30 의 학생과 클라우드 컴퓨 에 한 연구

를 진행 이거나 사용 인 학원생을 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기간은 2012년 8월 19일～2012년 8월 31일 

까지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 으며, 이  불성

실하게 응답한 75부를 제외한 325부를 유효표본으

로 SPSS 18.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기   신

뢰성 분석을, AMOS 18.0을 통해 타당성  구조

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4. 실증 분석

4.1 표본의 인구통계  특성

본 연구에 이용된 325명의 응답자에 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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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 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여자

209
116

64.3%
35.7%

연령

21～30세

31～40세
41～50세

11～20세

143

128
46

8

44.0%

39.4%
14.2%

2.4%

학력
문  졸
학교 졸

학원 이상

20
267

38

6.1%
82.2%

11.7%

직업

학생
회사원

사업가

기타
무직

167
72

37

35
14

51.4%
22.2%

11.4%

10.8%
4.2%

주사용

서비스

Naver N Drive

Google Drive
KT Ucloud

LG U+box

Daum Cloud

135

108
51

18

13

41.5%

33.2%
15.7%

5.5%

4.1%

먼  성별은 남자가 209명(64.3%)로 여자 116명

(35.7%)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

령은 21～30세가 143명(44.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1～40세가 128명(39.4%), 41～50세가 

46명(14.2%), 11～20세가 8명(2.4%)의 순으로 나타

났다. 학력은 학교 졸이 267명(82.2%)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학원 이상 38명(11.7%), 문  

졸이 20명(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학생이 

167명(5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 

72명(22.2%), 사업가 37명(11.4%), 기타가 35명(10.8%), 

무직이 14명(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사용 서

비스는 Naver N Drive가 135명(41.5%)로 가장 많

았으며 다음으로 Google Drive 108명(33.2%), KT 

Ucloud 51명(15.7%), LG U+ box18명(5.5%), Daum 

Cloud 13명(4.1%)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변수의 요인화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단 의 집 타당성을 검

증하기 하여 구성개념들에 한 확인  요인분

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을 실시 

하 으며 한, 어떠한 개념을 반복 측정했을 때 

일 성 있는 결과를 보이는 정도를 의미하는 신뢰

성 측정을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  일

성법 심으로 분석하 다.

확인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측

정모형에 한 합도 지수는 χ2 = 759.432(p = 

.000, df = 303), GFI = .857, AGFI = .821, CFI = 

.920, TLI = .907, IFI = .920, RMR = .036으로 나

타났다. 일반 으로 GFI, AGFI, CFI, IFI, NFI, 

TLI는 0.9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 

RMR은 0.05보다 작고 0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GFI와 AGFI가 권장 기 치를 넘지 못하

지만 이 두 값은 표본 특성에 기인한 비일 성

(Inconsistencies)으로 인하여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 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를 권고

하고 있다[5]는 을 볼 때 모델이 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모든 요인들이 좋은 요인 

부하량을(λ > .50)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t-val-

ue(비표 화계수/표 오차)역시 ±1.965 이상으로 

유의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CCR과 AVE값

이 권장하는 기 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

어 볼 때 구성개념들간의 측정모형에 한 합도

는 문제가 없다고 단하 다.

본 연구의 가설 검정에 이용될 잠재변수는 총 7

개 이며,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측정변수는 근성, 

장용량, 신뢰, 인지된 용이성, 가용성, 사회  

향, 사용의도로 이루어져 있다. 

분석 결과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측정항목의 신뢰

도 지표는 Cronbach’s α 계수가 모두 0.7 이상의 상

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양호

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값이 0.5 이상, 개

념 신뢰도 값은 0.881～0.980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나 집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단 할 

수 있다[5]. 

다음으로 구성개념간 별타당도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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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체 확인  요인분석 결과

구성개념 측정항목 표 화 요인 재량 t-value CCR AVE

근성

(α = .957)

근성 1

근성 2
근성 3

근성 4

.899

.970

.926

.896

25.320
***

27.716
***

31.531
***

-

0.943 0.807

장용량

(α = .797)

장용량 1

장용량 2

장용량 3

.624

.821

.835

11.108
***

14.431
***

-

0.890 0.732

신뢰

(α = .845)

신뢰 1

신뢰 2

신뢰 3

신뢰 4

신뢰 5

.656

.747

.747

.706

.756

11.137
***

12.679
***

12.675
***

12.000
***

-

0.928 0.721

인지된 용이성

(α = .827)

인지된 용이성 1

인지된 용이성 2

인지된 용이성 3

인지된 용이성 4

.814

.834

.844

.808

16.157***

16.638***

16.896***

-

0.928 0.762

가용성

(α = .805)

가용성 1

가용성 2

가용성 3

.571

.858

.887

10.478
***

15.485
***

-

0.896 0.748

사회  향

(α = .896)

사회  향 1

사회  향 2

사회  향 3

사회  향 4

사회  향 5

.837

.874

.798

.826

.644

12.493
***

12.873
***

12.059
***

12.374
***

-

0.918 0.694

사용의도

(α = .813)

사용의도 1

사용의도 2

사용의도 3

.701

.733

.917

13.775***

14.560***

-

0.88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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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 값이 구성개념간 상 계수의 제곱 값(φ2)보

다 큰지의 여부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은 별타당

도를 평가하는 가장 엄격한 방법이다[21]. <표 4>

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개념에 해서 AVE 값이 

개념간 상 계수의 제곱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

나 별타당성 역시 입증되었다.

4.3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변수는 7개이

며, 그  외생변수는 5개 내생변수가 2개 이다. 연

구모형의 분석에는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

과 최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에 의한 추정법이 사용되었다.

연구 모형의 합도는 χ2 = 759.432(p = .000, df 

= 303), GFI = .857, CFI = .920, TLI = .907, IFI = 

.920, AGFI = .821, RMR = .036로 나타났다. 카이

제곱(χ2)검정은 그 값이 크면 합하지 않다는 결론

이 도출되지만 카이제곱 정은 모델을 채택할 충

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이 아니다. 일반 으로 모델

을 채택하기 한 합도 지수의 기 은 GFI, CFI, 

TLI, IFI, AGFI 0.9 이상, RMR 0.05 이하이다. 본 

연구 모델의 GFI와 AGFI는 0.9에 약간 미치지 못

하 으나, CFI, TLI, IFI, RMR 값이 합도 지수의 

기 을 상회하고 있다. 한, GFI와 AGFI가 표본 

특성에 기인한 비일 성(Inconsistencies)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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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체 구성개념의 별 타당성 검증

1 2 3 4 5 6 7

근성

장용량

신뢰

인지된용이성

가용성

사회  향

사용의도

(.808)

.029
**a

.030**

.047
**

.032
**

.098**

.098
**

 

(.732)

.010

.177
**

.033
**

.021**

.129
**

 

 

(.721)

.168
**

.022
**

.022**

.124
**

 

 

 

(.762)

.147
*

.004

.211
**

 

 

 

 

(.748)

.021**

.199
**

 

 

 

 

  

(.694)

.079
**

 

 

 

 

 

 

(.714)

 *** p < .001, ** p < .01, * p < .05 ( )：AVE 값, a：r2(상 계수 제곱：SMC)값임.

하여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으로부

터 자유로운 CFI(Comparative Fir Index)를 권고

하고 있는 을 감안한다면[5], 본 연구의 CFI 지

표 값이 .920으로 나타나 모델 합 지수는 수용 가

능한 수 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설 1은 클라우드 컴퓨

 특성과 사회  향의 형성 간의 계를 설명하

는 것이다. 먼 , 가설 H1-1의 ‘ 근성은 사회  

향의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설은 경로계수가 .142(t-value = 2.314,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가설 H1-2의 ‘ 장용량

은 사회  향의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

다’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172(t-value = 1.882,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기각되었다. H1-3의 ‘신

뢰는 사회  향의 형성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

이다’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140(t-value = 1.972,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H1-4의 ‘인

지된 용이성은 사회  향의 형성에 유의한 향

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164(t- 

value = 2.258,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

다. H1-5의 ‘가용성은 사회  향의 형성에 유의

한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157(t-value = 2.230,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지

지되었다.

가설 2는 클라우드 컴퓨  특성과 사용 의도와

의 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먼  H2-1의 ‘ 근성은 

사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

설은 경로계수가 .140(t-value = 2.866, p < .01)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H2-2의 ‘ 장용량은 사

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은 경로계수가 .227(t-value = 3.089, p < .01)로 나

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H2-3의 ‘신뢰는 사용 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경

로계수가 .181(t-value = 3.161, p < .01)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H2-4의 ‘인지된 용이성은 사용 

의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195(t-value = 3.337, p < .01)로 나타

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H2-5의 ‘가용성은 사용 의

도에 정(+)의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경

로계수가 .306(t-value = 3.161, p < .01)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  향과 사용의도간의 계를 

설명하는 H3은 경로계수가 .120(t-value = 2.390, 

p < .05)로 나타나 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 이용된 연구단  간의 구조방정식 모

형 분석결과는 [그림 2], <표 6>와 같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사회  향의 

통계  유의성 검정을 해 Sobel의 매개 효과 유의

성 검정을 실시하 다.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Sobel 

test는 독립변수인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특성 5

개 요인이 매개변수인 사회  향으로 가는 경로

를 a, 매개변수인 사회  향이 종속변수인 사용

의도로 가는 경로를 b라 할 때, 경로 a, b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는 방법이며 Z값이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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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설 검증 결과

<표 6> 체 연구단  간의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경로
표 화

계수

표

오차
t-value 결과

H1-1
H2-1

근성 →
사회  향
사용 의도

.142

.140
.030
.032

2.314
*

2.866**
채택
채택

H1-2

H2-2
장용량 →

사회  향

사용 의도

-.172

.227

.087

.094

-1.882

3.089
**

기각

채택

H1-3

H2-3
신뢰 →

사회  향

사용 의도

.140

.181

.071

.077

1.972*

3.161
**

채택

채택

H1-4
H2-4

인지된 용이성 →
사회  향
사용 의도

.164

.195
.063
.068

2.258
*

3.337***
채택
채택

H1-5

H2-5
가용성 →

사회  향

사용 의도

.157

.306

.054

.060

2.230
*

5.351
***

채택

채택

H3 사회  향 → 사용 의도 .120 .068 2.390**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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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Sobel Test 분석 결과

변수간의 향 계 z값

근성 → 사회  향 → 사용의도 1.65

장 용량의 합성 → 사회  향 → 
사용의도

-1.47

인지된 용이성 → 사회  향 → 사용의도 1.64

신뢰성 → 사회  향 → 사용의도 1.53

가용성 → 사회  향 → 사용의도 1.63

이상이어야 한다.

  ×
× 

a：

b：

sa：
sb：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간의 경로 비표 화 계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경로 비표 화 계수

a의 표 오차

b의 표 오차

[그림 3] Sobel Test 계산식

Sobel test를 통해서 본 매개효과 검정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회  향의 매개효과는 Z값이 

모두 ±1.965 이하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다. 

때문에 사회  향은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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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5가지 요인과 사용의도간의 계에서 매개효과

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시사

본 논문은 사용자의 사용의도를 형성 하는데 있

어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의 특성요인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  특성과 

사회  향, 개인 사용자의 사용의도가 어떠한 

향 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

를 통한 분석결과와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클라우드 컴퓨 의 특성은 사용의도에 모

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용성은 사용의도에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

데, 이것은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사용자가 특

정 랜드의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 장이나 

쉬운 사용에 한 기능보다 끊이지 않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가용성을 더욱 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타낸다. 한, 정보시스템 사용자는 구나 

정보시스템을 쉽게 사용하고 싶어하지만, 기업사

용자의 경우 경비 감을 우선시 한다. 기업사용

자의 경우 시스템이 배우기에 용이하지 않더라도 

꾸 한 교육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개인 사용자

는 서비스가 어려울 경우 굳이 하나의 서비스를 

배움에 있어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고 배우기 쉽지 않은 서비스라면, 타 

서비스로 쉽게 환할 수 있다. 때문에 인지된 용

이성 역시 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둘째,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의 특성  근

성, 신뢰, 인지된 용이성, 가용성이 사회  향 형

성에 련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 이 가지는 특성이 아직 클라우드 컴퓨 을 

사용하지 않는 잠재 소비자를 사회  향에 의하

여 사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할 수 있

다. 한편, 장 용량의 합성은 사회  향의 형

성에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용 클라

우드 컴퓨  사용자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랜드

를 동시에 사용하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5가지

의 특성  장 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은 타 

랜드로 체가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를 들어, A라는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

체가 장 용량은 매우 낮지만 타 랜드 보다 우

수한 가용성을 지니고 B라는 개인용 클라우드 컴

퓨  제공업체는 장 용량은 매우 높지만 근성, 

가용성 등이 히 낮다고 가정해 본다면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A를 선택하고 장 용량을 

체하기 하여 USB, 외장 하드 등의 선택이 가능

하다.

셋째, 사회  향이 사용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사회  향은 해당 사

용자가 주변의 환경이나 자신이 요하게 생각하

는 제 3자에게서 받는 인지된 압력이다. 이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용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실

증 으로 입증하 다. 넷째, 사회  향이 가지는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

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과 연계된다. 사회  

향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서 지 나 권력 등의 

차이가 있을 때 는 고 로부터 권력이 없는 

자는 있는 자로부터 압력을 받아 자신이 싫어도 

동조되어가는 압력이 가해진다. 하지만 사회  

향은 특정 지 나 특권이 차이가 없는 경우 의사

나 행동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다. 본 연구의 

상은 학생이다. 이는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의 

특성이 사회  향을 형성하고 사회  향이 사

용의도에 해 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개인

용 클라우드 컴퓨 의 특성이 사회  향을 매개

로 사용의도에 향을 미칠 만한 권 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회  향이 매

개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한 학문  시사 은 기존의 기업용 

클라우드 컴퓨  환경에 한 연구에서 벗어나 개

인용 클라우드 컴퓨 의 사용에 향을 주는 특성

요인을 사용자 에서 도출하 다는 이다. 최

근 국내 클라우드 컴퓨  시장의 개인사용자에 

한 서비스 제공의 요성이 부각되었지만, 개인사

용자에 한 연구는 미미하 다. 이에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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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이 가지는 특성을 제

공함과 더불어 어떠한 요인들이 클라우드 컴퓨  

사용을 결정짓는지에 한 이론  지표를 제시할 

수 있었다. 한, 정보통신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  향이 형성될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기존에 독립변수로 사용 되어 왔던 사회  향이

라는 변수가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의 특성에 의

해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실무  시사 을 살펴본다면 해외 시장과 

달리, 정보시스템의 구성이  개인화에 맞추어 

가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요한 요소와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다. 시장조

사업체인 ‘포 스터 리서치’ 는 ‘개인용 클라우드’ 

부문은 장치 심에서 정보 심으로 변화하는 개

인 컴퓨 이라 말하며,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들은 

개인용 클라우드를 통해 하나로 합해질 것이다 라

고 하 다[23]. 차 개인화 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좀 더 편리한 근성, 가용성, 정보에 한 

신뢰성 요소들이 개인사용자의 클라우드 컴퓨  

사용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직은 형기업만이 진입해 있는 개인용 클라우

드 컴퓨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려는 기업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주요 평가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개

인용 클라우드 컴퓨  서비스의 확산과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시사 을 받

아들임에 있어서 몇 가지 한계 을 고려하여야 하

며, 한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고 보다 포

인 정보를 제공하기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의 후

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첫째, 수집된 325부의 설문지는 주로 학생  

학원생들로 한정이 되어 있기에 체 인 개인

용 클라우드 사용자 특성으로 일반화 하기에는 제

약 이 있을 수 있다.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의 

보 이 반 단계에 진입하 음을 고려하면 보다 

다양한 연령층으로 보편 인 확산이 이루어 졌을 

때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둘째,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의 사용에 향을 

주는 개인 사용자의 특성(인구 통계학 , 사용동기 등) 

등의 다른 외  요인과의 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

기에 향후 이러한 연구도 진행되기를 기 해 본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만이 아닌 비사용자의 클라우

드 컴퓨 에 한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이를 통

한 다양한 연구들이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

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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