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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effects of culinary staff's technology kitchen system upon perceived ease of use, usefulness, 

attitude, and job performance in the foodservice industry. Based on a total of 387 samples obtained from empirical research, this study 

reviewed the reliability and fitness of the research model and verified a total of four hypotheses using the Amos program.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in the model were tested simultaneously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The proposed model provided an adequate 

fit to the data, χ2=226.501 (df=85), p<.001, CMIN/df 2.665, RMR .066, GFI .927, NFI .926, IFI .952, TLI .941, CFI .952. The results show that 

culinary staff's perceived ease of use(β=.534)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lso, perceived ease of use (β=.350) 

and perceived usefulness (β=.297)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Further, attitude (β=1.647)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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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서 론

외식기업의 주방은 레스토랑의 중심부의 역할로써 조리가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조리사들의 업무가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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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Katsigris 

C와 Thomas C 1999). 주방설비나 동선 등에 따른 조리사의 

생산성 향상은 인건비 감소, 고객 만족 등을 통해 경영성과

에 영향을 미치며 조리사 개인의 직무만족과 몰입, 자아성

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IH 등 

2007, Park HJ 2007). 이러한 이유로 외식기업에서는 조리사

들의 위상과 업무편리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주방시

스템들이 강구되고 있다(Muller C 2010).

특히, 정보기술(IT : Information technology)의 급속한 발

전은 조리사들의 인식과 주방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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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리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실무적

으로 정보기술 수용이 늦은 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조리과정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의 의존적인 작업보다는 조리

사의 수작업이 더 높은 가치로 인정받아왔고(Muller C 2010)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외식업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투자라기보다는 부가적인 비용지출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

인 것으로 나타났다(Kang DW 2006). 

하지만, 최근 외식기업에서는 주방의 노동집약적인 특성

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IT를 활용한 이러닝 시스템, 자동 주방 환기와 보안시설, 테

크놀로지를 이용한 각종 주방기기 등 운영 전반에 테크놀로

지를 기반으로 하는 주방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으며(Cutler 

TR 2009, Mahalik NP와 Nambiar AN 2010), 식자재 구매에 

IT를 접목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주문 처리와 수

송 그리고 재고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Kang DW 

2006). 또한 주방이 단순한 조리작업만이 아닌 고객의 주문

에 빠르게 응대하는 고객서비스기능과 공급업체와의 의사소

통 등의 중요한 역할로도 인지되어 가고 있다(Siio I 등 

2007). 

그러나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업 중심의 관점

으로, 새로운 IT 기기의 도입이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구방향 또한 IT 운영

의 사례분석과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주류여서 실제

적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종사원들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인지하고 사용하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Kwahk KY와 Kim HW 2008). 특히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테크놀로지 주방시스템 수용에 관한 연구는 국⋅내

외를 막론하고 극히 드문 실정이다.

최근 IT의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된 내용

처럼 기업의 도입 성과보다는 종사원들의 실행의 문제에 더 

주목하고 있으며 정보시스템에 대한 수용과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기업보다는 종사원 수준의 제도 활용과 성과의 인식

이 더 중요한 초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Kim JW와 Moon 

HD 2007, Lee SC 등 2009). James D와 Wolf ML(2000)과 

Gattiker TF와 Goodhue DL(2005)은 기업이 정보시스템 투자

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목표와 결과사이에 심각한 괴리

를 경험하였다고 설명했는데 그 주된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

가 아닌 종사원의 수용을 큰 원인으로 보고 있었으며, Heo 

J(2009)는 주방의 물리적 환경이 조리사들의 내적반응과 성

과에 관한 연구에서 주방환경의 쾌적성⋅공간성과 편의성이 

직접적으로 조직효과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조

리사들의 정서적⋅인지적 반응은 편의성만이 조직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Lee SC 등

(2009)의 연구의 경우 조직구성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실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종사원의 IT 활용수준이 시스템 사

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정

보기술의 수용은 조직의 관점과 종사원의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이 그간 간과되었고 점차적으로 정보기술의 수용이 기

업이 아닌 사용자 관점 즉 종사원의 원인적 요인에 대해 알

아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Kwahk KY과 Oh S 2009). 

따라서 외식업체에서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주방시스템을 

조리사들은 어떻게 인지하며 수용하는가에 대한 일련의 과

정을 실증분석해 보는 것은 현시점에서 대단히 유용한 연구

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현재 조리사들이 사용하

고 있는 테크놀로지 주방시스템 유형을 살펴보고, 본인의 

선택이 아닌 직무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

스템의 편리성과 유용성의 인지와 태도의 형성과정 그리고 

직무성과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 설계

1. 연구 가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가설과 관련된 연구로 

Davis FD(1989)는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통

해 정보기술 수용의 주요변수로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을 

제시하였으며, 정보기술은 사용하기가 용이(편리)할수록 더 

유용한 것으로 지각되며, 더 유용한 것으로 지각될수록 사

용자의 태도와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 영업사원의 판매자동화 시스템 이용에 관해 

연구한 Robinson L 등(2005)과 서비스기업의 CRM 기술 수용

에 관해 연구한 Avlonitis GJ와 Panagopoulous NG(2005)에서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서직 종사원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및 인터넷 활용을 실증 분석한 Jeong SH(2009)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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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1을 설정하였다. 

또한 지각된 용이성⋅유용성과 태도의 관계에서 TAM의 

태도 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Yang HD와 Kang S(2002)는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이 태도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결

과를 재검증하였으며, 외식기업의 POS사용에 관해 연구한 

Lee EY 등(2006)도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이 사용태도에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호텔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수용력을 연구한 Kim TG(2006)에서도 지

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은 이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각

된 용이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와 지

각된 유용성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Avlonitis GJ와 Panagopoulous NG(2005)

는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의해 형성된 태도는 직무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Kim TG(2006) 연구에

서는 정보시스템 이용태도가 자신의 업무증진과 성과를 증

진시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외식기업 조리

사들을 대상으로 주방의 물리적 환경에 관한 내적반응을 연

구한 Heo J(2009)에서도 조리사들이 인지적 반응은 조리사

들의 행동과 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태도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4를 설정하였다. 

최종적인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ttitude
Job

Performance
H1

H2

H3

H4

Figure 1. Summary of hypothesized relationships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각된 용이성은 Davis FD(1989)의 연구

를 통해“사용자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부여되는 

노력 정도”로 정의하였으며, 지각된 유용성은“정보기술이 

해당업무의 성과를 높여주는 정도에 대한 사용자의 신념”으

로 정의하였다. 또한 Davis FD(198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

도를 보완하여 지각된 용이성은 사용의 편리성, 이해하기 

쉬운 정도 등으로 총 3문항을 Likert 7점 척도(이하동일)로 

측정하였으며, 지각된 유용성은 업무의 효율성과 처리속도, 

전반적인 유용성에 관한인지 등 총 4문항을 측정하였다. 태

도는“시스템 사용에 관한 개인의 특정 믿음 또는 인

지”(Bagozzi RP과 Burnkrant RE 1979. Crites SL 등 1994)로 

정의하였으며, Crites SL 등 (1994)과 Yang H와 Yoo Y(2004)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보완하여 현명함, 유익함, 긍

정적임 등 총 4개 문항을 측정하였다. 직무성과는“조직구성

원이 실현하고자 하는 일의 바람직한 상태로 조직구성원이 자

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Welbourne 

RT 등 1998)로 정의하였으며, Welbourne RT 등 (1998)과 

Strauss JP(2005)와 Shin C와 Hwang SH(2010)의 연구를 토대

로 업무의 적극적 수행, 직무능력의 향상, 직무를 통한 회사

의 기여도 등 총 4문항을 측정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현재 외식업체에 근무 중인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으며, 최근 1년 이내에 테크놀로지 

주방시스템을 사용해본 조리사들로 한정하였다. 테크놀로지 

주방시스템은 외식업체의 사전조사를 통해 주방자동화기기, 

자동환기시스템, 전자오더시스템, 자동보안시스템, 이러닝시

스템, 인트라넷, 자동구매시스템 등의 항목을 만들었으며 이 

중 설문자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문에 응답

하도록 요구하였다. 2010년 11월1일 부터 10일까지 예비설

문지 50부를 배포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10년 11월 20일부

터 12월 20일까지 한 달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50부 

배포에 41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

답한 표본을 제외한 387부(86%)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V 16.0)와 Amos(V 5.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

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고, 합성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값을 계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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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출된 요인 간 연관성 측정을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으

며, 가설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

해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 

63.8%, 여성 36.2%이었으며, 레스토랑 타입은 호텔 35.7%, 

패 리레스토랑 41.3%, 퀵서비스 레스토랑 23% 순이었다. 

연령대는 20대 47%, 30대 40.6%, 40대 이상 12.4% 등의 순

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정도는 전문대이하 61%, 대학교 

31%, 대학원 8% 순이었다. 근무기간은 3~5년 사이가 41.9%

로 가장 높았으며 고용형태는 정규직 근무형태가 38.2%, 비

정규직 근무형태가 61.8%로 조사되었다.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247 63.8

Female 140 36.2

Restaurants

type

Hotel 138 35.7

Family restaurants 160 41.3

Quick Service restaurants 89 23.0

Age

(yrs)

~29 182 47.0

30~39 157 40.6

40~ 48 12.4

Education level

~College 236 61.0

University 120 31.0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31 8.0

Work

period

(yrs)

~1 45 11.6

1~3 110 28.4

3~5 162 41.9

5~ 70 18.1

Employment

type

Permanent 148 38.2

Temporary 239 61.8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387)

2. 테크놀로지 주방시스템 유형 및 빈도

본 연구를 위해 현재 외식업체 조리사들이 사용하는 테크

놀로지 주방시스템의 유형은 Turban E 등(2000)의 정의를 

토대로 정보기술의 기술적 측면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

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의 IT기술이 기반이 된 주방시스템

을 선별하였으며, 조리사들이 이것을 직무 과정 속에서 어떻

게 수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사

용빈도별로는 주방자동화기기(94.6%), 자동환기시스템(64.1%), 

전자오더시스템(60.7%), 자동보안시스템(51.4%), 이러닝시스

템(46.8%), 인트라넷(39.3%), 자동구매시스템(37.5%),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조리사들의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유형

을 직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측정 항목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정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항목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평균값은 지각된 용이성(4.87±1.05), 지각

된 유용성(5.50±0.89), 태도(4.79±0.95), 직무성과(4.91±1.18)

로 나타났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측정하기에 앞서 이

러한 측정 항목들의 단일 차원성, 신뢰성,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해 모든 측정항목을 3가지 측면(탐색적 요인분석, 신뢰

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평가했으며, 측정 항목에 대

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태

도, 직무성과 등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누적설명력

은 70.126%로 조사되었다. 요인 1은 업무의 적극적 수행, 

직무능력의 향상, 회사의 기여도,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함 

등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직무성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테크놀로지 기반 주방시스템이용의 업무효율성, 신속한 

처리속도, 생산성 증가, 전반적인 유용성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지각된 유용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테크놀

로지 기반 주방시스템의 이용편리성, 이해정도, 배우기 편함 

등 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지각된 용이성으로 명명하였으

며, 요인 4는 테크놀로지 기반 주방시스템 사용에 대한 태

도로써 현명함, 유익함, 긍정적임, 전반적인 태도로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측정 항목의 신뢰도분석

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신뢰

도분석 결과, 도출된 크론바하 알파 값이 .899~.905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내적일관성이 검증되었으며(Nunnally JC 

1978), 측정 항목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합성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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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Factor Loading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Perceived ease of use
PE1 .232 .180 .789 .245

PE2 .255 .212 .801 .290

PE3 .284 .201 .803 .105

∙Perceived usefulness
PU1 .225 .780 .139 .174

PU2 .168 .765 .254 .105

PU3 .284 .816 .028 .105

PU4 .267 .630 .304 .212

∙Attitude
A1 .155 .096 .209 .754

A2 .121 .054 .313 .679

A3 .239 .259 .077 .672

A4 .074 .179 .052 .772

∙Job performance
J1 .803 .209 .098 .263

J2 .733 .190 .272 .140

J3 .798 .128 .339 .149

J4 .790 .303 .191 .105

Eigen Value 6.603 1.465 1.386 1.066

Cumulative of % 44.018 9.764 9.239 7.106

Note : Total Cumulative 70.126%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items

Variables M±SD
b)

Perceived ease of use

PE1 T-systema) is easy to use 4.81±1.20

PE2 T-system is easy to understand 4.85±1.16

PE3 T-system is easy to learn 4.95±1.16

Perceived usefulness

PU1 Using T-system enhances my effectiveness in my work 5.40±1.09

PU2 Using T-system enables me to accomplish work more quickly 5.51±1.08

PU3 Using T-system increases my productivity 5.53±1.14

PU4 Overall, I find the T-system useful in my job 5.60±1.13

Attitude

A1 T-system is a wise instrument in performing my works 4.91±1.24

A2 T-system is a beneficial instrument in performing my works 4.70±1.27

A3 Using T-system makes me feel positive 5.00±1.21

A4 Overall, Using T-system makes me feel good 4.64±1.18

Job performance

J1 I accomplish a Job actively 4.79±1.45

J2 My Job ability improved 5.04±1.34

J3 My Job contributes at the company 4.77±1.32

J4 I make efforts to achieve a goal 5.00±1.29
a)
 T-system: Technology Base on Kitchen System

b) All items were measured on a 7-point Likert scale from 1-strongly disagree to 7-strongly agree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721~.830 범위로 조사되었다. 또한 표준분산추출값은 

.528~.709이상 이었으며, 표준화된 요인부하량도 모두 .60이

상으로 .001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집중타당성도 검증되

었다(Anderson JC와 Gerbing DW 1988). 판별타당성 검증을 

위해 표준분산추출값과 상관관계 제곱 값을 비교한 결과, 

요인 간 상관관계 제곱의 크기는 .015~.324으로 표준분산추

출값의 범위인 .528~.709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

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ornell C와 Larcker DF 1981).

이러한 결과를 통해 도출된 4개 요인이 개별적이며 단일 

차원성을 갖는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에 

대한 적합도 또한 χ2
=226.111(df=84), CMIN/df 2.692, GFI 

.952, NFI .926, IFI .952, TLI .940, CFI .952, RMSEA .066, 

RMR .066 등으로 조사되어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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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t -value

Cronbach's

alpha
CCR AVE

 Perceived

 ease of use

PE1 1.000 .820 fixed

.899 .830 .709PE2 1.080 .914 20.363
***

PE3 .932 .788 17.362
***

 Perceived

 usefulness

PU1 1.000 .778 fixed

.902 .800 .552
PU2 .965 .755 14.321

***

PU3 .954 .705 13.369
***

PU4 .982 .733 13.908
***

 Attitude

A1 1.000 .721 fixed

.905 .721 .528
A2 .934 .758 10.736

***

A3 .920 .778 11.262
***

A4 .847 .640 10.988
***

Job

 performance

J1 1.000 .797 fixed

.899 .796 .645
J2 .871 .751 15.573

***

J3 1.015 .846 17.988
***

J4 .916 .816 17.252
***

Note : CCR=composite construct reliability;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χ
2
=226.111(df=84); p<.001; CMIN/df 2.692; GFI .952; NFI .926; IFI .952; TLI .940; CFI .952; RMSEA .066; RMR..066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items

4. 가설 검증

가설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

시하였다. 각 구성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이며,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유용성, 태도, 직무성과

는 모두 유의한(p<.001)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적으로 구조방정식에 의한 가설 검증을 실

시한 결과 χ2 =226.501(df=85), p<.001, CMIN/df 2.665, RMR 

.066, GFI .927, NFI .926, IFI .952, TLI .941, CFI .952, 

RMSEA .066 등으로 나타나 Hair JF 등(2006)이 제시한 적합

도 판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된 경로계수는 Table 6과 Figure 2와 같다. 

가설 1은 지각된 용이성이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두 요인간의 표준화된 경

로계수가 .534(t=9.476, p<.001)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Robinson L(2005)과 Avlonitis GJ와 Panagopoulous 

NG(2005), Jeong SH(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

었다. 가설 2와 가설 3은 지각된 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이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가설 2

는 지각된 용이성 .350(t=7.097, p<.001), 가설 3은 지각된 

유용성 .297(t=5.790, p<.001)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와 가설 3은 채택되어 Yang HD, 

Kang S(2002), Lee EY 등(2006), Kim TG(2006)의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설 2와 가설 3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조리사들의 태도 형성에 있어 용이성과 유용성 

중에 용이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결과는 TAM연구에 있어 유용성 지각이 시스템 인식에 더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는 Davis FD(1989), Lee EY 등 

(2006), Kim JW와 Moon HD(2007) 등의 연구와 상이한 결

과를 보여주었지만, Kim TG(2006)과 Kim HK 등(2009)의 연

구와는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설 4는 태도가 직무성

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두 요인

간의 표준화된 경로계수가 1.647(t=8.676 p<.001)로 나타나 

가설 4 또한 채택되었으며 Avlonitis GJ와 Panagopoulous 

NG(2005), Kim TG(2006), Heo J(2009) 연구등과 유사한 결

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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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1 2 3 4

1. Perceived ease of use 1
a)

2. Perceived usefulness .569
***

1

3. Attitude .389
***

.475
***

1

4. Job performance .570
***

.584
***

.453
***

1

Note : 
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b)
All items were measured on a 

7-point Likert scale from 1-strongly disagree to 7-strongly agree
 ***

p<.00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Hypothesized relationship β t -value Results

 H1
Perceived ease of use → Perceived 

usefulness
.534 9.476

***
Supported

 H2 Perceived ease of use → Attitude .350 7.097
***

Supported

 H3 Perceived usefulness → Attitude .297 5.790
***

Supported

 H4 Attitude → Job performance 1.647 8.676
***

Supported

Note : χ
2
=226.501(df=85); p<.001; CMIN/df 2.665; RMR .066; GFI .927; NFI 

.926; IFI .952; TLI .941; CFI .952; RMSEA .066  ***p<.001

Table 6. Structural equation model result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ttitude
Job

Performance

Standardized estimate **p<.05 ***p<.001

Figure 2.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parameter estimate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외식업체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테크놀로지  

주방시스템의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이 태도 및 직무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

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β=.534)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용이성(β=.350)과 지

각된 유용성(β=.297)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좀 더 세분화하여 용이성과 유용성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조리사들의 경우 태도 형성에 있어 유용

성보다는 용이성(편리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 결과는 TAM 연구에 있어 유용성이 시스템 인식에 

더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고 있는 Davis FD(1989), Lee EY 

등 (2006), Kim JW와 Moon HD(2007) 등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이지만 비자발적 직무환경의 호텔리어들을 대상으로 연

구한 Kim TG(2006)와 제조 중심의 설비관련 종사원들을 대

상으로 연구한 Kim HK 등(2009)에서는 유용성보다 용이성

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기술 사용 자체가 목적성이 

높을 때에는 용이성 지각이 높고, 개인적 욕구만족이나 대

안을 위해 사용할 때에는 유용성이 높게 지각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견해로(Gefen D와 Straub DW 2000) 조리사들이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기반 주방시스템은 직무를 

위해 비자발적으로 사용되는 상황이고 주방기기들 이용 또

한 개인적 욕구보다는 사용자체의 목적성(도구적 믿음)이 크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렇게 편리성이 인지된 

작업기기 들은 유용성을 지각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나 외식기업에서는 테크놀로지 관련 주방시

스템의 새로운 도입이나 또는 변경을 원할 경우 조리사들이 

작업의 편리성을 높게 인지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태도는 직무성과(β=1.647)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Avlonitis GJ와 Panagopoulous NG(2005), Kim 

TG(2006), Heo J(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어 조

리사들에게 형성된 긍정적인 태도는 직무성과와도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조리사들의 정보

기술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은 개인의 직무 성과

를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와도 관련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테크놀로지 

주방시스템의 지각된 용이성⋅유용성이 태도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특히 조리

사들을 대상으로 테크놀로지 주방시스템 수용에 관한 연구

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히 드문 시점에서 본 연구는 조

리사들의 기술수용의 인지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점

이 연구의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방설비와 조

리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한 Jung JW(200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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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리사들은 주방의 기기교체, 새로운 기계의 도입, 용량

의 크기변동이나 위치변동만으로도 업무의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제시된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앞으로 외

식기업에서 테크놀로지 기반 주방시스템을 도입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조직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조리사들의 

의견과 특성을 반영하고 그들의 수용의지를 판단하여 실행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는 이러한 의사

결정에 있어 실무적인 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매우 클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표본 추출에 있어서 서울⋅경기지역

에 근무하는 호텔⋅외식종사원으로 한정하여 대표성의 문제

가 의심될 수 있으며, 외식업체마다 테크놀로지 기반 정보

기술 시스템의 수준이 상이하여 설문자마다 정보기술의 특

성을 다르게 인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

서 향후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레스토랑의 형태와 

정보기술 시스템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다 객관적인 결과

를 도출할 수 있는 활발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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