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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Daum클라우드, 네이버 N드라이브, 구글드라이브, 

드롭박스, 마이크로소프트 SkyDrive, 애플 iCloud 등과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개인 사용자의 선호요인 및 해당 요인들이 클라

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의도로 연결되는 구조적 영향 관계를 분석하

는 것이다. 기존 연구 문헌 및 사용자 파일럿 설문을 통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한 속성으로 저장용량(무료저장용량), 

인지된 비용(용량확장 비용), 협업성(파일공유 기능), 접근성(모바일 접

속 기능), 사회적 영향력(주변 사람들의 사용 정도), 인지된 보안(보안 

관련 신뢰 정도)의 6가지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컨조인트 분석 결과 6

가지 속성 모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속성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수용이론의 

TAM 모형을 적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로서 무

료저장용량에 대한 만족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추가용량구입비용에 대해 느끼는 가치는 인

지된 유용성에만 정(+)의 영향을 미쳤다. 공유기능을 통해 협업하는 정

도는 인지된 유용성에만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다양한 장치로 장소

에 상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사용용이

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와 보안



iv 

 

성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만 정(+)의 영향을 미쳤

다. 매개변수로서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클라우드 스토

리지 서비스 수용의도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구조

방정식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만으로 구성한 모형으로 최종 

수용의도(BI)로의 총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컨조인트 분석에서의 상

대적 중요도와 비교하였다. 두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속성

은 공통적으로 접근성 이었으며, 2 - 3 순위는 순서는 다르지만 무료저

장용량 및 협업성이 차지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더 진일보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 회사의 서비스간 상호호환성에 

기반한 통합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할 것이라는 함

의를 찾을 수 있었다. 두 분석 방법론에서 접근성과 협업성을 경제적 카

테고리로 묶고, 저장용량과 인지된 비용을 기술적 카테고리로, 사회적 

영향력과 인지된 보안을 환경적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는 일치하였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그리고 

그 뒤로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시사점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더욱 개선, 발전 

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제안해 보았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

비스를 대상으로 컨조인트 및 구조방정식 분석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같이 비교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컨조인트, 구조

방정식, 사용자 선호  

학  번 : 2012-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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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인류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을 꼽는다면 19세기

의 산업혁명, 20세기의 컴퓨터의 발명, 그리고 21세기 인터넷 및 통신기

술의 발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 통신채널의 속도는 1년에 2배가 증가한

다는 길더의 법칙이 설명하듯 컴퓨터는 그 발전의 속도가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으며 통신 기술 또한 유선 통신의 바탕 아래에서 더욱 진보

된 무선 통신 기술이 그 발전의 속도를 더 하고 있다(노훈 & 이재욱, 

2001; 이기식, 2004). 그러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전이라

는 배경 속에서 등장한 컴퓨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클라우

드 컴퓨팅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소프트웨어 자원, 플랫폼 자원, 또는 

컴퓨팅 자원 등의 IT 자원을 각각의 End-User가 직접 구비 후 사용하

는 것이 아닌 해당 IT자원을 서비스하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때에 필요

한 부분만큼을 마치 임대하는 방식으로 그 무형의 서비스 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박상철 & 구철모, 2012). 이는 컴퓨터 소프트

웨어/하드웨어의 발전, 그리고 각 사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회사

를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통신 기술 및 인프라의 토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 IT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만이 사용

하는 기술로 느껴지고 조금 생소한 단어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이미 상당 

수의 사람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서비스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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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홍예슬, 강서연, & 김승인, 2012; Cohen, 2012). 클라우드 컴

퓨팅 서비스 중 보통의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유용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들 수 있을 것

이다(홍예슬 et al., 2012).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

팅 중 SaaS (Software As a Service)에 속하는 형태로 CSP (Cloud 

Service Provider)가 제공하는 가상의 저장 공간에 사용자의 각종 데이

터를 저장하고 인터넷과 연결되는 컴퓨터, 무선통신 장치에서 해당 데이

터의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저장 공간(Storage)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고 생각될 수도 있

지만 각 회사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저장

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또한 소프트웨어적인 다양한 기능을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SaaS의 하나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한영춘 

& 심수진, 2013; 홍예슬 et al., 2012). 

사용자들에게 친숙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 Daum클라우드, 네

이버 N드라이브, 구글드라이브, 드롭박스, 마이크로소프트 SkyDrive, 애

플 iCloud 등을 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무료저장 용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용량 구매에 대

해서 일정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각 회사 별로 제공되는 무료저장 용량 

및 추가 용량 구매 비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각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

스 제품별로 사용자들에게 어필하는 특화된 기능이 있다. 가령 무료제공

용량이 매우 큰 제품,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공유된 문서에서 작업 할 

수 있는 제품, 멀티미디어 파일에 대한 Streaming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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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이메일/커뮤니티 서비스가 같이 제공되는 제품 등과 같이 제품별

로 다른 회사의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기능들이 있다(Hamburger, 

2012).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주요한 속성, 기능들을 구분하고 

사용자의 관점에서 각 속성, 기능들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서비스의 수용에 있어서 각 속성들의 구조적 영향관계가 어떠한

지를 밝히는 것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어서 큰 시사

점을 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1.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도입에 대한 논문들은 많이 있지만 컨조인트 

방법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를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다. 

Anandasivam, Best, and See (2010)는 Infrastructure Cloud 

Service(IaaS)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분석하였으며 Giessmann and 

Stanoevska-Slabeva (2013)는 Platform Cloud Service(PaaS)에 대

한 개발자의 선호요인을 컨조인트 분석하였다. 하지만 아직 Software 

Cloud Service (SaaS)에 대한 사용자 선호에 대해서 컨조인트 방법론

을 사용한 연구는 없으며, 본 논문에서는 SaaS 중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개인 사용자의 선호를 컨조인트 분석을 사용하여 알아보

고자 한다. 그리고 각 요인들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관계를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파악해 볼 것이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Daum클라우드, 네이버 N드라이브, 구글드라이

브, 드롭박스, 마이크로소프트 SkyDrive, 애플 iCloud 등과 같은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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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개인 사용자의 선호요인 및 해당 요인들이 

서비스 수용 의도로 연결되는 구조적 영향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

에 대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RQ1: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주요한 속성(요인)은 무엇인가? 

▪  RQ2: 개인 사용자들이 각 속성에 대해서 느끼는 상대적 중요도 및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은 어느 정도인

가? 

▪    RQ3: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이 클라우

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1.3 연구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개인 사용자의 선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한 컨조인트 분석 방법론을 사용

하였다. 먼저 기존 연구 문헌 및 사용자 파일럿 설문을 통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한 속성 6가지를 추출하였으며, 각 속

성에 대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적합한 수

준을 선정하였다. 이를 SPSS 20 통계 패키지의 직교계획 기능을 사용

하여 16개의 제품 대안카드를 만들었으며 이를 4개씩 묶어서 한 개의 

세트를 구성하여 한 세트에 4개의 제품 대안카드가 들어간 총 4개의 세

트를 정하였다. 최종 설문에 사용할 세트를 구성하기 전에 총 3번의 컨

조인트 파일럿 설문을 실시하여 설문 방법 및 각 속성의 수준(Level)값

을 결정하였다. 총 16개의 제품 대안카드를 응답자에게 한번에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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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16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파일럿 설문을 실시하

여 보았지만 너무 많은 제품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은 응답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고 정확한 응답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에 4개의 제품에 대해

서 1~4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을 총 4번 수행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설문 응답 데이터는 NLogit4.0 프로그램으로 순위로짓(rank-ordered 

logit) 모형에 적용하여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은 분석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속성의 수

준이 각기 다른 제품 대안들을 제시하고 응답자가 그 대안 들에 대한 선

호 정도를 답하여 그를 바탕으로 각 속성이 사용자의 효용에 미치는 정

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직관적인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수치

화 하기 힘든 모호한 속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힘들고, 각 속성이 사용자

의 최종 선택, 사용 의도로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변수 간의 영향력 및 

그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컨조인트 분석에서의 6개의 속성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

스 수용의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수용이론

의 TAM 모형을 적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병행하였다. 설문지에서 

컨조인트 설문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을 넣어 동일

한 설문 대상에 대해서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의 응답 데이터를 수집하였

고, AMO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

다. 

 설문 대상은 최신 IT기술의 사용에 익숙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

스를 사용해본 경험과 사용 횟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0~40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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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IT관련 직종의 회사원으로 선정하였다. 

컨조인트 설문의 특성상 온라인, 모바일 설문의 구현에 어려운 점이 있

어서 지면 설문지와 e-mail을 통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

적, 연구 질문과 함께 연구 방법 및 구성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클라우

드 컴퓨팅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컨조인트 분석, 그리고 기술수

용이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정리한다. 3장은 연구설계에 대한 

부분이며, 먼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6가지 요인을 선정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한다. 그리고 컨조인트 연구 모형 및 가설을 제시하

고 각 속성 및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설문에 사용될 제품 

대안 세트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마찬가지로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 및 

가설을 보여주고 설문에 있어서의 변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기술한

다. 4장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의 수집 내역 및 표본의 특성에 대

해서 먼저 정리한다. 그리고 컨조인트 연구 모형에서의 각 변수의 계수 

추정 결과값 및 그 통계적 유의도를 보여주고, 그를 통해 산출한 각 속

성의 상대적 중요도, 한계지불의사액 추정치 및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

한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한 신뢰성 및 확인요인 분석 결과

와 함께 경로분석에 의한 변수간 인과관계 측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만으로 구성된 구조방정

식 모형에서 각 요인이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도를 산출하고 이를 컨

조인트 분석을 통한 결과와 비교해 본다. 5장은 결론 부분으로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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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요약하고 결론 및 시사점을 서술하며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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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Cloud computing is a model for enabling ubiquitous, convenient, 

on-demand network access to a shared pool of configurable 

computing resources (e.g., networks, servers, storage, applications, 

and services) that can be rapidly provisioned and released with 

minimal management effort or service provider interaction.”(Hogan, 

Liu, Sokol, & Tong, 2011, p. 14) 

즉,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기

타 서비스 등의 공유된 자원을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대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또한 NIST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아래의 3가지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로 분류하고 있다. 

 

[표 1]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 

Model Description 

Cloud Software as a 

Service (SaaS). 

‚The capability provided to the consumer is to 

use the provider’s applications running on a cloud 

infrastructure. The applications are accessible 

from various client devices through a thin client 

interface such as a Web browser (e.g., Web-

based email). The consumer does not manag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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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the underlying cloud infrastructure 

including network, servers, operating systems, 

storage, or even individual application capabilities,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limited user-

specific application configuration settings. ‛ 

(Hogan et al., 2011, p. 15) 

Cloud Platform as a 

Service (PaaS). 

‚The capability provided to the consumer is to 

deploy onto the cloud infrastructure consumer-

created or acquired applications created using 

programming languages and tools supported by the 

provider. The consumer does not manage or 

control the underlying cloud infrastructure 

including network, servers, operating systems, or 

storage, but has control over the deployed 

applications and possibly application hosting 

environment configurations.‛ (Hogan et al., 2011, 

p. 15) 

Cloud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 

‚The capability provided to the consumer is to 

provision processing, storage, networks, and other 

fundamental computing resources where the 

consumer is able to deploy and run arbitrary 

software, which can include operating systems and 

applications. The consumer does not manage or 

control the underlying cloud infrastructure but has 

control over operating systems, storage, deployed 

applications, and possibly limited control of select 

networking components (e.g., host firewalls). ‛ 

(Hogan et al., 2011, p. 15) 

 

 요약해보면, Cloud Software as a Service(SaaS) 란 클라우드 내에서 

실행되는 CSP(Cloud Service Provider)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용자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서버, OS, 스토리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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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 등과 같이 가볍게 접속 가

능한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만 사용하게 된다.  

Cloud Platform as a Service (PaaS)란 cloud infrastructure 위에서 

CSP가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툴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만든, 

또는 획득한 어플리케이션을 배치하여 개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Cloud Infrastructure as a Service (IaaS)란 CPU, 스토리지, 네트워크 

또는 그 외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 안에 자신의 

임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쓸 수 있다. 물론 사용자는 그러한 컴퓨

팅 인프라(infrastructure)를 사용만 할 뿐, 따로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는 않는다.  Zhang, Cheng, and Boutaba (2010)는 이 세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그림 1]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 

출처: Zhang et al. (201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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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에 대한 해외 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2]

와 같이 여러 방법론이 적용되어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그

룹미팅, 개별 인터뷰의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나 요인분석 방법

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방법론 

Methodology 선행 연구 

Conjoint Analysis 

Hwang and Park (2007) 

Koehler, Anandasivam, Dan, and 

Weinhardt (2010) Anandasivam et al. 

(2010)  

Giessmann and Stanoevska-Slabeva 

(2013)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Nkhoma and Dang (2013)  

Wiedemann and Strebel (2011) 

Logistic Regression 

Chang, Hai, Seo, Lee, and Yoon (2013)  

Low, Chen, and Wu (2011)  

Tehrani (2013)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Y. C. Lee and Hanh (2012)  

S. G. Lee, Chae, and Cho (2013) 

Multiple Regression  D. H. Kim, Lee, and Park (2012) 

Qualitative study 

- Group Meetings 

- Interview Approach 

Trigueros-Preciado, Pérez-González, and 

Solana-González (2013)  

Lin and Chen (2012)  

Heinle and Strebel (2010)  

Bharadwaj and Lal (2012)  

Mangula, Weerd, and Brinkkemper (2012)  

Alshamaila, Papagiannidis, and Li (2013) 

Factor analysis 

Chang et al. (2013) 

D. H. Kim et al. (2012) 

Repschlaeger, Erek, and Zarnekow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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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et al. (2011)  

Tehrani (2013)  

Wiedemann and Strebel (2011) 

Discriminant analysis Repschlaeger et al. (2013) 

 

2.2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SaaS의 한 형태로서 CSP가 제공하는 가

상의 저장 공간에 개인 사용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

고 네트워크와 연결된 PC 및 모바일 장치에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스토리지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IaaS

로 생각될 수 있지만 단순한 저장 공간뿐 아니라 그에 접속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웹,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 등)와 데이터 파일 관

리 및 사용에 대한 여러 유용한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한다는 면

에서 SaaS로 분류된다. 

 현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국내, 국외의 여러 회사들에 의해서 

서비스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는 Dropbox, 

Google Drive, MS의 Skydrive, SugarSync, Daum클라우드, Naver N드

라이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무료저장용량을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용량을 확장하고자 했을 때 매월 추가 비용을 지불

하고 저장공간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각 회사별로 제공되고 있는 무료제

공용량, 용량확장비용, 그리고 다양한 기능 등을 아래 [표 3]에 정리하

였다.  

 

[표 3]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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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속성 
Dropbox 

Google 

Drive 
Skydrive SugarSync 

Daum 

클라우드 

Naver 

N드라이브 

무료제공용량 2GB 5GB 7GB 5GB 50GB 30GB 

용량확장가격 

$9.9/M: 

100GB 

$19.99/M: 

200GB 

$49.99/M: 

500GB 

$2.49/M: 

25GB 

$4.99/M: 

100GB 

$9.99/M: 

200GB 

$10/Y: 

20GB 

$25/Y: 

50GB 

$50/Y: 

100GB 

$7.49/M: 

60GB 

$9.99/M: 

100GB 

$24.99/M: 

250GB 

X 
5000원/M: 

100GB 

이메일, 커뮤니

티 서비스 
X O X X O O 

파일/폴더 공

유기능 
O O O O O O 

지원 플랫폼 PC&Mobile PC&Mobile PC&Mobile PC&Mobile PC&Mobile PC&Mobile 

다중 폴더 동

기화 
X X O O X O 

미디어 스트리

밍 
O X O O X O 

패스워드 보호 X X X O X X 

버전 트랙킹 O O O O O O 

출처: Hamburger (2012)의 내용을 활용하고 추가 구성함. 

 

국외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보다 Daum과 Naver 등의 국

내의 제품이 더 많은 무료 제공용량을 제공하고 있다. 용량을 확장하는

데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회사별로 다양하며, Daum의 경우 50GB의 

최대 크기의 무료제공용량을 제공해서인지 추가용량확장 옵션은 없다. 

Google과 Daum, Naver의 경우 이메일, 커뮤니티, 검색엔진, 포털 등의 

서비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기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만을 제공하

는 타 제품들에 비해 사용자에게 더 큰 유용성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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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품들이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같이 지원하고 있으며 파일/폴더 공

유, 버전 트랙킹 또한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다. 그 외 회사별로 

다중 폴더 동기화,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수용에 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며 대부분 기술수용이론(TAM, 

UTAUT)에 근거하여 구조방정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김상현 and 김

근아 (2011)의 연구에서는 UTAUT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개인의 모바

일 클라우드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개인 특성, 서비스 특성, 

시스템 특성으로 나누고 그들이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모바일 신뢰가 모바일 클라우드 사용의도 및 모바일 

클라우드 실제 사용에 작용하는 조절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박상철 

and 구철모 (2012)는 개인사용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의도 연구에

서 공유성과 호환성의 외부 요인을 UTAUT 모델에 적용하였다. 공유성

과 호환성에 대한 각각의 성과 기대감과 노력 기대감의 4개 요인이 클

라우드 성과 기대감, 클라우드 노력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최

종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의도에 전달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 하였

다. 박이슬 and 우형진 (2013)은 기술수용모델인 TAM과 보호동기이론

(PMT: Protection Motivation Theory)의 두 가지 모델을 융합하여 개

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TAM모델에서

는 개인의 심리적 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외부변수로 하여 인지된 유용

성과 인지된 용이성을 거쳐 종속변수인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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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보호동기이론(PMT)으로부터는 심

각성과 취약성을 추가하여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도에 직접적으

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2.3 컨조인트 방법론 

컨조인트 방법론은 1960년대에 수리 심리학(mathematical 

psychology)에서 개발되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마케팅조

사 기법의 하나로서 소비자의 진술선호 자료를 바탕으로 신제품 및 서비

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환경, 에너지, 의료 서비

스,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임종원, 박형진, 

and 강명수 (2001)은 컨조인트 분석을 ‚어떤 제품이 갖고 있는 속성 

하나하나에 고객이 부여하는 효용을 추정함으로써, 그 고객이 선택할 제

품을 예측하기 위한 기법‛(p. 273)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좀 더 구체

적으로 그 방법을 살펴보면 분석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한 속성(Attribute)을 선정하고 각 속성이 나타낼 

수 있는 수준(Level)을 만든다. 설문 응답자들의 정확한 선택을 위해서 

속성은 보통 5가지 이내로, 수준은 3가지 이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속성별 수준들의 조합으로 구성한 여러 제품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선

호를 물어 그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각 속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효용을 추정하게 된다. 설문 방법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호를 묻는 방

법은 가장 선호하는 하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제품 대안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매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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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제품 대안의 개수도 2개, 4개, 8개, 16개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설문에서의 너무 많은 제품 대안은 응답자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직교성을 만족하는 총 16개의 제품 

대안을 구성하였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한번에 제시하여 1~16의 우선순

위를 매기게 할 수도 있지만, 4개의 제품 대안을 한 세트로 하여 총 4개

의 세트를 구성하고 각 세트 내의 4개의 제품 대안에 대해서 1~4의 우

선 순위를 정하는 것을 네 번 질문 할 수도 있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컨조인트 방법론을 활용한 선행 연구는 [표 4]와 

같다. 

 

[표 4] 컨조인트 방법론을 사용한 선행 연구 

분류 저자 제목 세부 방법론 표본 수 

Cloud/Grid 

Computing 

Anandasivam 

et al. (2010) 

Customers’  Preferences 

for Infrastructure Cloud 

Services 

conjoint 

analysis 
65 

Giessmann and 

Stanoevska-

Slabeva 

(2013) 

What are Developers ’ 

Preferences on Platform 

as a Service? 

An Empirical Investigation 

adaptive 

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ACBCA) 

103 

Hwang and 

Park (2007) 

Decision Factors of 

Enterprises for Adopting 

Grid Computing 

rank-ordered 

logit 
38 

정보통신 

이종수, 김연배, 

이정동, and 박

유리 (2004) 

전환비용의 추정과 시장구조

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이

동통신 서비스 산업과 번호

이동성 제도를 중심으로 

순위로짓 500 

Min, Kim, Conjoint analysis for rank-order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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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and 

Sohn (2011) 

improving the e-book 

reader in the Korean 

market 

이종수, 안지운, 

이정동, and 신

혜영 (2003) 

컨조인트 분석방법을 이용한 

홈 유비퀴터스 네트워크 서

비스의 수요 분석 

순위로짓,  

다항로짓,  

이항로짓 

500 

기타 

최홍준 (2007) 온라인 콘텐츠의 컨조인트 

분석-Video on Demand 서

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순위로짓 180 

Sohn and Ju 

(2010) 

Conjoint analysis for 

recruiting high quality 

students for college 

education 

rank-order 308 

박유리, 김연배, 

이정동, and 이

종수 (2005) 

스팸메일의 사회적 비용: 진

술선호를 이용한 이메일 사

용자의 불편비용 추정 

순위로짓 537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컨조인트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Anandasivam et al. (2010)은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IaaS에 대한 속성과 수준을 

Operating System[Both, Windows, Linux], Price[$ 0.70, $1.10, 

$2.00], Support Level[Phone, Email, Documentation], Value-added 

Service[Firewall, Load Balancing, None], Performance[Guaranteed, 

Best effort], Availability[99.95%, 99.75%, 99.50%], Start-up 

time[Instant, Prolongated]으로 구성하여 컨조인트 설문을 실시하였고, 

각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수준 별 부분 가치를 산출하였다. 

 Giessmann and Stanoevska-Slabeva (2013)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Platform as a Service (PaaS)에 대해서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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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Online, SDK, None], Test Environment[Yes, No], 

Monitoring[Customizable, Predefined], Mobile Device Access via 

App[Full Control, Monitoring, None], Community 

Features[Business-Related Social Network, Knowledge Sharing, 

None] 등의 총 10개의 속성을 구성하여 adaptive choice-based 

conjoint analysis (ACBCA)를 활용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103

부의 응답을 바탕으로 각 속성별 상대적 중요도 및 수준별 부분 가치를 

구하였다.  

 Hwang and Park (2007)는 기업에서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의 도입을 결정하는 주요 속성으로서 Market share of the open grid 

system[25%, 50%, 75%], Open standard[Yes, No], Uncertainty in 

QoS[0%, 1%, 2%, 3%], Complexity in business model 

development[3 months, 6 months, 12months], Easiness 

Implementation[Customization, Out of box]을 구성하였고, 한국 Grid 

Business Association(GBA)의 회원사에서 근무하는 38명의 전문가 그

룹으로부터 수집된 컨조인트 설문 데이터에 순위로짓(rank-ordered 

logit)을 적용하여 각 속성에 대한 부분 효용 및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

하였다. 

 이종수 et al. (2004)은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에서의 번호이동성 제도

를 중심으로 전환비용의 추정과 시장구조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하였으며, 이동전화 서비스 전환에 있어서의 7가지 주요한 속성을 브랜

드[A, B, C], 고객 서비스[만족, 보통, 불만족], EVDO서비스[가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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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월 가격[4만원, 7만원, 10만원], 통화 및 접속 품질(실패)[없음, 보

통, 잦음], 번호이동성[번호유지 가능, 번호유지 불가능], 단말기 변경

[변경 필요 없음, 변경 필요]으로 구성하였다. 500명에 대한 설문응답 

자료를 순위로짓 방식으로 분석하여, 각 속성의 부분가치, 상대적 중요

도 및 한계지불의사액을 분석하였다. 

 Min et al. (2011)은 미국의 e-book 리더기가 아직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사람들이 e-book 리더기에 대해서 어떠한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컨조인트 분석을 활

용하였다. E-book 리더기에 대한 속성과 수준을 Additive multimedia 

function[DMB, Movie, Music], Access data[Wi-fi, Bluetooth, Wire], 

Touch screen[Resistive, Electrostatic, Unavailable], Form and 

graphic of display[E-ink, Mixing, TFT-LCD] 으로 구성하고 80명의 

20~30대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컨조인트 설문을 실시하여 각 속성과 

수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부분 가치를 산출하였으며, 선택 시물레

이션을 사용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e-book 리더기의 잠재적 수요를 예

측하였다. 

 이종수 et al. (2003)은 홈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속성 

및 수준을 외부네트워크 속도[5Mbps, 10Mbps, 20Mbps], 홈 서버기기

의 종류[디지털TV, PC, 게임기], 기기간 통신방식 [유선, 무선], 컨텐츠

[주택관리, 가전통합, 생활관련], 비용[5만원, 10만원, 15만원] 으로 구

성하고 5개의 대안 카드에 대해서 1~5의 순위를 매기는 순위로짓, 5개

의 대안 카드 중 가장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다항로짓, 그리고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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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중 가장 선호하는 카드와 실제 선택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통한 이

항로짓을 이용하여 홈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추정하고 비교하였다.  

 최홍준 (2007)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선호요인을 VOD(Video on 

Demand)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VOD 온라인 콘텐츠를 

장르[멜로, 트렌디, 사극/시대극], 연기자[청년층, 장년층], 부가서비스

[있음, 없음], 가격[300원, 500원, 700원]의 속성과 수준으로 구성하였

고, 이것이 조합된 총 9개의 프로파일을 추출 후 그에 대한 순위를 매기

는 컨조인트 설문을 통해서 각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수준에 따

른 부분 효용값을 산출하였다. 

 

2.4 기술수용이론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기술 및 그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

의 수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기술수용 연구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모델은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으로서 Davis (1986)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TAM은 

TRA(Theory of Reasoned Action)을 변형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정보 

시스템(Information System) 수용에 맞추어 특별히 고안한 모델이다

(Davis, Bagozzi, & Warshaw, 1989).  

 TAM 모형을 도식화 해보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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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출처: (Davis et al., 1989, p. 985) 

 

 TAM에서는 정보 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소로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들고 있다. Davis (1986)는 논문에서 이 두 가지 변수를 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 Perceived Usefulness: the degree to which an individual 

believes that using a particular system would enhance his or her job 

performance‛(p. 82) 

 ▪  ‚Perceived ease of use: the degree to which an individual 

believes that using a particular system would be free of physical 

and mental effort‛(p. 82) 

 

즉,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이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

와줄 수 있다고 믿는 정도(Perceived Usefulness)와 그 기술을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느냐의 정도(Perceived Ease of Use)에 의해서 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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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그 신기술 또는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

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Davis, 1989).  

 TAM이 제안된 이후로 그것을 적용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있었으며 

TAM 모형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수들을 추가하는 등의 변형된 모델 또

한 제시되었다. Venkatesh, Morris, Davis, and Davis (2003)는 기존의 

주요한 8가지 기술수용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MM: Motivational Model, 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C-TAM-TPB: Combined TAM and 

TPB, MPCU: Model of PC Utilization, IDT: Innovation Diffusion 

Theory, SCT: Social Cognitive Theory)에 대해서 Review하며 각 모

델을 실증적으로 비교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8가지 모델들의 개념

적, 실증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통합적 모델인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모델을 구성하고 그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UTAUT 모델은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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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모델 

출처: Venkatesh et al. (2003, p. 447) 

 

UTAUT모델의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와 노력기대

(Effort Expectancy)는 TAM 모델의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인지된 사용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과 같은 의

미로 보면 될 것이다. 그 외에 사회적 영향력(Social Influence)과 촉진

조건(Facilitating Condition)이 추가되었는데, 사회적 영향력(Social 

Influence)은 자신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 개인에게 중

요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의미하며 촉

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은 조직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하부 구조

가 존재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느끼는 

정도로 정의된다(Venkatesh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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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에서의 화살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UTAUT모델에서의 성과

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력은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촉

진 조건은 사용의도와 함께 실제사용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영향 변수가 

된다. 또한 이러한 영향 관계에 있어서 성별(Gender), 나이(Age), 경험

(Experience), 자발성(Voluntariness of Use)은 조절 변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설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Daum클라우드, 네이버 N드라이브, 구글드라이브, 

드롭박스, 마이크로소프트 SkyDrive, 애플 iCloud 등과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개인 사용자의 선호요인 및 각 요인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

는 것이며, 그에 따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RQ1: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주요한 속성(요인)은 무엇인가? 

▪  RQ2: 개인 사용자들이 각 속성에 대해서 느끼는 상대적 중요도 및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은 어느 정도인

가? 

▪  RQ3: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이 클라우

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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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연구질문 1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및 클

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수용에 대한 국내외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그와 함께 Hamburger (2012)가 정리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을 비교하는 여러 속성에 대해서 10명으로 구성된 Focus Group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각 속성에 대한 기본적

인 중요도를 파악해 보았다.  

 위의 두 가지 과정을 거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

한 요인으로 [표 5]와 같은 6가지 속성을 추출할 수 있었다. 

 

[표 5]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 

요인 키워드 문헌 

  Storage Capacity  

(저장 용량) 

▪  용량 

▪  경제성 

Hamburger (2012) 

박정희 (2006) 

  Perceived Cost  

(인지된 비용) 

▪  인지된 비용 

▪  가격의식 

▪  경제성 

Hamburger (2012) 

박철우 (2012) 

박정희 (2006) 

  Collaboration  

(협업성) 

▪  협업성 

▪  공유성 

Marston, Li, Bandyopadhyay, Zhang, 

and Ghalsasi (2011) 

Hamburger (2012) 

박상철 and 구철모 (2012) 

박상철 and 권순재 (2011),  

  Accessibility  

(접근성) 

▪  접근성 

▪  편재성 

Trigueros-Preciado et al. (2013) 

김성후, 박창호, and 김청택 (2006) 

박상철 and 권순재 (2011) 

  Social Influence  

(사회적 영향력) 

▪  사회적 영향력 

▪  주관적 규범 

▪  사회적 동조 

▪  사회적 이미지 

Venkatesh et al. (2003) 

노두환 and 장석권 (2012) 

박이슬 and 우형진 (2013) 

박정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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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ceived Security  

(인지된 보안) 

▪  보안성 

▪  안전성 

▪  프라이버시 

▪  신뢰 

Heinle and Strebel (2010) 

Trigueros-Preciado et al. (2013) 

S. G. Lee et al. (2013) 

박철우 (2012) 

김상현 and 김근아 (2011) 

박정희 (2006) 

노두환 and 장석권 (2012) 

박상철 and 권순재 (2011) 

 

3.1.1 Storage Capacity (저장용량)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그 이름과 같이 클라우드에 사용자를 위

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그 저장 공간의 크기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클라우

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거의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용량을 추가적

으로 확장하는 데에만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Hamburger (2012)의 해

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에 대한 주요 요인 별 비교를 보면 무

료저장용량(Free Storage)이 가장 첫 번째 속성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그 비교 내용에서도 알 수 있지만 각 제품에 따라 무료 제공 용량에 차

이가 있으며, 얼마만큼의 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느냐는 유료서비스에서의 

서비스 구매 비용에 버금가는 경제성의 무게를 사용자에게 느끼게 할 것

이다. 박정희 (2006)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전신이라 할 수 있

는 인터넷 저장서비스의 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시스템적 특성으로

서 저장용량 요인을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의 외생 변수로 사용하여 그것

이 유용성이라는 기술 수용 이론의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대해

서 분석하였다. 그 연구에서 저장용량 요인의 세부 항목으로서는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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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량의 적정성, 멀티미디어 컨텐츠 저장에 필요한 용량에 대한 적정

성, 비용고려 시 용량 크기의 적정성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3.1.2 Perceived Cost (인지된 비용) 

어떤 제품, 서비스든지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비용의 측면을 간과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비록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무료 저장 용량을 제

공하고는 있지만 서비스 제공 회사별로 추가 용량 확장에 대해서 다양한 

요금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확장 용량의 크기 및 그에 따른 요금이 다

르며, 과금 방식도 월 방식과 년 방식이 있으며, 심지어 어떤 회사에서

는 용량 확장을 지원하지 않기도 한다([표 3]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

스 제품별 특성 참조). 클라우드 컴퓨팅의 강점, 기회가 될 수 있는 요

인 중 하나로서 확장성(scalability)을 들 수 있을 것인데(Armbrust et 

al., 2010; Marston et al., 2011; Rafique, Tareen, Saeed, Wu, & 

Qureshi, 2011), 많은 연구에서 확장성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Driver 로

서 확인되고 있다(Carroll, Van der Merwe, & Kotze, 2011; S. G. Lee 

et al., 2013; Neves, Marta, Correia, & Neto, 2011; Trigueros-

Preciado et al., 2013).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는 사용자가 필요 

시 추가 용량을 탄력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장성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된 비용에 대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철우 (2012)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대상으

로 하여 개인특성 및 시스템 특성이 기술혁신제품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개인특성으로 구분한 지각된 비용 요인이 지

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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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다. 박정희 (2006)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저장 서비스에 대해서 

개인적 특성의 독립변수로서 경제성을 들어 인터넷저장서비스에 대해서 

지각하는 가격의 저렴한 정도가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채택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3.1.3 Collaboration (협업성) 

클라우드 컴퓨팅이 더욱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클

라우드 컴퓨팅에 접목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기술들 중 하나로 사용자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들 수 있을 것이다(W. Kim, 

2009).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가상의 저장 공간에 사용자의 데이

터를 저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곳에 저장된 데이터는 보다 손쉽게 다

른 사용자와 공유될 수 있으며, 이 공유된 데이터에 대해 각 사용자가 

작업한 사항이 또한 동시에 반영될 수 있어 더욱 진일보된 협업 작업이 

가능해 진다. Marston et al. (2011)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전략의 하나로서 클라우드 컴퓨팅만의 새로운 특

성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들고 있으며, 그러한 성격의 클라우드 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정보의 

공유성, 협업성을 높일 수 있는 Google Docs를 예로 설명하고 있다.  

박상철 and 권순재 (2011)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사용전환 결정 요

인에 대한 연구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 요인 중 하나로서 협업지원

을 들었고, 이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박상철 and 구철모 (2012)는 개

인사용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의도 연구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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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중 하나로 공유성을 고려하였으며, 공유성에 대한 성과 기대감과 

노력 기대감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성과/노력 기대감을 거쳐 클라우

드 컴퓨팅 사용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3.1.4 Accessibility (접근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기존의 컴퓨팅 방식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사용자가 위치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닌, 가상의 공간에 자리한 컴퓨팅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유무선 통신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에

서든지 해당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접근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특히 무선 통신 기술과 스마트 폰, 노

트 패드 등의 모바일 장치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

었다.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면서 장소, 환경, 

그리고 상황을 인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정보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mobile interactive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서

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Marston et al., 2011). Hogan et al. (2011)의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에서도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개념이 나오듯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김성후 et al. (2006)은 유비쿼터스 서비스 평가를 위한 u서비

스 체험성의 분석에서 u-서비스 체험성을 구성하는 6개의 요인 중에 

‚사용자와 서비스 시스템 간의 끊임없는 연결‛(p. 19) 의 의미를 갖는 

접속성이 포함됨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Trigueros-

Preciado et al. (2013)는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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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및 도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도입은 IT사

용에 있어서의 확장성(sca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유연성

(flexibility)의 향상, 그리고 IT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에 있어서 유

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실증 분석하였다. 박상철 and 권순재 (2011)는 

접근성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만의 차별화된 속성으로 보았으며, 접근

성이 향상될 수록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각된 가치는 높아질 것이라

는 연구 가설이 옳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3.1.5 Social Influence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영향력은 기술수용모델에서 신기술, 새로운 시스템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으로서 연구되어왔다.  Ajzen (1991)

은 계획된 행동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모형에서 의도

(Intention)에 영향을 미치는 세가지 요인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인지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그리고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의 세가지

를 들었다. 여기서 주관적 규범은 ‚ perceived social pressure to 

perform or not to perform the behavior” (Ajzen, 1991, p. 188)으로 

정의되는데, 즉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지된 

사회적 압력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Davis (1986)의 TAM 모형에서는 

사회적 영향력 요인이 없지만 TAM 모형을 확장한 TAM2 모형에서 

Venkatesh and Davis (2000)는 사회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3가지 요인

으로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 자발성(Voluntariness), 그리고 

이미지(Image)를 포함시켰다. 이 모형에서 주관적 규범(Su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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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은 사용 의도(Intention to Use)에 직접적인 영향과 인지된 유용

성(Perceived Usefulness)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

조화 되었으며, 자발성(Voluntariness)은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조절변

수의 역할을 한다. Venkatesh et al. (2003)는 기술수용이론의 통합버전

이라 할 수 있는 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모형을 제시하면서 ‚the degree to which an individual 

perceives that important others believe he or she should use the 

new system‛(p. 451)으로 정의되는 사회적 영향력(Social Influence)

을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구성했다. 즉, 사회적 영향력(Social Influence)은 자신이 새로운 시스템

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 개인에게 중요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대

한 개인의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노두환 and 장석권 

(2012)은 B2C 클라우드 서비스 채택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경험자, 비경험자 그룹 모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박이슬 and 우형진 

(2013)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 

내에서 단계별(개인, 또래집단, 사회) 자신과의 연관성 수준에 따른 타

인의 이용 인식을 가늠하는 정도‛(p. 121)로 정의되는 사회적 동조가 

인지된 용이성 및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검증

하였다. 

 

3.1.6 Perceived Security (인지된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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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보안은 보안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신뢰 등의 의미로 클라우

드 컴퓨팅 서비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며, 여러 연구

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있어서의 저해 요인으로서 언급되고 있다

(Armbrust et al., 2010; Carroll et al., 2011; Gupta, 2010; W. Kim, 

2009; Marston et al., 2011; Rafique et al., 2011). 실증 분석 연구를 

살펴보면, Heinle and Strebel (2010)는 기업에서의 IaaS 도입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전문가 설문을 통해 IaaS의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분

하였다. 여기에서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보호(Data security and Data 

Protection)는 IaaS의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S. G. Lee et al. (2013)은 한국에서의 SaaS 도입에 있어서의 

Drivers와 Inhibitors를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분석에 의해서 구분하였으며, AHP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각 Drivers 및 Inhibitors에 대한 우선 순위를 매겼는데 Distrust in 

security 요인이 Inhibitors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박철우 (2012)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의 시스템 특성으로서의 보안성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 의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보임을 실증분석 하였다. 김상현 and 김근아 

(2011)는 모바일 클라우드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개인 특성, 

서비스 특성, 시스템 특성으로 나누어 이들이 모바일 클라우드 실제 사

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적용한 UTAUT 모델의 각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모바일 신뢰 요인이 조절 변수로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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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서 모바일 신뢰 요인

은 ‘성과기대/노력기대/사회적 영향 -> 모바일 클라우드 사용의도’ 

와 ‘촉진조건 -> 모바일 클라우드 실제사용’에 유의한 조절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성하는 6가지 속성에 

대해서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여 연구질문 2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며 

연구질문 3에 대해서는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두 

개의 방법론을 사용한 각각의 결과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 두 결과가 시

사하는 점을 파악해 볼 것이다. 해당 연구 방법을 [그림 4]에 도식화 하

였다. 

 

 

[그림 4] 연구 방법 

 

3.2 컨조인트 연구 설계 

3.2.1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컨조인트 분석에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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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은 앞 절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서 Storage Capacity(저장용량), 

Perceived Cost(인지된 비용), Collaboration(협업성), Accessibility(접

근성), Social Influence(사회적 영향력), Perceived Security(인지된 보

안)의 총 6가지를 선정하였다. 이 속성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컨조인트 

설문에 맞게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3.2.1.1 Storage Capacity (저장 용량) 

현재 대부분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들은 일정 용량의 저장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물론 회사 별로 그 크기는 2GB, 5GB, 

7GB, 30GB, 50GB 등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 정책을 

쓰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저장공간의 크기를 의

미하는 „무료저장용량‟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주요 속성 중 하

나로 선정하였다. 

 

3.2.1.2 Perceived Cost (인지된 비용) 

현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무료 제공 용량 이외에 추가적인 저

장 용량 확장을 위해서 매월, 또는 매년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비

용의 크기 및 납부 방법은 서비스 제공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어떠

한 제품은 추가 용량 구매를 할 수 없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비용의 개념으로서 „용량확장비용‟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주요

한 속성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3.2.1.3 Collaboration (협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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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서도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주요 요인으로 협업성이 

많이 언급되었으며 실제 사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

을 보더라도 타인들과의 공유를 통한 협업 기능이 다양하게 구현되어 있

으며 특정 제품의 경우 이러한 기능이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

스가 제공하는 „파일공유기능‟을 협업성으로 제시하였다. 

 

3.2.1.4 Accessibility (접근성)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접근성일 것이다. 

가상의 저장 공간을 사용하기에 인터넷과 연결된 어느 컴퓨터 장치에서

든 데이터의 저장 및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이동통신 기술과 모바일 장

치가 획기적으로 발달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있어서의 접근성

은 더욱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본 연구의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클라

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주요 속성으로서의 접근성을 „모바일 접속기능‟

으로 선정하였다. 

 

3.2.1.5 Social Influence (사회적 영향력)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새로운 기술의 수용에 있어서도 주변 사람들

의 영향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게 되어 제품의 선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의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주요 속성으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의 

사용 정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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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Perceived Security (인지된 보안)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있어서 보안

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도 인지된 보안을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주요한 속성

으로 선정하였으며 컨조인트 설문에서는 그 의미를 해당 제품에 대해서 

보안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보안관련 신

뢰 정도‟로 정의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 5]와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5] 컨조인트 분석 연구 모형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에 근거하

여 컨조인트 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 가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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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 

▫  H2-1-1: 저장용량(무료저장용량)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

스 선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2: 인지된 비용(용량확장비용)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Technological 

▫  H2-2-1: 협업성(파일 공유기능)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

스 선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2: 접근성(모바일 접속기능)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

비스 선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nvironmental 

▫  H2-3-1: 사회적 영향력(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2: 인지된 보안(보안관련 신뢰 정도)은 클라우드 스토

리지 서비스 선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적인 요인으로서 무료저장용량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저장용량을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은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기술적인 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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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협업성을 의미하는 파일공유기능, 접근성을 의미하는 모바일 접속 

기능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에 모두 정(+)의 영향을 줄 것이

라는 가설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영향력

(주변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도)과 인지된 보안(보안관련 신뢰의 정도)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

정하였다. 즉, 6가지 속성 중 인지된 비용(용량확장비용)만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머지 속성들은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3.2.2 속성(Attribute) 및 수준(Level) 결정 

본 연구의 컨조인트 분석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속

성은 6가지로서 무료제공용량(Storage Capacity), 용량확장비용

(Perceived Cost), 파일공유기능(Collaboration), 모바일 접속기능

(Accessibility), 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Social Influence), 보안관련 

신뢰 정도(Perceived Security) 이다. 

  컨조인트 분석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속성에 대한 

수준(Level)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무료저장용량 및 용량확장

비용에 대한 올바른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 현재 제공되는 클라우드 서

비스 제품의 특성들을 평균화하여 반영하였으며 그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자들로부터 속성 및 수준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컨조인

트 응답 결과값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수준에 대한 예비 설문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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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실시하였고, 최종 설문에 사용할 속성 및 수준 값을 [표 6]과 같

이 구성하였다. 

 

[표 6] 컨조인트 분석 속성 및 수준 

속성(Attribute) 수준(Level) 설명 

무료저장용량 2GB, 5GB, 10GB 
서비스 가입 시 무료로 제공되는 저장 

용량 

용량확장비용 
1000원, 2000원, 3000

원 

무료저장용량에 추가하여 20GB의 용

량 확장 시 매월 부담해야 하는 비용 

파일공유기능 O(있음), X(없음) 
다른 사용자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유무 

모바일 접속기능 O(있음), X(없음) 
모바일(스마트폰, 노트패드 등) 접속 

기능 유무 

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 많음, 적음 
주변 사람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정도 

보안관련 신뢰 정도 1%, 5% 

서비스 장애, 해킹 등 보안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정도 (1%: 거의 없음, 5%: 

약간 있을 수 있음) 

 

3.2.3 컨조인트 디자인 

총 6개의 속성과 각 속성의 수준에 대해서 조합 가능한 전체 제품 

프로파일의 수는 144개 (3 x 3 x 2 x 2 x 2x 2)이다. 이러한 전체 

144개의 제품 프로파일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선호도 순위를 매긴

다는 것은 인간의 인지 능력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부

분요인 실험설계(Fractional factorial design)를 사용하여 총 16개의 

제품 프로파일을 선정하였다. 부분요인 실험설계에 의하면 제품 프로파

일 간의 상관관계가 없고, 각 속성들의 수준이 모두 사용되므로 적은 

수의 프로파일로도 적절하게 컨조인트 분석을 실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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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SPSS 20 통계 프로그램에서의 직교설계(Orthogonal 

Design)기능을 사용하여 직교성이 보장되는 총 16개의 제품 프로파일

을 추출하였다. 하지만 실제 컨조인트 설문에서는 이 16개의 프로파일

을 한번에 제시하고 1~16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16개를 8개로 나누어 1~8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질문을 총 2번 

하거나, 4개로 나누어 4번 질문하거나, 2개씩 짝지어 8번 묻는 식의 다

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응답자로 하여금 제시된 제품 대안에 대해서 우

선순위를 매기는 부담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신뢰성 있는 응답을 이끌

어 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3회의 사전 컨조인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및 응답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

이 4개의 제품 대안에 대해서 1~4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을 총 4 세

트 실시 하는 방법을 최종 설문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  컨조인트 설문 Set#1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4 

무료저장용량 5 GB 2 GB 2 GB 2 GB 

용량확장 추가비용(20GB) 3000 원/월 3000 원/월 2000 원/월 1000 원/월 

파일 공유 기능 유무 X O O X 

모바일 접속 지원 기능 유

무 

X O O O 

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보안 관련 오류 발생 정도 5% 5% 5% 5% 

우선 순위     

 

▪  컨조인트 설문 Set#2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4 

무료저장용량 5 GB 5 GB 2 GB 10 GB 

용량확장 추가비용(20GB) 1000 원/월 1000 원/월 1000 원/월 1000 원/월 

파일 공유 기능 유무 O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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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접속 지원 기능 유

무 

O O X X 

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보안 관련 오류 발생 정도 1% 1% 1% 5% 

우선 순위     

 

▪  컨조인트 설문 Set#3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4 

무료저장용량 10 GB 2 GB 2 GB 2 GB 

용량확장 추가비용(20GB) 3000 원/월 3000 원/월 1000 원/월 2000 원/월 

파일 공유 기능 유무 X O X O 

모바일 접속 지원 기능 유

무 

O X O X 

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 낮음 낮음 높음 높음 

보안 관련 오류 발생 정도 1% 1% 5% 1% 

우선 순위     

 

▪  컨조인트 설문 Set#4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4 

무료저장용량 10 GB 2 GB 10 GB 5 GB 

용량확장 추가비용(20GB) 2000 원/월 1000 원/월 1000 원/월 2000 원/월 

파일 공유 기능 유무 X X O X 

모바일 접속 지원 기능 유

무 

O X X X 

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 높음 낮음 낮음 낮음 

보안 관련 오류 발생 정도 1% 1% 5% 5% 

우선 순위     

 

3.3 구조방정식 연구 설계 

3.3.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RQ3: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이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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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3.1 연구 설계 및 방법”에서 정

리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 들을 외부 변수로 

사용하고 그것을 TAM 모형에 적용하여 [그림 6]과 같은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6] 구조방정식 연구 모형 

 

3.3.2 연구 가설 

앞 절에서 제시한 구조방정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Economic 



43 

 

  ▫  H3-1-1: 무료저장용량에 대한 만족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2: 무료저장용량에 대한 만족 정도는 인지된 사용 용

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3: 추가용량구입비용에 대해 느끼는 가치는 인지된 유

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4: 추가용량구입비용에 대해 느끼는 가치는 인지된 사

용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Technological 

▫  H3-2-1: 공유기능을 통해 협업하는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2: 공유기능을 통해 협업하는 정도는 인지된 사용 용

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3: 다양한 장치로 장소에 상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4: 다양한 장치로 장소에 상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는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nvironmental 

▫  H3-3-1: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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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3-2: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인지된 사용 용

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3-3: 보안성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3-4: 보안성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인지된 사용 용이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TAM 

▫  H3-4-1: 인지된 유용성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4-2: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저장용량 요인의 경우 박정희 (2006)의 연구에서는 인지된 유용성에만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유

용성 및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도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 가

지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인지된 비용에 대해서는 박철우 (2012)의 연

구와 마찬가지로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사용 용이성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협업성 및 접근성, 인지된 보안 

요인에 대해서는 박상철 and 권순재 (2011)의 연구에서 클라우드 컴퓨

팅의 특성 요인으로서의 협업지원과 접근성,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지각된 가치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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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침을 실증 분석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공유기능을 통해 협업하는 

정도(협업성)와 다양한 장치로 장소에 상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

(접근성), 그리고 보안성에 대한 신뢰의 정도(인지된 보안)가 인지된 유

용성 및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사회적 영향력 요인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정

도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

는 가설을 세웠는데, 박이슬 and 우형진 (2013)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동조가 두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분석 한 바 있다. 그리

고 TAM 기술수용이론을 적용한 많은 선행연구들과 같이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6개 요인이 TAM 기술 

수용 이론의 두 가지 매개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과 최종적으로 두 매개변수가 클라우

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의 

가설을 세웠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3.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앞에서 제시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에 있어서의 6가지 독

립변수 및 2가지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7]과 같다. 

 

[표 7]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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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독립변수 

Storage Capacity 

(저장용량)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무료 

저장 용량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 

박정희 (2006) 

Perceived Cost 

(인지된 비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추가 용량 구입 비용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의 정도 

박철우 (2012) 

박정희 (2006) 

Collaboration 

(협업성)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공유 기능을 통해 협업하는 정

도 

박상철 and 구철모 

(2012) 

박상철 and 권순재 

(2011) 

Accessibility 

(접근성)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다

양한 장치에서 장소에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 

박상철 and 권순재 

(2011) 

김성후 et al. 

(2006) 

Social Influence 

(사회적 영향력)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

용함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 

Venkatesh et al. 

(2003) 

노두환 and 장석권 

(2012) 

박이슬 and 우형진 

(2013) 

박정희 (2006) 

Perceived Security 

(인지된 보안)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보

안성에 대한 신뢰의 정도 

김상현 and 김근아 

(2011) 

노두환 and 장석권 

(2012) 

박상철 and 권순재 

(2011) 

박정희 (2006) 

매개변수 

Perceived 

Usefulness 

(인지된 유용성)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을 통해 작업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정도 

Davis (1986) 

Davis (1989) 

Venkatesh and 

Davis (2000) Perceived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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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e of Use 

(인지된 사용용이성) 

이 쉽다고 느끼는 정도 

종속변수 

Behavioral 

Intention to Use 

(사용 의도)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

용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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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 분석 

4.1 연구 조사 

4.1.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개인 사용자의 선

호 요인 및 잠재 요인들의 수용 의도로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이에 대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은 다음의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 요인에 대한 설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대한 설문 

     인구통계 및 이용에 관한 일반 설문 

첫 번째 파트는 컨조인트 분석을 위한 설문으로서 4개의 제품에 대한 

1~4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을 1 Set로 하여 총 4 Set의 질문이 제시

된다. 두 번째 파트는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한 설문으로서 각 6개의 독

립변수 및 2개의 매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에 관한 3~4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총 29개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는 1~5의 답을 하게 된다(1: 

전혀 동의하지 않음, 5: 매우 동의함, 5-리커트 척도를 사용). 세 번째 

파트는 인구통계 및 컴퓨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부

분으로 성별, 연령, 소득, 컴퓨터 이용 시간 및 개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여부/기간/빈도 등을 물어보게 된다. 

설문조사는 IT에 대한 지식이 많고, 클라우스 스토리지 서비스에 익숙

하며 일상생활 및 업무에서 그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40대

의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IT관련 업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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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13년 11월 5일부터 2013년 11월 19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

다.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거나 응답자를 직접 대면하여 설문 

요청하였으며, 수집된 201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완전하지 않은 설문지 

13부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설문지 

6부를 제외한 총 182부의 설문지를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4.1.2 표본 특성 

분석에 사용된 182개 응답에 대한 인구 통계적, 컴퓨터 및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표본 특성은 [표 8]과 같다.  

 

[표 8] 설문 응답자 표본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18 64.8 

여 64 35.2 

연령 

10~19세 1 0.5 

20~29세 105 57.7 

30세~39세 64 35.2 

40세~49세 12 6.6 

소득 

0~100만원 52 28.6 

100~200만원 37 20.3 

200~400만원 72 39.6 

400~600만원 14 7.7 

600만원 이상 7 3.8 

컴퓨터 이용시간

(일) 

0~1시간 6 3.3 

1~3시간 34 18.7 

3~5시간 22 12.1 

5시간~7시간 31 17.0 

7시간~9시간 49 26.9 

9시간 이상 4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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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사용하는  

컴퓨터, 모바일 장

치 개수 

1개 이하 4 2.2 

2개 52 28.6 

3개 83 45.6 

4개 34 18.7 

5개 6 3.3 

6개 1 0.5 

7개 이상 2 1.1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기간 

1개월 미만 8 4.4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2 6.6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7 14.8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0 11.0 

1년 이상 ~ 2년 미만 63 34.6 

2년 이상 ~ 3년 미만 30 16.5 

3년 이상 22 12.1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빈도 

하루에 수차례 38 20.9 

하루에 1번 정도 23 12.6 

1주에 3~4회 39 21.4 

1주에 1~2회 34 18.7 

월 3회 이하 48 26.4 

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 

Daum 클라우드 26 14.3 

Naver N드라이브 80 44.0 

Google드라이브 22 12.1 

Dropbox 29 15.9 

KT Ucloud 16 8.8 

T Cloud 1 0.5 

Apple iCloud 5 2.7 

기타 3 1.6 

 

남성은 118명(64.8%)으로 여성 64명(35.2%)에 비해서 약 2배 가까

이 많았으며, 나이는 10~20대가 106명(58.2%)으로서 30대 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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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40대 12명(6.6%)에 비해 가장 많았다. 수입은 0~100만원이 

52명(28.6%), 100~200만원이 37명 (20.3%), 200~400만원이 72명

(39.6%), 400~600만원이 14명(7.7%), 600만원 이상이 7명(3.8%)으

로 200~400만원의 수입을 갖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이 0~100만원 이었다.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 시간을 보면 7~9시간을 

사용하는 응답자가 49명(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9시간 

이상 (40명, 22%)이었고, 1~3시간 사용자가 (34명, 18.7%) 그 뒤를 

이었다.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노트북, 데스크탑), 모바일 디바이스(스마

트폰, 노트패드)의 개수에 대한 질문에는 3개라는 응답이 83명(45.6%)

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개(52명, 28.6%), 그 다음이 4개(34명, 

18.7%)의 순이었다. (자주 가서 작업하는 컴퓨터실, PC방 등도 장소당 

1개의 장치로 계산토록 하였음)  

 다음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1년 

이상~2년 미만 사용한 응답자가 63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2년 이상~3년 미만(30명, 16.5%), 3개월 이상~6개월 미만(27

명, 14.8%) 순이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빈도에 대해서는 

월 3회 이하 사용하여 그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은 응답이 48명(26.4%)

으로 가장 많았으며, 1주에 3~4회, 하루에 수차례, 1주에 1~2회, 사용

한다는 응답이 각각 39명(21.4%), 38명(20.9%), 34명(18.7%)으로 비

슷하게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라우스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으로는 네이버 N드라이브가 80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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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Dropbox(29명, 15.9%), Daum 클라우드(26명, 14.3%), Google 

드라이브(22명, 12.1%) 순이었다. 

 

4.2 컨조인트 모형 분석 

4.2.1 변수 설정 및 계수 추정 

컨조인트 분석에 사용한 변수명과 그에 대한 설명은 [표 9]와 같다. 

 

[표 9] 컨조인트 분석 변수 

변수 변수 설명 변수 값 

RANK 
제시된 4개 제품에 대한 우선순위 (1: 가장 

선호) 
1, 2, 3, 4 

STORAGE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무료로 제공

하는 저장 용량의 크기 
2, 5, 10 (GB) 

COST 
20GB의 추가용량을 확장하는데 매월 지불

해야 하는 비용 
1000, 2000, 3000 (원) 

COLLABOR 파일 공유 기능이 있는지의 여부 1(있음), 0(없음) 

ACCESS 모바일 접속 기능이 있는지의 여부 1(있음), 0(없음) 

INFLUENC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정도 1(높음), 0(낮음) 

SECURITY 보안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정도 1(높음), 0(낮음) 

SEX_COL 
성별과 파일 공유기능에 대한 교차항 (SEX 

- 1: 남성, 0: 여성) 
SEX X COLLABOR 

AGE_INF 
나이와 주변 사람들의 사용 정도에 대한 교

차항 (AGE - 1: 10~20대, 0: 30대~40대) 
AGE X INFLUENC 

INCOME_ACC 

월 수입과 모바일 접속기능에 대한 교차항 

(INCOME - 1: 200만원 이상, 0: 200만원 

미만) 

INCOME X ACCESS 

COMUSE_STO 

컴퓨터 사용 시간과 무료 저장공간에 대한 

교차항 (COMUSE - 1: 7시간 이상, 0: 7시

간 미만) 

COMUSE X STORAGE 

 



53 

 

RANK 변수는 설문에서 4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 대안

에 대해서 응답자가 선택한 1~4의 우선순위로서 종속변수가 된다. 6개

의 기본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STORAGE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저장 용량의 크기로 2, 5, 10의 세가지 값이 입력

되며, COST는 20GB의 추가 저장 용량 확장을 위해서 매월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1000, 2000, 3000의 값을 갖는다. 나머지 4개 독립변수

는 더미변수로서 1과 0의 값을 갖는다. COLLABOR은 파일 공유 기능

이 있는지의 여부를, ACCESS는 모바일 접속 기능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며, INFLUENC는 주변 사람들이 해당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지의 

여부로 1이면 그 사용 정도가 높음, 0이면 사용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SECURITY는 해당 제품의 보안에 관련한 신뢰도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

는데 1이면 신뢰도가 높음, 0이면 신뢰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마지막 4

개 변수들은 성별, 나이, 소득과 하루 컴퓨터 사용 시간이 6개의 기본 

속성 독립변수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나타내는 교차항이다.  

그 외에도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기간, 사용 빈도, 그리고 사

용하는 컴퓨터/모바일 장치 개수에 대해서도 교차항을 생성하여 분석을 

하였지만 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계수 추정값을 갖는 것을 추린 것이 위

의 4개 변수들이다. 해당 교차항 변수들은 더미변수로서 실제 설문에서 

응답자가 선택한 값들을 2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SEX의 

경우 남성이 1, 여성이 0의 값을 가져 SEX_COL은 남성과 여성의 

COLLABOR 속성에 대한 선호 차이를 보여주게 되며, AGE의 경우 10

대~20대를 1, 30대~40대를 2로 나타내어 AGE_INF은 나이가 적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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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많은 집단에 비해서 INFLUENC 속성에 대해서 어떠한 선호의 차

이를 가지는지를 의미하게 된다. INCOME의 경우는 월 소득 200만원 

이상이 1, 200만원 미만이 0 으로서 INCOME_ACC는 고소득 집단에서

는 저소득 집단에 비해서 ACCESS 속성에 대해 어떠한 선호 차이가 있

는지를 나타내게 된다. 마지막으로 COMUSE는 하루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이 7시간 이상이 1, 7시간 미만이 0의 값을 가져서 COMUSE_STO

는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은 집단이 사용 시간이 적은 집단에 비해 

STORAGE 속성에 대해서 갖는 선호의 차이를 보여준다. 

컨조인트 모형에서는 소비자의 효용이 확정항(Deterministic Term)

과 확률항(Stochastic Term)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확률효용모형(RUM: 

Random Utility Model)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간접효용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ε
  
 =       ,   ) + ε

  
 식(1) 

 

     는 응답자 i 가 대안 j 를 선택 했을 때의 간접효용을 의미하고, 

   � 가 확정항(Deterministic Term), ε
  
가 확률항(Stochastic Term)

이 된다.     는 대안의 속성수준 벡터      와 응답자의 개인 특성을 나

타내는 개인특성 벡터    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인 선형함수를 가정

하고 속성변수, 그리고 개인특성변수와의 교차항을 포함하면 간접효용 

함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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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ε
  
  식(2) 

 

 즉, 대안 속성벡터가 간접효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인특성변수와의 상호

작용이 효용에 미치는 영향은   ,    를 추정함으로써 알아볼 수 있다. 

본 컨조인트 설문의 응답자는 4개의 제품 대안 카드에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1~4의 순위를 기입하게 된다. 일반화하여 J 개의 제품 대안에 대

해서 가장 선호하는 것을 1,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을 J 로 해서 순위를 

r = (  ,   ,...,    와 같이 매겼을 때, 이와 같은 선호 순서에 대한 확률

은 다음과 같게 된다. 

 

Pr( U (  ) > U (  ) > ... > U (  ) ) =  
    

     
 
   

   
    식(3) 

 

 이와 같은 선호 순서의 확률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로그 우도 함수

(log-likelihood function)를 설정할 수 있고,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으로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ln L(β) =    
 
   [  

    

     
 
   

   
    ]  식(4) 

 

 [표 9]의 변수를 사용한 실제 모형에서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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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식(5) 

  

  위 식에서     는 응답자의 선호에 따라 각 컨조인트 설문 내 제품 세

트에 매긴 순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이다.         변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에서 제공하는 무료저장용량의 크기를 의미하므로 

         는 무료저장용량의 크기가 소비자의 효용을 통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변수는 성별

과 파일공유기능 유무에 대한 교차항이므로          는 클라우드 스토

리지 서비스 선택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파일공유기능에 대해서 어

느 정도의 효용을 더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된다. 

 선형효용함수로 구성된 위의 추정식에 순위로짓(rank-ordered logit)

모형을 적용하고 최우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으로 

계수 값들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통계프로그램으

로는 NLogit 4.0을 이용하였다.  

 

[표 10] 컨조인트 분석 추정 결과 

변수 계수 추정값 표준오차 t값 p값 

STORAGE 0.105674*** 0.014834 7.124 0 

COST 

-0.00022*** 

.515551D-

04 -4.239 0 

COLLABOR 0.731999*** 0.099541 7.354 0 

ACCESS 1.015466*** 0.089455 11.352 0 

INFLUENC 0.460175*** 0.086763 5.3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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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0.534037*** 0.080108 6.666 0 

SEX_COL 0.399467*** 0.124855 3.199 0.0014 

AGE_INF 0.292746*** 0.111453 2.627 0.0086 

INCOME_ACC 0.52868*** 0.125266 4.22 0 

COMUSE_STO 0.046844** 0.019382 2.417 0.0157 

 

모든 변수 및 교차항에 대해서 5% 유의 수준에서 유의한 계수 추정

치를 얻을 수 있었다. 기본 속성 변수 중 STORAGE, COLLABOR, 

ACCESS, INFLUENC, SECURITY는 +의 계수 추정값을 가져서 무료

로 제공되는 저장 용량이 클수록, 파일 공유기능이 있는 것이, 모바일 

접속기능이 있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사용 정도와 신뢰성이 높은 것이 

더 선호되는 것을 보여주며, COST의 경우 -의 값을 가져서 추가용량 

확장 비용이 높을수록 그 효용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교차항의 결과를 

보면 모두 양의 부호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SEX_COL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파일 공유기능에 더 높은 선호를 가지며, 10~20대의 

사용자가 30~40대의 사용자에 비해서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더 큰 효용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입이 200만원 이

상인 집단이 그 이하인 집단보다 무선접속기능에 더 큰 선호를 가지며, 

컴퓨터 사용 시간이 7시간 이상으로 많은 사용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용

자들 보다 무료 저장 공간이 클수록 더 큰 효용을 가짐을 알 수 있다. 

 

4.2.2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 및 한계지불의사액(MWTP) 

각 속성에 대한 계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속성의 부분 가치를 구할 수 

있다. 부분 가치란 사용자가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갖는 평균적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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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며 추정된 계수 값에 컨조인트 설문에서 사용한 속성별 수준값

의 변동폭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수준값의 변동폭은 수준값의 

최대값과 최대값의 차이로 구할 수 있다. 또한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는 

각 속성의 부분가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부분가치들의 전체 합에서 

해당 속성의 부분가치의 비율이 바로 그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된다. 

그리고 각 속성의 추정 계수값을 비용의 추정 계수값으로 나눈 절대값으

로 해당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MWTP: Marginal Willingness To 

Pay)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속성의 크기 변화에 대한 사용자의 효

용의 변화를 화폐단위로 나타낸 것으로서 해당 속성을 한 단위 더 높이

는데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의미하게 된

다. 각 속성에 대한 부분가치, 상대적 중요도 및 한계지불의사액 추정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 및 한계지불의사액 

변수 부분가치 상대적 중요도 
한계지불의사액

(MWTP) 

STORAGE 0.85 21.0% 483원 

COST 0.44 10.9% - 

COLLABOR 0.73 18.2% 3,349원 

ACCESS 1.02 25.2% 4,646원 

INFLUENC 0.46 11.4% 2,105원 

SECURITY 0.53 13.3% 2,443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

성은 모바일 접속 기능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무료 저장 공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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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 기능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그 다음은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이 차지 하였으며, 근소한 차이로 용량 확장 비용과 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가 뒤를 이었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속성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

를 보면 비용 부분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클라

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경우 현재 기본적으로 저장 용량을 무료로 제공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용량 확장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본 

컨조인트 설문에서도 그대로 이를 반영하였기에 비용 속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갖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계지불의사액의 결과를 살펴보면, 저장 공간의 경우 1GB 용량에 대

해서 483원의 지불의사액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설문 조사에서의 

182명 응답자들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과 각 제품

에서 제공하는 기본 저장 용량을 확인하여 응답자 평균 저장 용량의 크

기를 계산해 본 결과 약 21.8GB가 나왔으며, 여기에 483원을 곱하여 

사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저장 공간에 대한 지불의사액으로 

10,553원을 구할 수 있었다. 즉, 본 컨조인트 분석에서 클라우드 스토리

지 서비스 사용자들은 평균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료 저장 용

량에 대해서 10,553원의 지불의사액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적인 속성으로서 모바일 접속 기능이 있는 것은 없는 것 보다 

4,646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사용자는 파일 공유기능에 대해서 

3,349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안의 신뢰성이 

더 큰 제품에는 2,443원의,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는 

2,105원의 지불의사액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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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연구 가설 검증 

[표 10][표 10] 컨조인트 분석 추정 결과에서의 계수 추정값 및 유의도

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컨조인트 분석 연구 가설 검증 

구분 가설 채택 여부 

경제적 

H2-1-1 

저장용량(무료저장용량)은 클라우드 스토리

지 서비스 선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O 

H2-1-2 

인지된 비용(용량확장비용)은 클라우드 스

토리지 서비스 선호에 부(-)의 영향을 미

칠 것이다. 

O 

기술적 

H2-2-1 

협업성(파일 공유기능)은 클라우드 스토리

지 서비스 선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O 

H2-2-2 

접근성(모바일 접속기능)은 클라우드 스토

리지 서비스 선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환경적 

H2-3-1 

사회적 영향력(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H2-3-2 

인지된 보안(보안관련 신뢰 정도)은 클라우

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O 

 

추정 결과에서 용량확장비용을 제외한 모든 속성의 추정 계수 값의 부

호가 + 였으며, 또한 모든 추정 계수 값들이 5% 수준에서 유의 했으므

로 6개의 가설을 모두 채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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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4.3.1 신뢰성 검증 및 확인요인분석 

구조방정식 설문조사에서는 각 요인에 대해서 3~4가지의 질문을 함으

로써 해당 요인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각 질문이 응답자에게 동

일한 요인으로 인식이 되어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다. 즉, 측정 변수의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해서 크롬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크롬바흐 알

파계수가 0.7 이상이면 항목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크롬바흐 알파계수를 이용한 신뢰성 검증과 함께 각 요인 별로 확인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확인요인분석 결과에서 먼저 적합

도 지수인 RMR이 0.5보다 작은지, GFI값이 0.9보다 큰지 등을 확인하

고, 그와 함께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p<0.05), 그리고 그 

요인 부하량이 0.7 이상인지를 점검하여 해당 측정변수를 삭제할 것인

지를 결정하였다. 그렇게 정리된 측정변수들을 대상으로 [그림 7][그림 

7] 전체 잠재요인 대상 확인요인분석과 같이 전체 잠재요인에 대한 확인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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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전체 잠재요인 대상 확인요인분석 

 

적합도 지수는 CMIN=191.11, DF=173, p=0.164, CMIN/DF=1.105, 

RMR=0.43, GFI=0.917, AGFI=0.879, NFI=0.930, CFI=0.993, 

RMSEA=0.024 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하나의 

잠재요인에 대해서 그 측정도구가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

한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확인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잠재요인에 대한 집중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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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요인 
측정 

변수 

크론바흐 알파 

[0.7 이상] 

집중타당성 (Convergent Validity) 

표준화  

요인부하량 

[0.7 이상] 

AVE 

(평균분산추출값) 

[0.5 이상] 

CR 

(잠재요인

신뢰도) 

[0.7 이상] 

Storage 

St1 

0.88 

0.88 

0.71 0.87 St2 0.82 

St3 0.83 

Cost 
Cost1 

0.87 
1.01 

0.81 0.86 
Cost2 0.77 

Collaboration 
Col1 

0.87 
0.87 

0.77 0.81 
Col2 0.88 

Accessibility 
Acc1 

0.81 
0.82 

0.68 0.87 
Acc2 0.84 

Security 
Sec2 

0.89 
1.12 

0.89 0.93 
Sec3 0.72 

Perceived 

Usefulness 

PU1 

0.89 

0.90 

0.72 0.91 PU2 0.87 

PU3 0.77 

Perceived 

Ease of Use 

PEOU1 

0.92 

0.92 

0.80 0.94 PEOU2 0.95 

PEOU3 0.81 

Social 

Influence 

SI1 
0.77 

0.81 
0.63 0.77 

SI2 0.77 

Behavioral 

Intention 

BI1 

0.93 

0.81 

0.82 0.95 BI2 0.96 

BI3 0.94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화 요인부하량 크기, 평균분산추출

값, 잠재요인 신뢰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0.7이

상이고 그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적(p<0.05)이면 측정변수들 간



64 

 

에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는 평균분산추출값으로서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제곱한 값들

의 평균으로 구할 수 있으며, 그 크기가 0.5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잠재요인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값

은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합)^2 / [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합)^2 + (오

차분산의 합) ] 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 값이 0.7 이상이면 집중타당성

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세가지 방

법에 대해서 모두 집중타당성을 만족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 잠재요인이 다른 잠재요인과 실제로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한 결과가 [표 14]에 있다. 

 

[표 14] 잠재요인에 대한 판별타당성 분석 

잠재요인 
r^2 

(상관관계 제곱) 

AVE 

(평균분산추출값) 

판별타당성 

여부 

 [ AVE > 

r^2 ] 

storage <--> cost 0.11 0.71 0.81 O 

storage <--> collabo 0.00 0.71 0.77 O 

storage <--> access 0.05 0.71 0.68 O 

storage <--> security 0.02 0.71 0.89 O 

storage <--> PU 0.03 0.71 0.72 O 

storage <--> PEOU 0.08 0.71 0.8 O 

storage <--> SI 0.06 0.71 0.63 O 

storage <--> BI 0.00 0.71 0.82 O 

cost <--> collabo 0.02 0.81 0.77 O 

cost <--> access 0.01 0.81 0.68 O 

cost <--> security 0.00 0.81 0.89 O 

cost <--> PU 0.03 0.81 0.72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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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 PEOU 0.00 0.81 0.8 O 

cost <--> SI 0.01 0.81 0.63 O 

cost <--> BI 0.01 0.81 0.82 O 

collabo <--> access 0.03 0.77 0.68 O 

collabo <--> security 0.01 0.77 0.89 O 

collabo <--> PU 0.17 0.77 0.72 O 

collabo <--> PEOU 0.02 0.77 0.8 O 

collabo <--> SI 0.18 0.77 0.63 O 

collabo <--> BI 0.11 0.77 0.82 O 

access <--> security 0.02 0.68 0.89 O 

access <--> PU 0.16 0.68 0.72 O 

access <--> PEOU 0.18 0.68 0.8 O 

access <--> SI 0.16 0.68 0.63 O 

access <--> BI 0.16 0.68 0.82 O 

security <--> PU 0.00 0.89 0.72 O 

security <--> PEOU 0.07 0.89 0.8 O 

security <--> SI 0.07 0.89 0.63 O 

security <--> BI 0.04 0.89 0.82 O 

PU <--> PEOU 0.07 0.72 0.8 O 

PU <--> SI 0.16 0.72 0.63 O 

PU <--> BI 0.34 0.72 0.82 O 

PEOU <--> SI 0.21 0.8 0.63 O 

PEOU <--> BI 0.15 0.8 0.82 O 

SI <--> BI 0.32 0.63 0.82 O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두 잠재요인 간의 상관관계 제곱과 각각의 

AVE를 비교하여 두 AVE가 모두 상관관계 제곱 보다 큰지를 검사하였

으며, [표 14]의 내용과 같이 모든 잠재요인이 이 조건을 만족하여 잠재

요인간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3.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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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대한 연구 모형에

서 각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AMOS 18 통계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하였다. AMOS 18에서의 측정변수들

이 포함된 연구 모형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AMOS18에서의 연구 모형 

 

 먼저 그 적합도 지수는 [표 15]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일부 지수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어 해당 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5]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1 

적합지수 측정모형 지수 기준치 

CMIN/DF 1.487 1~3 

CMIN, DF, P 289.870, 19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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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I 0.873 > 0.9 

AGFI 0.836 > 0.8 

PNFI 0.755 > 0.6 

NFI 0.895 > 0.9 

TLI 0.955 > 0.9 

CFI 0.962 > 0.9 

RMSEA 0.052 < 0.08 

 

 경로 분석에 의해서 각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한 결과는 [표 16]

과 같다.  

 

[표 16] 경로분석에 의한 변수간 인과관계 측정1 

 Estimate S.E. C.R. P 

PEOU <--- Access .326 .095 3.440 *** 

PU <--- Storage .120 .055 2.195 .028 

PEOU <--- Security .212 .070 3.010 .003 

PEOU <--- Cost .011 .049 .216 .829 

PEOU <--- Collabo .017 .055 .302 .763 

PU <--- Security -.095 .065 -1.472 .141 

PEOU <--- SI .306 .084 3.624 *** 

PU <--- SI .151 .070 2.156 .031 

PU <--- Cost .154 .058 2.631 .009 

PU <--- Collabo .221 .055 4.016 *** 

PU <--- Access .371 .093 3.968 *** 

PEOU <--- Storage .130 .058 2.239 .025 

BI <--- PU .412 .062 6.604 *** 

BI <--- PEOU .234 .054 4.373 *** 

 

결과를 보면 Cost -> PEOU, Collabo -> PEOU, Security -> PU 를 

제외하고는 5% 유의수준에서 그 경로계수의 값이 모두 유의했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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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세 개의 경로를 삭제한 모형에서 다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

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7], [표 18]과 같다. 

 

[표 17] 경로분석에 의한 변수간 인과관계 측정2 

   
Estimate S.E. C.R. P 

PEOU <--- Access .325 .094 3.446 *** 

PU <--- Storage .111 .055 2.021 .043 

PEOU <--- Security .221 .070 3.177 .001 

PEOU <--- SI .318 .085 3.745 *** 

PU <--- SI .133 .069 1.909 .056 

PU <--- Cost .150 .059 2.557 .011 

PU <--- Collabo .222 .055 4.027 *** 

PU <--- Access .362 .093 3.890 *** 

PEOU <--- Storage .132 .058 2.283 .022 

BI <--- PU .415 .063 6.597 *** 

BI <--- PEOU .233 .053 4.383 *** 

 

[표 18]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2 

적합지수 측정모형 지수 기준치 

CMIN/DF 1.470 1~3 

CMIN, DF, P 291.063, 198, 0.000  

GFI 0.873 > 0.9 

AGFI 0.838 > 0.8 

PNFI 0.766 > 0.6 

NFI 0.894 > 0.9 

TLI 0.957 > 0.9 

CFI 0.963 > 0.9 

RMSEA 0.051 < 0.08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SI -> PU의 경로가 5% 유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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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해당 경로를 다시 제외하고 구조방정

식 분석을 실시하여 [표 19]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모든 경

로가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19] 경로분석에 의한 변수간 인과관계 측정3 

   
Estimate S.E. C.R. P 

PU <--- Access .393 .094 4.158 *** 

PU <--- Cost .162 .059 2.738 .006 

PEOU <--- SI .327 .087 3.738 *** 

PEOU <--- Security .218 .069 3.144 .002 

PU <--- Collabo .252 .056 4.525 *** 

PEOU <--- Storage .133 .058 2.293 .022 

PEOU <--- Access .325 .093 3.473 *** 

PU <--- Storage .128 .055 2.313 .021 

BI <--- PU .412 .061 6.771 *** 

BI <--- PEOU .237 .053 4.467 *** 

 

또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도 [표 20]과 같이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표 2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3 

적합지수 측정모형 지수 기준치 

CMIN/DF 1.478 1~3 

CMIN, DF, P 294.050, 199, 0.000  

GFI 0.873 > 0.9 

AGFI 0.838 > 0.8 

PNFI 0.769 > 0.6 

NFI 0.893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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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 0.956 > 0.9 

CFI 0.962 > 0.9 

RMSEA 0.051 < 0.08 

 

최종적인 경로분석 결과를 [그림 9]에 도식화 하였다. 

 

 

[그림 9]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결과 

 

4.3.3 연구 가설 검증 

[표 19]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대하여 가설 검증을 

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구조방정식 분석 연구 가설 검증 

구분 가설 채택 여부 

경제적 
H3-1-1 

무료저장용량에 대한 만족 정도는 인지된 유

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H3-1-2 무료저장용량에 대한 만족 정도는 인지된 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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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3 
추가용량구입비용에 대해 느끼는 가치는 인

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H3-1-4 

추가용량구입비용에 대해 느끼는 가치는 인

지된 사용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

이다. 

X 

기술적 

H3-2-1 
공유기능을 통해 협업하는 정도는 인지된 유

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H3-2-2 
공유기능을 통해 협업하는 정도는 인지된 사

용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X 

H3-2-3 

다양한 장치로 장소에 상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O 

H3-2-4 

다양한 장치로 장소에 상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는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환경적 

H3-3-1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X 

H3-3-2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H3-3-3 
보안성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

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X 

H3-3-4 
보안성에 대한 신뢰의 정도는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TAM 

H3-4-1 
인지된 유용성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H3-4-2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

비스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 

O 

  

 경제적인 요인으로서 무료저장 용량에 대한 만족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비록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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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의 연구에서는 시스템 특성으로서의 용량이 유용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매개변수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무료로 제공되는 용량에 만

족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유용

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어진 용량이 서

비스 사용에 부족함이 없을수록 용량에 제한을 받는 불편 없이 해당 서

비스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석할 수 있겠다. 추가용량구

입비용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박정희 (2006)와 박철우 (2012)의 연

구 결과와 동일하게 인지된 유용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용량을 

구매하는데 가치를 느낀다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자신이 하는 작업에 있

어서 그 성과를 높여줄 것이라는 믿음이 크기에 그러한 비용 지불 의사

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박철우 (2012)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추가용량 구입비용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인지된 사

용 용이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기술적인 요인으로서 공유기능을 통해 협업하는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

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박상철 and 권순재 (2011)와 박상철 

and 구철모 (2012)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지만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

비스에서 동료, 친구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은 해당 서비스의 주요한 

기능이며, 그를 통한 협업 정도가 높을수록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유용성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용 용이성에는 유의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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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공유/협업 기

능이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용이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으

로, 즉 그 사용이 조금은 어려운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다양한 장치로 장소에 상관없이 접근

할 수 있는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모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박상철 and 권순재 (2011)의 연구에서 

접근성이 지각된 가치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도 같은 것인

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더욱 그 가치를 더하게 된 것이 스마트

폰 및 노트패드 등의 모바일 기기가 크게 대중화되면서 이 기기들을 통

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접속 기능이 

더해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클라우드 스토

리지 서비스에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장소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접

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유용성 및 사용 용이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로 값이 유의할 뿐 아니라 계수 값의 크기 또한 큰 편인

데(Access -> PU: 0.371, Access -> PEOU: 0.326), 이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접근성이 매우 주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즉, 자신

의 주변 사람들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지각하는 정도, 그리고 자신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인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이것이 사회

적 압력이 되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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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즉 사용 용이성이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이슬 and 우형진 (2013)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의도

에 관한 연구에서는 ‚자신의 주변사람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느끼는 부담 정도‛(p. 139)를 의미하는 사회적 동조 

요인이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용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실증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1차 경로분석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사용 용이성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왔지만 2차 분석에서 인지된 유용성으로의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와 해당 경로를 제외시켰다. 보안성에 대한 신뢰의 정

도는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왔지만, 인지된 유용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희 (2006)의 연구에서는 시스템 특성으로서의 보안 요인이 인터넷 

저장 서비스에 대한 유용성 및 용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으로 분석되었지만, 박상철 and 권순재 (2011)의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지각된 가치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보안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높을수록 이 서비스에 대해서 더욱 큰 사용 용이성을 인

지하게 되지만, 이러한 신뢰의 정도가 높다는 것이 작업에 있어서의 성

과를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TAM 기술수용이론의 두 매개변수인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사용 용

이성은 모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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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로계수 값의 크기를 살펴보았을 때 

유용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용이성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보

다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고(PU -> BI: 0.412, PEOU -> BI: 0.234), 

이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사용이 쉬운 것 보다는 작업 성과를 

높여줄 수 있다는 유용성이 그 수용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요인임을 의

미한다 할 수 있겠다. 

 

4.4 비교 분석 

4.4.1 구조방정식 잠재요인별 영향도 분석 

구조방정식 가설 검증을 위한 연구 모형에서 Cost -> PEOU, Collabo 

-> PEOU, SI -> PU, Security -> PU 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잠재요인이 PE, PEOU의 매개 변수를 거

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만으로 구성된 [그림 10]과 같은 모형으로 

각 잠재요인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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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잠재요인별 영향도 분석 모형 

 

 표준화된 경로계수 값을 포함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는 [표 22]와 같

다. 

 

[표 22] 영향도 분석을 위한 경로 계수 추정 결과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C.R. P 

PU <--- Access .393 .352 .094 4.158 *** 

PU <--- Cost .162 .242 .059 2.738 .006 

PEOU <--- SI .327 .345 .087 3.738 *** 

PEOU <--- Security .218 .231 .069 3.144 .002 

PU <--- Collabo .252 .352 .056 4.525 *** 

PEOU <--- Storage .133 .167 .058 2.293 .022 

PEOU <--- Access .325 .280 .093 3.473 *** 

PU <--- Storage .128 .167 .055 2.313 .021 

BI <--- PU .412 .506 .061 6.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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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 PEOU .237 .302 .053 4.467 *** 

 

 각 잠재요인이 수용의도(BI)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효과는 „잠재요인 -> 수용의도‟ 로의 직접 경로에 

의한 영향을 의미하며, 간접 효과는 „잠재요인 -> 매개변수 -> 수용의

도‟ 와 같이 중간에 매개변수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 제시된 

모형의 경우 잠재요인 -> 수용의도로의 직접적인 연결이 없고 모두 PU, 

PEOU 의 매개요인을 거쳐 수용의도로 연결되므로 간접효과만이 존재한

다. 간접효과값은 최종 변수까지의 각 경로계수 값을 곱한 것을 서로 다

른 경로에 대해서 더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즉, Storage -> BI 의 간접

효과 값은 Storage -> PU -> BI 의 각 경로계수 값의 곱에 Storage -

> PEOU -> BI 의 각 경로계수 값의 곱을 더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더한 것을 총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표준화된 

총효과를 이용하여 각 잠재요인이 수용의도(BI)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구조방정식 분석에 의한 각 요인별 수용의도(BI)로의 표준화된 총효과 

및 전체 요인에 대한 각 요인의 총효과의 비중은 [표 23]과 같다. 

 

[표 23] 잠재 요인별 수용의도(BI)로의 표준화된 총효과 및 비중 

잠재 요인 수용의도(BI)로의 표준화된 총효과 비중 

Storage 0.135 15.5% 

Cost 0.123 14.1% 

Collabo 0.178 20.4% 

Access 0.263 30.1% 

SI 0.104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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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0.07 8.0% 

 

 결과를 보면 수용의도에 대해서 Access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Collabo가, 그 뒤로는 근소한 차이로 Storage, 

Cost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온다. SI와 Security는 가장 작은 영향도

를 보이고 있다. 

 

4.4.2 컨조인트 및 구조방정식 비교 분석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각 속성의 추정 계수 값 및 대안 카드에 쓰인 수

준(Level)의 변동폭을 이용하여 부분가치를 구하고 전체 요인에 대한 

부분가치에서 해당 속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함으로써 속성이 가지는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였다. 이 값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한 잠재요인 

별 총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두 방법론을 통해 도출한 중요도 및 

총효과 값 및 그 순위, 그리고 경제적/기술적/환경적 카테고리로 묶었을 

때의 그 값들의 크기 및 순위를 [표 24]에 정리하였다. 

 

[표 24] 컨조인트 및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비교 

 
속성/요인 

상대적 중요도/ 

총효과 비중 
순위 구분 

상대적 중요도/ 

총효과 비중 
순위 

컨조인트 

저장용량 21.0% 2 
경제적 31.9% 2 

인지된 비용 10.9% 6 

협업성 18.2% 3 
기술적 43.4% 1 

접근성 25.2% 1 

사회적 영향력 11.4% 5 
환경적 24.7% 3 

인지된 보안 13.3% 4 

구조방정식 저장용량 15.5% 3 경제적 2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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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비용 14.1% 4 

협업성 20.4% 2 
기술적 50.5% 1 

접근성 30.1% 1 

사회적 영향력 11.9% 5 
환경적 19.9% 3 

인지된 보안 8.0% 6 

 

그 내용을 보면 컨조인트 분석 및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모두 접근성

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두번째와 세번째 주요 요

인은 두 방법론에서 그 결과가 바뀌었는데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2.무료

저장용량 3.협업성 의 순이었고 구조방정식 분석에서는 2.협업성 3.무료

저장용량 이었다. 그 다음 요인으로 컨조인트 분석에서는 4.보안성 5.사

회적 영향력 6.용량확장비용 이 차지하였으나 중요도의 차이는 크지 않

았으며, 구조방정식 분석에서는 4.용량확장비용 5.사회적 영향력 6.보안

성의 순서였다. 두 분석에서 모두 접근성, 협업성, 무료저장용량이 클라

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 및 수용의도에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3가지요인은 비교적 그 중요

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두 분석 방법론에서 모두 각 요인들을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카테고

리로 분류한 결과는 일치하였다. 즉, 접근성과 협업성을 묶은 기술적인 

요인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 및 수용의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며, 그 다음이 무료저장용량과 용량확장비용이 대표하는 경제적인 요

인이고, 사회적 영향력과 보안성이 의미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상대적으

로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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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IT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전환으로 

인지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개인 사용자에게 

가장 익숙하고,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스토리지 서비스를 들 수 있

을 것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CSP (Cloud Service Provider)

가 제공하는 가상의 저장 공간에 사용자의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터

넷과 연결되는 컴퓨터, 무선통신 장치 등에서 해당 데이터의 접근이 가

능한 서비스를 말하며, Daum클라우드, 네이버 N드라이브, 구글드라이브, 

드롭박스, 마이크로소프트 SkyDrive, 애플 iCloud 등의 제품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 사용자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선호 요

인은 무엇이며, 그 요인들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에 미치는 

영향 및 그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이다.  

 먼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성하는 주요 속성을 선정하기 위해

서 문헌 연구와 함께 각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을 비교한 내용

들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저장용량(무료저장용량), 인지된 비용(용량

확장 비용), 협업성(파일공유기능), 접근성(모바일 접속 기능), 사회적 

영향력(주변 사람들의 사용 정도), 인지된 보안(보안 관련 신뢰 정도)의 

6가지 속성을 추출할 수 있었다. 그 6가지 속성에 대해서 컨조인트 설

문 조사 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6가지 속성 모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가

지 속성 중 비용만이 - 부호를 가졌으며, 이는 추가용량확장 비용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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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할수록 사용자의 효용은 감소함을 의미한다. 나머지 속성은 모두 + 

부호를 가져 무료저장용량이 큰 제품이, 파일공유기능과 모바일 접속 기

능이 있는 제품이,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보안 관련 신뢰성

이 높은 제품이 사용자에게 더 선호되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SEX_COL, 

AGE_INF, INCOME_ACC, COMUSE_STO의 4개 교차항이 모두 + 부

호를 보인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파일공유기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이가 적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더 선호하고, 

수입이 높은 집단이 적은 집단보다 모바일 접속 기능에 더 큰 효용을 느

끼며, 컴퓨터 사용 시간이 길면 무료저장용량이 더 큰 제품을 선호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또한 각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를 

보면 모바일 접속기능(25.2%), 무료저장용량(21.0%), 파일공유기능

(18.2%)의 순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보안에 대

한 신뢰성(13.3%), 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11.4%), 용량확장비용

(10.9%)이 근소한 차이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한계지불의사액 

분석 결과에서는 저장 용량의 경우 1GB 용량에 대해서 483원의 지불의

사액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기능적인 속성으로서 모바일 접속 기능에는 

4,646원을, 파일 공유기능에 대해서는 3,349원을, 보안의 신뢰성이 더 

큰 제품에는 2,443원을,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는 

2,105원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컨조인트 분석에서 사용한 6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기술수

용이론의 TAM 모형에 적용하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한 결과 총 14개의 

가설 중 4개의 가설은 기각하고 10개의 가설은 채택할 수 있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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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인으로서 무료저장용량에 대한 만족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 및 인

지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추가용량구입비용에 대해 

느끼는 가치는 인지된 유용성에만 정(+)의 영향을 미쳤다. 기술적 요인

으로서 공유기능을 통해 협업하는 정도는 인지된 유용성에만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다양한 장치로 장소에 상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

는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사용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환

경적인 요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와 보안성에 대한 신

뢰의 정도는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만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매개변수

로서 인지된 유용성 및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의도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다.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만으로 구성한 모형으로 

최종 수용의도(BI)로의 총효과가 어떠한지 분석한 결과로는 장소에 상

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정도(접근성)가 30.1%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공유기능을 통해 협업하는 정도(협업

성, 20.4%)와 무료저장용량에 대한 만족 정도(무료저장용량, 15.5%)가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추가용량구입비용에 대해 느끼는 가치(인지

된 비용, 14.1%),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사회적 영향력, 

11.9%), 보안성에 대한 신뢰의 정도(보안성, 8.0%) 순이었다. 컨조인트 

분석 및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각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및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속성은 공통적으로 접근성 

이었으며, 2 - 3 순위는 순서는 다르지만 저장용량 및 협업성이 차지하

였다. 두 분석 방법론에서 접근성과 협업성을 경제적 카테고리로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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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량과 인지된 비용을 기술적 카테고리로, 사회적 영향력과 인지된 

보안을 환경적 카테고리로 분류한 결과는 일치하였는데, 기술적인 부분

이 가장 중요하게, 그 다음으로 경제적인 부분이, 그리고 그 뒤로 환경

적인 요인이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5.2 시사점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특히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해서 구조

방정식을 이용하여 수용의도를 연구한 논문은 많이 있지만 컨조인트 분

석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선호 요인을 연구한 예는 

Anandasivam et al. (2010), Giessmann and Stanoevska-Slabeva 

(2013)으로 많지 않다. 그 중에서도 SaaS(Software As a Service)에 

대해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클라우

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대상으로 컨조인트 및 구조방정식 분석을 적용하

고, 그 결과를 비교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컨

조인트 분석은 연구자가 제시하는 속성별 수준이 다른 제품 대안에 대해

서 응답자가 그 선호 정도를 답하고 그를 바탕으로 각 속성이 사용자의 

효용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직관적인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수치화 하기 힘든 모호한 속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힘들고 각 

속성이 사용자의 최종 선택, 수용 의도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관계를 파

악하기는 힘든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컨조인

트 분석에서 사용한 동일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TAM모형을 적용하

여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용이성을 매개변수로 넣은 구조방정식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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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구성하여 6개의 요인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와 어

떠한 구조적 영향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영향 정도를 컨조인트 분

석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컨조인트 및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

용 경험이 있는 20~40대의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IT관련 직종의 직

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설문지에서 최종적으로 

182개의 응답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두 가지 분석 결과에서 모

두 모바일 접속 기능이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노트패드 등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

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기능이 필수적 임을 의미한다. 그와 함

께 파일공유기능 또한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왔다. 사실상 모

바일 접속기능 및 파일공유기능은 모든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

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기능이 될 수

는 없다. 하지만 두 기능은 무료저장용량 이상으로 사용자가 중시하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에 있어서 더욱 고도화된 기능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사용자의 효용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모

바일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결합한 새로운 모바일 클라우드 환경 속에서

(김상현 & 김근아, 2011)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모바일 특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그 접근성을 활용하는 Killer Function이 요구됨을 확

인할 수 있다. 가령, 모바일 기기의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또는 주

기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 백업해주는 기능, 그리고 웹페이지/

이메일/SNS 컨텐츠 등과 직접적으로 연동하여 해당 내용들을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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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

현된 서비스를 제안하는 바이다. 협업성 측면에서의 좋은 기능의 예로 

구글 드라이브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공유된 파일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에게 충분

히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 외에도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을 

강화하여 클라우드 스토리지 상에서 온라인 게임을 구동하여 여러 사용

자가 접속하여 같이 플레이 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에 저장하는 음악/동영상 컨텐츠 등을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

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박정희 (2006)가 인터넷 저장 서비스의 기술 수용에 관한 연구

에서 저장 용량을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intrinsic system)적인 요소‛

(p. 53) 중 하나로 들었듯이 무료저장용량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사실상 무료로 어느 정도의 용량을 

제공하느냐가 비용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며, 두 분석 결과

에서도 저장용량은 2 ~ 3위에 드는 주요한 속성이었다. 국내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제품의 경우 해외 제품보다 큰 용량을 제공하고 있는데(Naver: 

30GB, Daum: 50GB) 설문 응답자의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Naver N드

라이브와 Daum클라우드 사용자의 비중이 높다. Naver 및 Daum 회사

의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은 데는 포털서비스의 제공, 한국 브랜드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무료저장용량을 많이 제공하는 것 

또한 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내용들이 

주로 그 크기가 크지 않은 문서파일, 사진 파일 등이기에 저장 용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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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정 커질수록 사용자의 효용이 그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적정한 

크기의 저장 용량을 제공하면서 기술적인, 기능적인 부분을 더욱 개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면, 비용의 중요성 및 영향도는 낮게 나왔는데 이는 현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Freemium(Free + Premium) 서비스의 형태로 제

공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Freemium 비용 모델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료이지만, 프리미엄 또는 추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

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의 서비스 형태를 말한다(Laudon & Traver, 

2012). 즉,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제공 회사 별로 무료저장용량

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용량을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비용

을 지불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추가용량확장 비용 

속성이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갖는다는 것은 사용자가 추가용량 구매에 비

용을 지불할 의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현재의 방식으로는 Freemium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지불하는 

비용만으로 큰 수익을 내기는 힘들다는 것을 함축한다. 현재로서는 클라

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완전한 유료 서비스로의 전환은 그 성공 가능성

이  낮으며,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Freemium 과금 정책

(Pricing Plan)이 필요하다. 

 사회적 영향력의 경우 두 분석 결과에서 모두 낮은 중요도와 영향력을 

보였다. 하지만 컨조인트 분석에서 연령이 낮은 10~20대가 고 연령층

에 비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에 더 큰 선호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서비스 제공 회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젊은 층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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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같은 제품 사용자간의 공유, 협업, 그룹핑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개발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보안에 대한 신뢰성의 경우 낮은 중요도 및 영향도를 보였다. 이는 아

직까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보안과 관련한 큰 문제,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 사용자들이 그 중요성을 타 요인들에 비해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박이슬 & 우형진, 

2013).  

 컨조인트 분석에서의 상대적 중요도 및 구조방정식 분석에서의 영향도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접근성 및 협업성, 그리고 저장용량이 가장 중

요한 3가지 속성이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이 세가지 요인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상호호환성

(interoperability)을 높여 이를 전체적인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 발전시

키는 것을 제안해 본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이에 호환성이 확

보되어 각 서비스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되면 사용자들이 복수개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을 사용하면서 더 나은 접근성이 제공될 

것이며, 다른 서비스 사용자간의 협업성 또한 증가할 것이고, 더 큰 저

장 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간의 독

자적인 경쟁을 통해서 차별화된 기능이 제공되는 것도 좋겠지만 각 서비

스간의 호환성을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으로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들에게 더 큰 효용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지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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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제안 사항들을 [표 25]에 정리하였다. 

 

[표 25] 연구의 시사점 및 제안 사항 

요인 시사점 제안 사항 

접근성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이

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모바일 특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그 접근성을 활용하는 Killer 

Function이 요구됨 

모바일 기기의 주요 데이터를 

실시간, 주기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 백업해주는 

기능 

웹페이지, 이메일, SNS 컨텐

츠 등과 직접적으로 연동하여 

해당 내용들을 간편하게 클라우

드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터페이스 

협업성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

호 및 수용 의도에 높은 영향력

을 가지는 요인으로 공유, 협업 

부분에서 더욱 고도화된 기능 개

발 필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상에서 온

라인 게임을 구동하여 여러 사

용자가 접속하여 같이 플레이 

할 수 있는 서비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하

는 음악, 동영상 컨텐츠 등을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

비스 

저장용량 

두 분석에서 모두 중요한 요인

이며 저장 용량이 큰 제품이 실

제적으로도 많이 선호되고 있음 

적정한 크기의 충분한 저장 

용량을 제공하면서 기술적인, 

기능적인 부분을 더욱 개선, 개

발 

주요한 3가지 요인인 접근성, 협업성, 저장용량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으로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을 높여 이를 전체적

인 하나의 서비스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의

해 사용자 효용의 증가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생태계

가 조성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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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비용 

추가용량 구매에 비용을 지불

할 의사가 적으며 사용자가 지불

하는 비용만으로 큰 수익을 내기

는 힘들 것임  

완전한 유료 서비스로의 

전환보다 현재의 Freemium 

서비스 방식을 유지 

 보다 다양한 Freemium 

과금 정책 개발 

사회적 영향력 

저 연령층이 고 연령층에 비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

품에 더 큰 선호를 보임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같은 

제품 사용자간의 공유, 협업, 

그룹핑에 중점을 둔 서비스

를 개발 

인지된 보안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

용자들은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

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5.3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면 설문 표본의 크기가 N=182 로 작고, 

보다 다양한 인원 구성으로부터의 응답을 받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컨조인트 설문의 특성상 온라인 설문 및 스마트폰을 통한 설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샘플의 크기 및 다양성 확보가 용이치 않았다. 컨조인트 분

석은 보통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가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서 소비자의 선호 요인을 추정하는 것인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경우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로서 국내에도 많은 사용자가 있기에 컨조인

트 분석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및 협업성에 있어서 현재의 모든 클라우드 스토

리지 서비스 제품이 지원하고 있는 기능을 속성으로 선정하였다. 컨조인

트 분석을 적용한 처음의 연구였기에 기본적인 기능을 택한 것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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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연구에서는 각 제품에서 차별화되는 기능, 또는 아직까지 구현되지 

않은 기능을 속성으로 사용하여 분석한다면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

에 대한 선호도 및 가상의 기능에 대한 효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

는 응답자의 결과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샘플의 크기를 어느 정도 

확보해서 사용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결과를 분석, 비교한다면 신규 사

용자를 유치하는데 있어서의 보다 직접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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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설문지  

설문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한 개인 사용자의 선호 

요인 및 수용 의도 연구” 

 

 

안녕하세요?   

본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핚 개읶 사용자의 선호 요읶 및 

수용 의도 연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하께서 설문에 응답해주신 모듞 

정보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읶정보는 통계법 제 33 조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은 본 연구의 귀중핚 자료가 되오니 정확핚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술경영경제정책 젂공 

지도교수 황준석 

연구자   이세원 

 

 

문의사항:  leesw2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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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은 아래와 같은 세 부붂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 요읶에 대핚 설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의도에 대핚 설문 

 읶구통계 및 이용에 관핚 읷반 설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대핚 아래의 설명 내용을 참고하셔서 세 부붂의 

설문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란? 

 

Daum 클라우드, 네이버 N-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Dropbox 등과 같이 

네트워크와 연결된 가상의 저장공갂(클라우드)에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된 어느 PC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도 

저장공갂(클라우드)에 접속하여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선호 요인에 대한 설문 

 

 응답 방법) 아래 각 Set에 제시된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4 중 가장 선호하는 제품

에 우선순위 1, 그 다음 선호하는 제품에 우선순위 2, 그 다음 선호하는 제품에 우선순

위 3, 가장 선호하지 않는 제품에 우선순위 4를 적어주세요. (총 4개 Set에 대해서 응답) 

 

 제품 속성 설명) 

▫ 무료저장용량: 무료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저장 공갂의 크기.  (2GB, 5GB, 10GB) 

▫ 용량확장 추가비용: 20GB의 추가 저장 공갂을 구입하는데 매월 소요되는 비용.  

(1000원/월, 2000원/월, 3000원/월) 

▫ 파일 공유 기능 유무: 클라우드 내 저장된 파읷을 다른 사람과 공유핛 수 있는 기능.  

(O:있음, X:없음) 

▫ 모바일 접속 지원 기능 유무: 모바읷 기기(스마트폰, 노트패드 등)로 클라우드를 사용

핛 수 있는 기능.  (O:있음, X: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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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 친구, 동료 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정도의 높고 낮음.  

(높음, 낮음) 

▫ 보안 관련 오류 발생 정도: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핚 보안 관렦 오류 발생 정도.  

(1%:거의 없음,  5%:약갂 있을 수 있음) 

 

 설문) 

▪ 컨조인트 설문 Set#1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4 

무료저장용량 5 GB 2 GB 2 GB 2 GB 

용량확장 추가비용(20GB) 3000 원/월 3000 원/월 2000 원/월 1000 원/월 

파일 공유 기능 유무 X O O X 

모바일 접속 지원 기능 유

무 

X O O O 

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 높음 높음 낮음 낮음 

보안 관련 오류 발생 정도 5% 5% 5% 5% 

우선 순위     

 

▪ 컨조인트 설문 Set#2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4 

무료저장용량 5 GB 5 GB 2 GB 10 GB 

용량확장 추가비용(20GB) 1000 원/월 1000 원/월 1000 원/월 1000 원/월 

파일 공유 기능 유무 O O X O 

모바일 접속 지원 기능 유

무 

O O X X 

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보안 관련 오류 발생 정도 1% 1% 1% 5% 

우선 순위     

 

▪ 컨조인트 설문 Set#3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4 

무료저장용량 10 GB 2 GB 2 GB 2 GB 

용량확장 추가비용(20GB) 3000 원/월 3000 원/월 1000 원/월 2000 원/월 

파일 공유 기능 유무 X O X O 

모바일 접속 지원 기능 유

무 

O X O X 

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 낮음 낮음 높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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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련 오류 발생 정도 1% 1% 5% 1% 

우선 순위     

 

▪ 컨조인트 설문 Set#4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4 

무료저장용량 10 GB 2 GB 10 GB 5 GB 

용량확장 추가비용(20GB) 2000 원/월 1000 원/월 1000 원/월 2000 원/월 

파일 공유 기능 유무 X X O X 

모바일 접속 지원 기능 유

무 

O X X X 

주변 사람들 사용 정도 높음 낮음 낮음 낮음 

보안 관련 오류 발생 정도 1% 1% 5% 5% 

우선 순위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용 요인에 대한 설문 

 

 설문방법) 설문내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우측 공란에 1~5의 숫자로 기입해 주세요. (1:

젂혀 동의하지 않음, 5:매우 동의함) 

 

설문 내용 

1: 젂혀 동의하지 않음 

5: 매우 동의함 

1    2   3   4    5 

▫ 내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무료 저장 용량에 만족핚

다. 

▫ 비용을 고려했을 때 내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무료 

저장 용량은 적당하다. 

▫ 내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무료 저장 용량에 부족함

이 없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추가 용량을 구입핛 의사가 있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추가 용량 구입을 위핚 비용지출은 가치

가 있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서 추가 용량 구입 비용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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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의 파읷 공유 기능을 자주 사용핚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여 친구,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협

업핚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 정보 및 자료의 공유 정도를 높읷 수 있

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로 여러 컴퓨터, 통신기기에서 자료의 접근

이 가능하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저장된 데이

터를 이용핛 수 있다. 

▫ 모바읷 장치(스마트폰, 노트패드 등)로도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핛 수 있어야 핚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신뢰핛 만하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해킹, 장애, 오류 등의 문제없이 안정적으

로 운용된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저장된 정보는 안젂하게 보호된다.  

 

 

 

 

설문 내용 

1: 젂혀 동의하지 않음 

5: 매우 동의 함 

1    2   3   4    5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이용은 내가 하는 작업을 더 빠르게 핛 수 

있게 해준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이용은 나의 작업 성과를 높여준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이용은 내가 하는 작업을 더 쉽게 하게 해

준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내가 하는 작업에 있어서 유용하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이용 방법을 익히는 건 쉽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이용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지 않는다. 

▫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이용에 능숙해지는데 어려움이 없다. 

 

 

 

 

▫ 내 주변의 사람들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 내 친구, 동료들은 내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핚다. 

▫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내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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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핚다고 생각핚다. 

 

설문 내용 

1: 젂혀 동의하지 않음 

5: 매우 동의 함 

1    2   3   4    5 

▫ 나는 앞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이용핛 것이다.  

▫ 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자주 이용핛 것이다.  

▫ 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핛 것이다.  

 

 

 

 

 

 인구통계 및 이용에 관한 일반 설문 

1. 귀하의 성별은?  

1) 남성     2)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1) 10~19세    2) 20~29세    3) 30세~39세    4)40세~49세    5)50세~59세    

6) 60세 이상 

 

3. 귀하의 월 소득은? 

1) 0~100만원    2) 100~200만원    3) 200~400만원    4) 400~600만원    

5)600만원 이상 

  

4. 귀하의 하루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갂은? 

1) 0~1시갂    2) 1~3시갂    3) 3~5시갂   4) 5시갂~7시갂   5) 7시갂~9시갂   

6)9시갂 이상 

 

5. 귀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핚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6. 귀하는 현재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7. 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품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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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um 클라우드    2) 네이버 N드라이브    3)구글드라이브    4) Dropbox     

5) KT Ucloud    6) T Cloud    7) LG U+Box    8) 애플 iCloud    9) 기타 

 

8. 귀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기갂은? 

1) 1개월 미만   2)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 6개월 이상 ~ 1년 미만   5) 1년 이상 ~ 2년 미만   6) 2년 이상 ~ 3년 미만   

7) 3년 이상   

 

9. 귀하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용 빈도는? 

1) 하루에 수차례   2) 하루에 1번 정도   3) 1주에 3~4회   4) 1주에 1~2회   

5) 월 3회 이하 

 

10. 자주 사용하는 컴퓨터(노트북, 데스크탑), 모바읷 디바이스(스마트폰, 노트패

드)는 모두 몇 개 정도 입니까? (자주 가서 작업하는 컴퓨터실, PC방 등도 장소

당 1개로 카운트) 

1) 1개 이하   2) 2개   3) 3개   4) 4개   5) 5개   6) 6개   7) 7개 이상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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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individual user’s 

preference for cloud storage service such as Daum Cloud, Naver 

N-Drive, GoogleDrive, Dropbox, SkyDrive and iCloud, and 

structural relations among variables toward the behavioral 

intention to use cloud storage service. Through literature 

reviewed and pilot tests, 6 attributes of cloud storage service 

(storage capacity, perceived cost, collaboration, accessibility, 

social influence and perceived security) were selected and all 6 

attribut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reference of cloud 

storage service by conjoint analysis. From the SEM(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in which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was applied, storage capacity had positive significant 

influence on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but 

perceived cost had positive significant influence only on 

perceived usefulness. Similarly, accessibility had positive 

significant effects on both mediating variables, but collaboration 

had positive significant effects only on perceived usefulness. 

Social influence and perceived security had positive significant 

effects only on perceived ease of use. Two mediating variables 

of TAM,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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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positive significant influence on behavioral intention to use 

cloud storage service. Using SEM analysis with significant path 

only, independent variables’ standardized total effects were 

estimated and compared with their relative importance by 

conjoint analysis. As a result, the most important attribute was 

accessibility with storage capacity and collaboration followed 

though the order of them was different. Lastly, there was same 

result from the two analyses that technological factor 

categorized by collaboration and accessibility was the most 

important one and the next is economical factor grouped by 

storage capacity and perceived cost and then environmental 

factor by social influence and perceived security.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is the first one to apply conjoint analysis 

and SEM to cloud storage service (SaaS) and compare the 

results of them. 

 

Keywords: cloud computing, cloud storage service, conjoint, 

SEM, user preference 

Student Number: 2012-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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