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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메타분석은 여러 실증연구의 정량적인 결과를 통합과 분석을 통해 전체 결과를 조망할 기회를 제공하는 통계적 
통합 방법이다. 스마트폰 관련 연구에서 기술수용모델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들을 문헌적 고찰 및 메타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중 기술수용모델의 인과관계를 설정한 총 
106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메타분석의 결과 선행 요인과 인지된 유용성의 경로에 가장 큰 효과 크기는 
유희성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유용성과 유희성의 경로에 효과 크기는 0.536이었다. 그리고 선행 요인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의 경로에 가장 큰 효과 크기는 자기 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사용 용이성과 자기 효능감 경로에 효과 크
기는 0.626이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선행연구와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A Meta-analysis refers to a statistical literature synthesis method from the quantitative results of many known 
empirical studies. We conducted a meta-analysis and review of external factors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or Smartphone-related researches. This study surveyed 106 research papers that established causal 
relationships i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published in Korean academic journals during 2008 and 2013. The 
result of the meta-analysis might be summarized that the playfulness has the highest effect size in the path from 
external factors to the perceived usefulness, with the effect size(0.536). Also the self efficacy showed the highest effect 
size(0.626) in the path from external factors to the perceived ease of use. 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suggested and discussed with the difference from previous researches.

키워드 : 메타분석, 기술수용모델, 유희성, 자기 효능감 

Key word : Meta analysis, Technology acceptance model, Playfulness, Self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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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술수용모델은 정보기술이나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매우 유용한 모

형이다[1]. 기술수용모델은 합리적 행동이론에 이론적

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신념은 태도에 영향을 주고, 태
도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의도는 행위에 영향을 준

다는 인과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정보기술에서의 사용

자 행위 특성에 관한 기존연구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기술수용모델을 들고 있다. 즉 정보기술의 

수용·채택·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유용하게 사용되

고 있는 모형은 기술수용모델이다[1,2]. 정보기술수용 

관련 연구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에 대한 폭

넓은 수용·채택·사용을 유도하는 매개요인에 대한 연구

는 제한되어 있다[3]. 또한, 기술수용모델 관련 연구는 

경영정보학 관련 연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데, 실증분석결과에 대한 일관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측정도구의 다양화로 인한 불일치도 존재한다[4]. 
최근 정보기술 산업계는 애플과 삼성 그리고 구글 등이 

전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관련 분야의 연구들도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

보면 대부분 정보기술의 채택과 수용의도, 사용의도, 
구매의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

다. 또한,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의 채

택이나 수용에 관한 연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

다. 이러한 시점에 기술수용모델이 적용된 모형에서 인

지된 유용성과 사용 용이성에 미치는 선행요인을 알아

보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해 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주

제임은 틀림없다[6]. 따라서 기술수용모델이 적용된 스

마트폰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후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기술수용모델 그림 1은 Davis et al.[7]에 의해 제시된 

기본적 기술수용모델로서 두 가지의 신념인 인지된 유

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을 포함하여 사용에 대한 태

도와 사용에 대한 행동적 의도를 이용하여 실제 시스템 

사용을 설명하고 있다. 인지된 유용성은 정보기술이나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자의 직무수

행 성과의 향상과 관련된 신념의 정도나 주관적 확률을 

의미한다.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정보기술이나 정보시

스템을 사용할 경우 이를 얼마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와 관련된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태도는 정

보기술이나 정보시스템 사용에 대한 선호에 반응하는 

개인의 성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용의도는 정보기술

이나 정보시스템에 접근이 허용될 경우 일정 기간 안에 

정보기술이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의도나 사용계획 

등을 의미한다. 실제 사용은 정보기술이나 정보시스템

에 대한 실제 사용을 의미한다[4]. 이러한 기본 모형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외부 변수의 변형을 통해 확장-기술

수용모델의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수용

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

어 오고 있다.

그림 1. 기술수용모델

Fig. 1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7]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를 살펴

보면 기술수용모델 개념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6] 
연구에서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

의 행동의도에 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메타분석 결과 인지된 유용성에서 행위의도의 경로에 

효과 크기는 0.48을 보였으며,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서 

행위의도의 경로에 효과 크기는 0.46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서 인지된 유용성의 경로에 

효과 크기는 0.46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도에서 행위의

도의 경로에 효과 크기는 0.61을 보였다. 다음으로 조절

변수 탐색을 위한 기술수용모형 메타분석[8]에 관한 연

구에서 기술수용모델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외부요인들

과 기본요인들 간 관계를 통합적 시각에서 정립하고자 

하였고 사용의도와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

인들에 대한 개념 정립에 목적을 두고 통합적 이론모형

을 제시하였다. 조절변수 탐색을 위한 기술수용모형 메

타분석[9]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량적 메타분석을 이용

하여 한국 기술수용모델 연구와 미국 기술수용모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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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비교하고 조절변수를 탐색하여 기술수용모델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기술수용모델의 내부변인 간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은 

다수 연구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외부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만 유일하게 

기술수용모형 관련 요인들 간 관계에 대한 통합적 이론

모형에 관한 연구[8]에서 기술수용모델의 기본요인과 

외부요인 간 관계를 통합적 시각에서 정립하고자 하였

고 외부요인 경로의 유의성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두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 결과는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Ⅲ. 메타분석

메타분석(Meta-analysis)은 특정연구 분야의 일반화

된 지식을 체계화하기 위해 개별적 실증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접근방법으로 개별적 실증연구 결과들을 통계

적으로 요약하고 분석, 추론하여 연구결과 간의 변동성

을 설명하는 분석방법이다[10]. 메타분석을 분석의 분

석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메타분석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메타분석은 수량적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자료를 통

합하는 과정에서 요약통계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효과 크기를 계산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척도와 방법을 

사용한 연구 결과들을 통합과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공

통의 단위로 변환한다. 그리고 메타분석을 통해 일반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으로 서로 다른 효과 크기

라 할지라도 일반화를 위해서는 연구 간의 작은 차이는 

무시될 수 있다[11].
기술수용모델을 적용된 스마트폰의 사용이나 이용

의도, 채택의도, 구매의도 그리고 수용의도를 종속변수

로 한 실증연구를 대상으로 문헌적 고찰을 위해 2008년
부터 2013년 9월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연구 대상이 되는 국내 논문을 수집하기 

위해 사회과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RISS에서 ‘스마트

폰’의 주제어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결과 학위논

문이 2,798편, 학술논문이 3,11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

다. 부득이 세부적인 검색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

용의도’와 ‘스마트폰 이용의도’, ‘스마트폰 채택의도’, 
‘스마트폰 수용의도’ 그리고 ‘스마트폰 구매의도’의 주

제어를 이용하여 다시 검색하였다. 검색을 통해 나타난 

학술논문은 RISS 425편, DBpia 88편, KISS 28편 총 

425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먼저 연구제목과 연구모

형을 확인한 후 스마트폰과 관련된 연구인지를 확인하

였다. 또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 여과하여 조

건에 부합한 총 106편의 논문을 연구에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관련 연

구로서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실증분석 연구의 발표현

황은 표 1과 같다. 

표 1. TAM 기반 스마트폰 관련연구 현황

Table. 1 The frequency of research related smartphone 
based on the TAM

순위 학술지명＼연도 8 10 11 12 13 합계

1 디지털정책연구 1 6 7
2 e-비즈니스연구 1 2 3 6
3 대한경영학회지 2 3 5
3 콘텐츠학회논문지 1 2 2 5
5 컴퓨터정보학회논문 3 1 4
5 기업경영연구 1 2 1 4
5 인터넷전자상거래 3 1 4
8 마케팅관리학회 1 2 3
8 유통정보학회지 1 2 3
8 IT서비스학회지 2 1 3
11 JITA & m 1 1 2
11 경영교육연구 1 1 2
11 경영연구 2 2
11 광고학연구 1 2 2
11 물류학회지 1 1 2
11 벤처창업연구 2 2
11 상품학연구 2 2
11 전자상거래학회지 2 2
11 게임학회논문지 1 1 2
11 비즈니스리뷰 1 1 2
11 산학기술학회논문지 2 2
11 APJIS 1 1 2
23 기타 3 12 13 10 38

합 계 1 6 32 47 20 106

메타분석 방법론을 바탕으로 Biostat에서 개발한 

CMA(comprehensive meta analysis)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기술수용모델이 적용된 스마트폰 관련 연구들로 

모형의 인과관계로서  인지된 유용성과 선행요인 사이

의 관계와 인지된 사용 용이성과 선행요인 사이의 경로

를 메타분석 한 결과이다. 
동질성 검정은 연구대상이 되는 개별 연구결과들의 

효과 크기가 동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어 나온 값인



기술수용모델 선행요인에 관한 문헌적 고찰 및 메타분석

851

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게 된다. 동질성 검정을 위한 

통계적 귀무가설은 개별 연구결과들의 효과 크기 추정

치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귀무가설이 

입증되면 효과 크기 추정치를 통합해서 전반적인 효과 

크기 추정치를 구하는 메타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동질성 검정의 해석은 검정 통계량 Q 값
에 대한 카이제곱 분포에 근거하게 되는데 Q 값이 카이

제곱 분포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도(df)는 

효과 크기 표본 수에서 1을 뺀 것을 의미한다. 인지된 

유용성과 유희성, 신뢰성, 적합성, 자기 효능감, 혁신성, 
사회적 영향, 경제성에 이르는 각각 경로의 Q 값이 

261.4, 80.8, 34.7, 59.4, 243.8, 17.2, 57.7로 나타나 df = 
14, 4, 5, 5, 7, 3, 4일 때 p = .05 수준에서 카이제곱의 한

계 값(critical value)는 23.7, 9.5, 11.1, 11.1, 14.1, 7.8, 
9.5가 되는데 구해진 Q 값이 한계 값보다 크므로 동질

성에 대한 귀무가설이 기각하게 된다. 또한, 인지된 사

용 용이성과 자기 효능감, 유희성, 정보품질, 적합성, 혁
신성에 이르는 각각 경로의 Q 값이 28.4, 99.9, 8.2, 3.8, 
25.7로 나타나 df = 4, 7, 2, 3, 3일 때 p = .05 수준에서 

카이제곱의 한계 값은 9.5, 14.1, 5.1, 7.8, 7.8가 되는데 

적합성을 제외한 구해진 Q 값이 모든 한계 값 보다 크

므로 동질성에 대한 귀무가설이 기각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것이 아닌 이질적인 자료

로 구성되었다는 추정이 성립된다. 즉, 모든 경로의 효

과 크기들의 분산이 표준오차를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질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랜덤효과모형

의 접근방식으로 교정된 역변량 가중치를 사용하여 평

균 효과 크기를 산출하게 된다[12,13].

Ⅳ. 결  론

우리나라 스마트폰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기술수용

모델이 적용된 연구에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의 선행요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들을 분류 재분

석하는데 본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2008년
부터 2013년까지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기술수용모델 

기반 스마트폰 관련 연구의 고찰을 통해 흐름을 파악하

고 각각의 결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축적된 연구결

과들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기술수용모델의 신념변수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선행요인을  랜덤효과모형의 접

근방식으로 교정된 역변량 가중치가 적용된 효과 크기

의 값을 표 2, 3과 같이 나타내었다. 

표 2. 인지된 유용성과 외부요인들 간의 효과크기

Table. 2 The effect size in the path from external 
factors to the perceived usefulness

유희성 → 인지된 유용성

No N Corr F-z L-L U-L Z-v P-v Q
1 131 .55 .61 .41 .66 6.9 .00 261
2 153 .49 .54 .36 .61 6.6 .00 261
3 214 .67 .81 .59 .74 11.8 .00 261
4 320 .25 .26 .15 .35 4.6 .00 261
5 246 .44 .47 .34 .54 7.4 .00 261
6 196 .30 .31 .17 .42 4.3 .00 261
7 164 .75 .98 .68 .81 12.4 .00 261
8 164 .70 .86 .61 .77 10.9 .00 261
9 280 .63 .74 .55 .70 12.3 .00 261
10 215 .73 .92 .66 .79 13.5 .00 261
11 133 .40 .43 .25 .54 4.9 .00 261
12 656 .65 .78 .60 .69 19.8 .00 261
13 656 .65 .78 .60 .69 19.8 .00 261
14 385 .24 .25 .15 .34 4.9 .00 261
15 358 .25 .26 .15 .35 4.8 .00 261
　Ran(r) .54 .43 .62 8.8 .00 261

신뢰성 → 인지된 유용성

No N Corr F-z L-L U-L Z-v P-v Q
1 245 .04 .04 -.09 .16 0.56 .58 81
2 93 .44 .47 .26 .59 4.48 .00 81
3 245 .62 .73 .54 .69 11.30 .00 81
4 196 .33 .35 .20 .45 4.83 .00 81
5 215 .63 .75 .55 .71 10.89 .00 81
　Ran(r) .43 .18 .64 3.20 .00 81

신념변수인 인지된 유용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

치는 선행변수는 유희성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나타

내는 효과 크기(effect size)가 (.536)인 것으로 나타나 

김용겸[8]의 연구에서 선행요인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

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을 사

용하면서 사용에 대한 즐거움은 사용자들이 유용하다

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뢰성

(.435)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선행변수는 적합성(.398), 자기 효능감(.389), 혁신성

(.339) 순으로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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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 인지된 유용성

No N Corr F-z L-L U-L Z-v P-v Q
1 266 .46 .49 .36 .55 8.02 .00 35
2 93 .51 .56 .34 .65 5.34 .00 35
3 153 .14 .14 -.02 .29 1.73 .08 35
4 306 .23 .24 .12 .34 4.11 .00 35
5 245 .52 .58 .42 .61 8.99 .00 35
6 320 .48 .52 .39 .56 9.33 .00 35
Ran(r) .40 .27 .51 5.79 .00 35

자기 효능감 → 인지된 유용성

No N Corr F-z L-L U-L Z-v P-v Q
1 475 .27 .28 .19 .35 6.09 .00 59
2 245 .13 .13 .01 .25 2.08 .04 59
3 214 .50 .55 .39 .59 7.98 .00 59
4 320 .49 .53 .40 .57 9.52 .00 59
5 246 .29 .29 .17 .40 4.59 .00 59
6 306 .59 .67 .51 .66 11.69 .00 59
Ran(r) .39 　 .24 .52 4.98 .00 59

혁신성 → 인지된 유용성

No N Corr F-z L-L U-L Z-v P-v Q
1 153 .11 .11 -.05 .26 1.30 .19 244
2 320 .40 .42 .30 .49 7.48 .00 244
3 500 .22 .22 .14 .30 5.01 .00 244
4 245 .53 .59 .43 .61 9.18 .00 244
5 250 .50 .55 .41 .59 8.72 .00 244
6 656 .54 .60 .48 .59 15.44 .00 244
7 306 -.29 -.30 -.39 -.18 -5.14 .00 244
8 656 .54 .60 .48 .59 15.44 .00 244
Ran(r)　 .34 .14 .51 3.24 .00 244

사회적 영향 → 인지된 유용성

No N Corr F-z L-L U-L Z-v P-v Q
1 500 .11 .11 .02 .19 2.42 .02 17
2 246 .14 .14 .01 .26 2.18 .03 17
3 311 .21 .21 .10 .31 3.69 .00 17
4 133 .47 .51 .32 .59 5.80 .00 17
Ran(r)　 .22 .08 .36 3.12 .00 17

경제성 → 인지된 유용성

No N Corr F-z L-L U-L Z-v P-v Q
1 245 .53 .59 .43 .62 9.20 .00 58
2 358 .25 .26 .15 .34 4.81 .00 58
3 500 .04 .04 -.05 .12 0.83 .41 58
4 311 .08 .08 -.03 .19 1.44 .15 58
5 306 .11 .11 -.01 .22 1.87 .06 58
Ran(r)　 .21 　 .03 .38 2.29 .02 58

신념변수인 인지된 사용 용이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는 자기 효능감으로 나타났다. 영향력

을 나타내는 효과 크기가 (.626)인 것으로 나타나 김용

겸[8]의 연구에서 선행요인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 동

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자기 효능감

을 높이면 인지된 사용 용이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유희성(.463)이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수용모델 신념변

수의 선행요인으로 채택해야 할 변수임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되었다. 

표 3. 인지된 사용 용이성과 외부요인들 간의 효과크기

Table. 3 The effect size in the path from external factors 
to the perceived ease of use

자기 효능감 → 인지된 사용 용이성

No N Corr F-z L-L U-L Z-v P-v Q
1 475 .68 .83 .63 .73 18.01 .00 28
2 245 .43 .46 .32 .53 7.14 .00 28
3 214 .66 .79 .58 .73 11.52 .00 28
4 320 .62 .72 .54 .68 12.76 .00 28
5 306 .70 .87 .64 .75 15.10 .00 28
Ran(r)　 .63 .54 .70 10.70 .00 28

유희성 → 인지된 사용 용이성

No N Corr F-z L-L U-L Z-v P-v Q
1 131 .50 .55 .36 .62 6.26 .00 100
2 153 .16 .16 .00 .31 1.93 .05 100
3 214 .60 .69 .51 .68 10.07 .00 100
4 320 .20 .21 .10 .31 3.68 .00 100
5 164 .49 .54 .36 .60 6.80 .00 100
6 164 .62 .73 .52 .71 9.28 .00 100
7 280 .67 .81 .60 .73 13.49 .00 100
8 385 .31 .32 .22 .40 6.31 .00 100
Ran(r)　 .46 .31 .59 5.52 .00 100

정보 품질 → 인지된 사용 용이성

No N Corr F-z L-L U-L Z-v P-v Q
1 189 .26 .27 .12 .39 3.66 .00 8
2 250 .32 .34 .21 .43 5.28 .00 8
3 495 .45 .49 .38 .52 10.86 .00 8
Ran(r)　 .36 .23 .47 5.33 .00 8

적합성 → 인지된 사용 용이성

No N Corr F-z L-L U-L Z-v P-v Q
1 93 .32 .33 .12 .49 3.15 .00 4
2 153 .18 .18 .02 .32 2.17 .03 4
3 306 .18 .18 .06 .28 3.08 .00 4
4 320 .29 .30 .19 .39 5.37 .00 4
Ran(r)　 .23 .16 .31 6.10 .00 4

혁신성 → 인지된 사용 용이성

No N Corr F-z L-L U-L Z-v P-v Q
1 153 .11 .11 -.05 .26 1.29 .20 26
2 320 .40 .43 .31 .49 7.59 .00 26
3 500 .16 .17 .08 .25 3.69 .00 26
4 306 .04 .04 -.07 .15 0.71 .48 26
　Ran(r) .18 　 .02 .34 2.20 .0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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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선행변수는 정보 품질(.357), 적합성(.235), 
혁신성(.185) 순으로 사용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나타난 선행변

수의 채택과 유의함을 유사한 연구를 준비하는 연구자

들에게 이론적 실무적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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