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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rry out the exploratory study on the easiness of using smart phone 
applications for searching food service information based on consumer characteristics. Examining the attributes 
of the easiness of using smart phone applications for searching food service information, this study checks 
the order of priority in the attributes and analyzes the correlation among the constructs of easiness of use, 
along with the difference in easiness of use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the users of smart phones who live in 3 areas such as Seoul/Kyongki, Daegu/Kyongbuk, and 
Busan/Kyongnam from Jan. 3-Feb. 3, 2011, and total 264 copies of questionnaire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result showed that the respondents considered the functions of searching restaurants, 
recommended restaurants, and the popularity list more important among the measurement items of easiness 
of use, and there was highly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asiness to select restaurants and communication 
functions among all the factors drawn. It was foun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unction of 
searching restaurants, practicality, the easiness to select restaurants, communication, and the easiness to select 
menu on areas.

Key words: Smart phone, food service application, easiness of use, consumer characteristics

Ⅰ. 서  론

외식산업은 무형성과 유형성의 연속선상에 존

재하기 때문에 방문하기 에 서비스의 측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유재 2008).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비자는 외식업체를 방문하기 에 

더 많은 정보를 찾고자 한다. 소비자는 외식업체

를 선택하는데 주로 주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

는다(Lim BY 1996). 이러한 정보탐색은 불확실

성과 험 감소를 통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Yom JC et 
al. 2005). 최근에는 인터넷의 웹사이트를 이용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외식정보탐색에 한 탐색  연구 109

정보탐색의 비 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Park SS et al. 2008). 즉 소비자들은 특정 제품에 

한 직⋅간  경험에 의한 온라인 정보를 교환

하는 커뮤니 이션의 행 를 한다. 온라인 상품

에 한 사용 후기 등의 정보교환은 소비자가 필

요한 정보를 얻기 해 감수해야 하는 물리 ⋅

심리  비용을 여 다(Dellarocas C 2003).
컨 , 온라인에는 무수한 블로그⋅카페⋅미

니홈피 등의 웹사이트가 운 되고 있고, 외식업

체⋅맛집에 한 다양한 정보가 있다. 이러한 웹

사이트는 2008년 네이버 블로그를 기 으로 1400
만 개가 넘는 국내 블로그가 존재하고 있고, 매일 

약 2만 여개의 블로그가 탄생하고 있다(헤럴드경

제 2010.04.02).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7년 블로

거 인터넷 이용 실태분석에 따르면 59.5%가 취미

와 여가 는 개인  심사를 공유하는 목 으

로 운 하고 있고, 40.2%가 정보나 지식 공유를 

목 으로 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

진흥원 2008). 블로거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향력을 행사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

하기도 하고, 특정 제품에 한 부정 인 시각을 

심어주기도 한다. 인터넷에서 제시되는 다른 소

비자들의 이용 후기는 정보를 하는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며, 이후 그 

상품을 구매하는 행 에 한 향을 미치게 

된다. 즉 다른 소비자의 리 이나 댓 을 통하여 

그 제품에 한 신뢰성이 높아지게 되고, 구매를 

결정하는데 매우 정 인 역할을 하게 된다(Lee 
DY 2010).

최근 기술의 발 과 사회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웹사이트의 다음 주

자라 할 수 있는 제품이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

다. 2010년의 스마트폰 세계 출하량이 2억 에 달

하고, 2012년에는 7억  이상으로 확 될 것이라 

망하고 있으며, 2년 안에 스마트폰이 수용측면

에서 개인용 PC 시장을 넘어설 것이라는 측이 

나왔다(Gartner 2010.09.11). 이는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반 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러한 

스마트폰의 시장은 기존 휴 폰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신 인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히 

제품의 변화가 아닌 다양한 랫폼 산업⋅소 트

웨어 산업⋅제조 산업⋅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변

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고 있다. 아
울러 기존 통신사 심의 폐쇄 인 랫폼과 높

은 데이터 요   느린 인터넷은 속도로 변화

하고 있고, 고성능 CPU와 OS, 풀 터치스크린과 

UI가 탐재됨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을 빠르고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GPS와 

다양한 센서들에 의해 거 한 콘텐츠에 항상 연

결이 가능해 지고, 다양한 어 리 이션이 개발

되고 있다.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어 리 이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스마트폰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신소  2010). 
이제는 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손에 들고 있

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맛집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했던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통해 무형의 특

성을 가지고 있는 외식서비스의 단서를 찾고 기

를 가지게 되며, 구매 의사결정에 단서를 찾게 

된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외식업

체의 잔여석 확인 후 약을 하고 다양한 할인 쿠

폰을 제공받아 보다 렴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

다. 헤럴드경제(2011.03.09)는 다양한 외식업체들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행사를 강화하고 있

고, 그  여성 고객들을 유입시키기 한 경쟁이 

치열함을 제시하 다. 한 한국일보(2011.02.10)
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자가 700만명을 넘어 서면

서 어 리 이션을 활용하여 패 리 스토랑, 커
피 문  등의 외식업체에 한 구체 인 정보와 

실시간 알림을 통한 쿠폰 제공으로 외식업체들의 

매출 증 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 
스마트폰과 함께 외식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한 실증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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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

에 한 탐색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

의 구체 인 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활용하여 외식정보를 

탐색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사용용

이성 속성의 수 을 살펴보고, 그 속성의 요도 

순 를 살펴본다. 둘째, 요인분석을 통한 사용용

이성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을 실시한다. 셋째, 
사용용이성 하 요인들 간의 상 계분석을 실

시한다. 넷째,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의 외식정보에 한 사용용이성

의 차이를 살펴본다.

Ⅱ. 이론  배경

1. 소비자 특성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가 성공 으로 

매되기 해서는 사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면서 사

용자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장벽이

나 항을 제거해야만 한다. 따라서 신 인 스

마트폰의 외식 애 리 이션 분야가 성공 인 발

을 이루기 해서는 소비자 특성을 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

자의 특성에 한 연구에서는 주로 인구통계학  

특성과 사회·심리 인 특성에 을 맞춘 연구

들이 진행되었는데, 기본 인 특성이 인구통계학

 특성이라 할 수 있다(신소  2010). 이유재

(2008)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등과 같은 인구통

계학  특성은 서비스 기업의 마 터들이 마  

의사결정을 효과 으로 수행하는데 핵심 인 자

료라고 주장하 다. 따라서 가장 먼  인구통계

학  특성을 통하여 개인  차이에 을 맞춘 

연구결과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특성에 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uh CK⋅Seong SJ(2004)
는 개인특성이 인터넷 쇼핑몰 사용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하 고, Kim MK et al.(2005)은 

개인특성이 휴 인터넷 서비스 수용의향에 미치

는 향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2. 스마트폰

이동 화 송기술이 발 하면서 휴 폰을 통

한 동 상⋅이메일⋅고속 인터넷 등의 서비스가 

강화되고, 온라인 어 리 이션 스토어를 통한 다

양한 소 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문에 스마트폰의 보 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스마

트폰 정의와 특징은 다양하지만 공통 인 특징은 

‘ 화와 모바일 인터넷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

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은 재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

도의 끝을 측할 수 없고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 

다양한 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폰에 해 Bae JK⋅Jeong HM 

2008)의 연구에서는 특성으로 분류된 기능들을 

제시하 다. 첫째, 스마트폰의 랫폼이라 하여 

컴퓨터의 OS(Operating System)를 말하 다. 컴
퓨터의 시스템 제어 소 트웨어를 리하는 로

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 의 안드로이드, 애
의 오에스엑스(OS X) 등이다. 둘째, 한 손 안에

서 이동하면서 편리하게 한 손으로 조작하는 것

이 가능한 조작방식이다. 셋째, 가볍고 편리한 휴

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성으로 버스 배차시간과 맛집 검색, 
강의 청취 등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넷째로, 편리

하게 키패드를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다. 다섯째, 
다양한 기능의 어 리 이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 

를 들어 주 에 배달 가능한 외식업체나, 맛집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제시된 정보의 생생함은 정보

가 감각 으로 제시되었을 때 높아진다(Steur J 
1992). 웹사이트들이 정보의 생생함을 보여주기 

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생동감 있는 

정보는 장감을 높여주는 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Coyle JR & Thorson E 2001). 한, 정보

가 구체 일 때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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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들은 다른 소비자가 리 이나 댓 을 

제시하여 게시 에 해 동의하 을 때 보다 신

뢰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

은 기업의 상업 인 의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

에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즉 매스컴 등을 통하여 소

비자에게 달되는 기업의 고를 통한 정보는 

소비자의 상표 인지 단계에서만 향을 미칠 뿐

이며,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는 단계에 가까워질

수록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

게 된다는 것이다(Robertson TS 1984; Gatignon H 
& Robertson TS 1985). 이러한 맥락에서 스마트

폰의 인터넷 환경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외식의 경우에도 스토랑 

선택에 한 문제를 인식한 후에는 정보를 탐색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주  사람들 는 인터넷 등의 자료를 활용하

지만, 최근 스마트폰의 정보탐색이 가능해진 것

이다. 정보탐색 후에는 안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스마트폰의 외식정보가 큰 역할을 

하게 된다(박기용 2010).
스마트폰 공 업체와 서비스 업체들은 다양한 

실시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

하여 트 터, 페이스북 등 애 리 이션 사용자

의 외식경험을 실시간 메시지로 달 받는 각종 

소셜 네트워크까지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메가뉴스 2010.01.05). 최근 다

양한 외식업체들이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

한 마 을 시행하고 있다. 외식 어 리 이션

에서는 외식업체의 메뉴소개, 매장검색과 더불어 

신용카드 등의 할인카드를 용한 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으며 포인트 조회  무료 메뉴쿠

폰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머니

투데이 2011.08.11).

3. 사용용이성

Davis FD(1989)는 사용용이성(ease of use)은 

새로운 정보기술, 서비스 등을 도입할 경우에 소

비자들이 쉽게 용하고 습득할 수 있는 인지 정

도를 의미하며, 특정 기술을 사용하는데 물리 ⋅

정신  노력이 들지 않을 정도라고 하 다. Doll 
WJ & Torkzadeh G(1988)는 사용용이성(Ease of 
use)을 ‘사용자가 시스템과 친숙하고 사용이 편리

한 정도’로 정의하 고, 시스템의 사용용이성이 

정보의 질 못지않게 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사
용용이성을 구성하는 차원은 개념 으로 유사하

지만 다양한 형태로 측정된다. Davis FD(1989)는 

배우기 쉬움⋅이해하기 쉬움⋅숙달이 용이함⋅사

용하기 쉬움⋅원하는 것을 얻기 쉬움⋅유연성 있

는 여러 기능의 제공 등을 사용하 고, 신정아

(1998)는 자기효율⋅지각된 가용성⋅ 근성⋅복

잡성⋅노력⋅편리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 진

진아(2009)는 모바일 쿠폰의 지각된 사용용이성

이 쿠폰의 사용의도  추천의도에 미치는 향

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Davis FD(1989)는 이용하는데 편리한 기술은 

그 지 않은 기술보다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고 하 다. 한, 
Davis FD(1989)의 기술수용모델(TAM)과 DeLone 
WH and Mclean ER(1992)의 정보시스템 성공모

델을 토 로 연구한 Rai et al.(2002)은 사용용이

성이 시스템 사용과 련된 태도에 향을 주며, 
사용자 만족에 까지 향을 주게 된다고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용이성을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한 외식정보탐색 기능에 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측정하고자 

하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외식시장

에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한 변화에 주목

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 다.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이용한 외식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련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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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가 많지 않아 탐색 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활용한 

외식정보탐색을 하는데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사

용용이성 속성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 속성의 수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 속성의 요도 순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 속성의 신뢰성과 타당

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 요인들 간의 상 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6.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외식정

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

이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1. 성별에 따른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은 어

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2. 결혼여부에 따른 외식정보탐

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

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3. 연령에 따른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은 어

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4. 학력에 따른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은 어

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5. 직업에 따른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은 어

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6-6. 월평균 소득에 따른 외식정보

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

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변수의 조작  정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사용용이성을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용이성의 측정항목을 개발하기 

해 20-30  스마트폰 이용자 30명을 상으로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기능에 한 자유발언 방법인 인스토 (brain 
storming)을 실시하도록 요청하 고, 인스토

을 통하여 24개의 측정항목을 도출하 다. 항
목은 5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다.

3. 자료수집  통계분석

본 연구는 사용용이성에 한 측정항목을 도출

하기 해 2010년 12월 1일-12월 10일까지 비

조사(pilot test)를 실시하 다. 비조사 방법은 

20-30  스마트폰 이용자 30명을 상으로 스마

트폰의 어 리 이션을 이용한 외식 련 정보탐

색의 사용용이성에 한 자유발언 방법인 인

스토 (brain storming)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여 

24개 항목을 도출 하 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외식정보탐색을 1회 이상 사용해 본 경

험이 있는 소비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 고, 실
제 샘 링은 서울⋅경기지역과 구⋅경북지역, 
부산⋅경남지역을 심으로 이루어 졌다. 표본추

출은 비확률  샘 링 방법인 단 샘 링과 스

노우볼 샘 링을 활용하 다. 단 샘 링을 수

행하기 해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할 것으

로 단되는 학생과 은 직장인을 심으로 1
차 샘 링을 시도하 고, 스노우볼 샘 링 방법

에 의해 학생과 직장인  응답자 주 의 스마

트폰 이용자가 있는지 문의 후 소개를 통해 이루

어 졌다. 본 조사는 2011년 1월 3일부터 2011년 

2월 3일까지 1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총 3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282부  불성실한 16부를 제외

한 26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 다. 최종 분석은 

SPS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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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Level
Total

N %

Gender
Male
Female

141
121

53.8
46.2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83
178

31.8
68.2

Age

Under 25
25-34
35-44
Over 45

62
134
54
14

23.5
50.8
20.5
5.3

Education

High school or below
Two-year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r above

22
71
133
36

8.4
27.1
50.8
13.7

Job

Company employee
Professional
Public official
Self-employed
Service job
Housewife
Student
Others

122
32
15
16
19
9
43
7

46.4
12.2
5.7
6.1
7.2
3.4
16.3
2.7

Average
monthly
income
(won)

Under 2,000,000
2,000,000-(Under) 4,000,000
4,000,000-(Under) 6,000,000
Over 6,000,000

71
134
36
23

26.9
50.8
13.6
8.7

Area
Seoul⋅Gyeonggi
Daegu⋅Gyeonbuk
Busan⋅Gyeongnam

90
118
56

34.1
44.7
21.2

Missing values were not included in this analysis.

Ⅳ. 실증분석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  성별에 따라서 남자가 

53.8%로 약간 많았고, 결혼여부는 미혼이 68.2%로 

많았다. 연령은 25-34세가 50.8%로 매우 많았고, 
25세 미만이 23.5%, 35-44세가 20.5%로 각각 나타

났다. 교육수 은 학교 졸업자가 50.8%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회사원이 46.4%로 가장 많았고, 학
생들이 16.3%로 나타났다. 월수입은 200-400이 

5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은 

구⋅경북지역이 44.7%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

기지역이 3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경남지역이 21.2%로 각각 나타났다.

2.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의 사용용이성의 항목에 한 요도 순 를 살펴

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  항목은 총 24개 

항목으로 나타났고, 각 항목의 평균 수가 가장 

낮은 항목이 3.05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항목이 

4.10으로 나타나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표 편차의 경우 부분 1이상으로 나타

나 응답자들의 의견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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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importance ranking of the items of easiness to use smart phone applications 

Rank Variable Mean SD
1 S24. The function of searching restaurants during the travel 4.10 1.018
2 S6. The function of searching restaurants 4.02  .990
3 S5. The function of searching restaurant types 3.93 1.001
4 S7. The function of recommending restaurants 3.89 1.022
5 S19. The function of searching popular menu 3.80 1.091
6 S8. The function of lining up the nearby restaurants in the order of popularity 3.79 1.089
7 S23. The menu information(nutritional facts, pictures) 3.79 1.124
8 S1. The function of searching the price level of food. 3.79 1.100
9 S16. The function of accessing the postscript of other people 3.72 1.140
10 S18. The function of direct call to searched restaurants 3.72 1.139
11 S3. The function of searching discount information of restaurants 3.70 1.188
12 S21. The function of reservation service 3.67 1.034
13 S2. The function of downloading coupons of good food restaurants 3.65 1.287
14 S20. The function of searching brand restaurants 3.63 1.066
15 S22. The function of order service(pizza delivery, chicken delivery etc.) 3.59 1.153
16 S9. The function of lining up the nearby restaurants in the order of distance 3.58 1.144
17 S11. The function of searching on good places for dating 3.53 1.281
18 S17. The function of leaving a postscript about restaurants 3.52 1.223
19 S4. The function of searching various events of restaurants 3.46 1.219
20 S13. The function of searching the restaurants which open 24 hours 3.31 1.344
21 S15. The function of searching restaurants with WI-FI zone 3.26 1.362
22 S10. The function of searching restaurants with delivery service 3.26 1.256
23 S12. The function of searching good places for a blind date 3.09 1.358
24 S14. The function of searching restaurants with wireless internet service 3.05 1.387

가장 높은 수는 (여행) 에 음식 을 찾

는 기능이 가장 높은 수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음식  찾기 기능, 음식 의 종류(한식⋅양식⋅패

스트푸드⋅뷔페 등)에 따른 검색 기능, 음식  추

천 기능, 인기메뉴 검색 기능 등이 상 으로 

요한 5가지 항목으로 나타났다. 한, 주변의 음

식   인기 순 정렬 기능, 메뉴정보( 양⋅사진 

등), 음식 의 가격  정보검색 기능, 다른 사람들

이 남긴 이용 후기를 볼 수 있는 기능, 검색된 매

장으로 직  화연결 기능 등이 6-10번째 요

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선인터넷이 되는 

식당 검색 기능, 소개 하기 좋은 곳 정보검색 기

능 등은 상 으로 낮은 요도를 보 다.

3. 신뢰성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외식업체 정보검색을 한 스마

트폰 어 리 이션에 한 사용용이성(24개 항

목)에 한 신뢰성  타당성 검정을 실시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통해 Varimax
의 직각회  방법을 사용하 고, 요인추출과정은 

고유값 1을 기 으로 요인을 추출하 다. 내  일

성은 Cronbach's 값을 제시하 다.
외식업체 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에 한 탐색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요인은 외

식업체 검색 기능, 실용성, 외식업체 선택용이성, 
커뮤니 이션, 메뉴 선택용이성 등의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요인의 내 일 성을 살펴보

면, 항목이 삭제되었을 경우 신뢰도 계수는 모두 

도출된 요인의 신뢰도 계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메뉴 선택용이성의 경우 .662로 다소 낮

은 신뢰도 계수를 보 지만, Nunnally(1978)가 제

시한 Cronbach's 계수기 에 허용할 만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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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es 

Variable Mean±SD
The function of 

searching 
restaurants

Practicality The easiness to
select restaurants Communication The easiness

to select menu

The function of 
searching restaurants 3.349±.913 1

Practicality 3.654±1.039 .477*** 1
The easiness to
select restaurants 3.846±.796 .447*** .600*** 1

Communication 3.682±.877 .559*** .543*** .604*** 1
The easiness

to select menu 3.952±.927 .311*** .468*** .455*** .451*** 1
*** p<0.001.

<Table 3> Factor analysis of ease of use

Factor Variables Varimax rotated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Cronbach’s ⍺ if 
item deleted Cronbach’s ⍺

The function of
searching restaurants

S13
S14
S12
S15
S10
S11
S22
S21

.763

.741

.731

.695

.647

.562

.554

.517

.838

.842

.847

.844

.849

.852

.850

.850

.863 4.058 16.907

Practicality

S2
S3
S4
S1

.782

.772

.757

.681

.871

.840

.846

.867

.888 3.210 13.376

The easiness to 
select restaurants

S8
S7
S9
S6
S5

.720

.673

.594

.571

.553

.785

.775

.769

.761

.798

.814 3.149 13.121

Communication

S17
S16
S18
S19
S20

.804

.768

.671

.548

.466

.779

.789

.795

.808

.825

.833 2.886 12.023

The easiness 
to select menu

S23
S24

.740

.630
-
-

.662 2.011 8.379

Total variance(%)= 63.807, KMO= .898, Bartlett's test=3397.754***

*** p<.001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의 내

일 성이 있음을 단할 수 있다.
4. 구성개념들 간의 상 계분석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의 사용용이성의 구성개념들 간의 모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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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식업체 선택용이성과 

커뮤니 이션이 .604로 가장 높은 상 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업체 선택용이성

의 측변수들이 주변 음식   인기 순 정렬⋅

음식  추천 기능 등의 내용으로 측정되었기 때

문에 나타난 상으로 단된다. 한 실용성과 

외식업체 선택용이성 간의 상 계수가 .600으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소비자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어 리 이

션의 사용용이성 차이분석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

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 구성개념의 

차이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소비자의 특성이 2개 수 일 경우 t-test를 

실시하 고, 3개 집단 이상을 경우 ANOVA를 실

시하 다. ANOVA 결과에서 유의한 경우에는 사

후검정을 통하여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먼  성별에 따라서 실용성과 커뮤니 이션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성

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커뮤니 이션에 해서도 여자가 더 높

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에 따라서는 실용성과 외식업체 선택

용이성, 커뮤니 이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성과 외식업체 선택용이성, 
커뮤니 이션은 기혼자가 미혼자 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 커뮤니 이션에서만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 이션의 기

능에 해 35-44세가 25세 미만에 비해 더 요하

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 에 따라서 외식업체 검색 기능과 실용

성 기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졸이하와 학졸업자 보다 학원졸업자가 

외식업체 검색 기능에 해 더 요하게 지각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졸이하보다 문

졸업자가 실용성에 해 더 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 외식업체 검색 기능, 실용성 그

리고 커뮤니 이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기타가 가장 낮은 응답을 하 고, 
회사원⋅자 업자⋅학생보다 주부가 외식업체 

검색 기능에 해 더 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보다는 문직⋅공무원⋅서비스

직 응답자가 외식업체 검색 기능을 더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용성의 경우에도 기타가 가장 낮은 수

으로 나타났고, 회사원보다 주부가 실용성을 

더 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타보다는 문직⋅공무원⋅자 업⋅서비스직

⋅학생이 실용성을 더 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 이션의 경우에도 기타가 가장 

낮은 수 으로 나타났고, 회사원⋅ 문직⋅자

업⋅학생보다 주부가 커뮤니 이션에 해 더 

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외식업체 검색 기능, 실용성, 

외식업체 선택용이성, 커뮤니 이션, 메뉴 선택

용이성의 5개요인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외식업체 검색 기능에 해 구⋅

경북⋅부산⋅경남보다 서울⋅경기에 거주하는 응

답자가 더 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용성의 경우에는 서울⋅경기와 부산⋅경남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구⋅경북에 거주하는 응

답자가 더 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업체 선택용이성의 기능에 해 부산⋅경남

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구⋅경북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더 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 이션의 기능에 해서는 부산⋅경남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구⋅경북에 거주하는 응

답자가 더 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메뉴 선택용이성에 해서는 서울⋅경기와 부산

⋅경남보다 구⋅경북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더 

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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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t-test and ANOVA

Variable N

The function of 
searching
restaurants

Practicality
The easiness to

select
restaurants

CommunicationThe easiness to 
select menu

M±SD1)

Gender
Male

Female
141
121

3.24±.857
3.45±.960

3.49±1.022
3.81±1.028

3.77±.705
3.91±.883

3.53±.849
3.84±.885

3.87±.908
4.02±.943

t-value -1.849 -2.557*2) -1.482 -2.900** -1.299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83
178

3.51±.964
3.28±.884

3.92±.920
3.52±1.074

4.02±.710
3.76±.821

3.90±.810
3.57±.896

4.04±.873
3.90±.954

t-value 1.925 2.898** 2.417** 2.862** 1.092
Age

Under 25
25-34
35-44

Over 45

62
134
54
14

3.30±.866
3.35±.816
3.38±.981
3.33±.905

3.61±1.023
3.60±1.080
3.86±.968
3.44±.951

3.68±.793
3.88±.814
4.00±.626
3.58±1.074

3.35±.932a

3.75±.858ab

3.88±.776b

3.65±.878ab

3.91±.975
3.92±.963
4.12±.770
3.67±.890

F-value .062 1.041 2.226 4.330** 1.053
Education

High school or below
Two-year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r above

22
71
133
36

3.08±.637a

3.45±1.135ab

3.23±.815a

3.70±.818c

3.35±1.229a

3.94±1.143b

3.54±.974ab

3.72±.776ab

3.44±.758
3.94±.991
3.85±.680
3.85±.749

3.47±1.013
3.73±1.042
3.64±.743
3.81±.908

3.81±1.086
4.12±.936
3.89±.896
3.93±.919

F-value 3.470* 3.083* 2.246 .841 1.191
Job

Company employee
Professional

Public official
Self-employed

Service job
Housewife

Student
Others

122
32
15
16
19
9
43
7

3.16±.783b

3.54±.923bc

3.73±1.162bc

3.42±1.151b

3.56±1.063bc

4.19±.831c

3.46±.790b

2.37±.943a

3.52±.991b

3.90±1.101bc

3.85±1.156bc

3.90±1.117bc

3.88±.751bc

4.41±.910c

3.62±1.028bc

2.71±1.004a

3.85±.701
3.91±.914
3.97±.868
3.55±1.051
4.00±.768
4.40±.883
3.71±.684
3.45±1.315

3.68±.692b

3.68±.912b

4.08±.906bc

3.62±1.273b

3.89±.994bc

4.44±.853c

3.45±.937b

2.77±.996a

3.88±.883
3.93±.965
4.13±.718
4.15±1.106
3.94±1.012
4.38±.781
3.98±.978
3.71±1.219

F-value 4.113*** 2.536* 1.571 3.235** .638
Average monthly income(won)

Under 2,000,000
2,000,000-4,000,000
4,000,000-6,000,000

Over 6,000,000

71
134
36
23

3.32±.890
3.31±.880
3.41±.829
3.53±1.259

3.69±1.081
3.60±1.027
3.68±.868
3.79±1.246

3.76±.779
3.88±.804
3.75±.557
3.98±1.083

3.60±.941
3.70±.788
3.68±.829
3.80±1.224

3.92±.942
3.93±.942
3.98±.814
4.06±1.003

F-value .477 .288 .724 .376 .155
Area

Seoul⋅Gyeonggi
Daegu⋅Gyeongbuk
Busan⋅Gyeongnam

90
118
56

3.02±.699a

3.51±1.105b

3.53±.572b

3.25±.783a

4.08±1.118b

3.38±.877a

3.84±.625ab

3.95±.947b

3.63±.645a

3.63±.548b

3.87±1.073b

3.36±.751a

3.75±.852a

4.19±.949b

3.75±.884a

F-value 9.397*** 21.767*** 3.092* 6.835** 7.937***

1)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2) * p< .05, ** p< .01, ***p< .001 
3) a,b,c: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Duncan's test (P>0.05).

V. 결론  제언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외식 환경에

서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 외식어

리 이션에 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자 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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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20-30  소비자들을 상으로 스마트폰의 

외식 련 어 리 이션에 한 속성들을 도출하

고자 하 고, 그 속성들의 요도를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으며, 시장세분화의 기본이 되는 인구

통계학  특성에 따라서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

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에 어떠한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더욱

이 이러한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과 련된 연구는 재 거의 무한 상태

로서 이론  토 를 마련하는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에 해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사용용이성의 

속성은 비조사에 참가한 20-30  스마트폰 이

용자 30명을 상으로 인스토 (brain storm-
ing)방법에 의해 24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도출

된 항목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
행) 에 음식 을 찾는 기능의 평균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음식  찾기 기능, 음식

의 종류에 따른 검색 기능, 음식  추천 기능, 
인기메뉴 검색 기능, 주변 음식   인기 순 정렬 

기능, 메뉴정보, 음식의 가격  정보검색 기능, 다
른 사람들이 남긴 이용 후기를 볼 수 있는 기능, 
검색된 매장으로 직  화연결 기능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즉 외식정보탐색을 해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에 해 소비자들은 

체로 음식 을 검색하는 기능을 매우 요하게 

지각하는데, 그 에서도 음식  추천 기능, 인기

메뉴 검색 기능, 음식 의 인기 순 정렬 기능, 다
른 사람들의 이용 후기를 볼 수 있는 기능 등과 

같이 무형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외식서비스상

품에 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기능에 더 높은 

수를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외식기업

들은 언제까지나 입지가 외식기업의 성패를 좌우

한다는 통 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제는 손 안에서 고객들의 외식업체 선택에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에 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살

펴 본 결과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모

두 합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도구와 데이

터가 요인분석에 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외식업체 검색 기능’, ‘실용성’, ‘외식업

체 선택용이성’, ‘커뮤니 이션’, ‘메뉴 선택용이

성’의 5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5개 요인에 한 

신뢰성 검정결과에서도 모두 내 일 성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식 련 분

야에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에 한 이론  토

를 마련하 다는 시사 을 제공한다. 
셋째, 사용용이성에서 도출된 요인들 간의 상

계 분석결과에서는 외식업체 선택용이성과 

커뮤니 이션 간의 .604로 가장 높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식업체 검색

기능과 외식업체 선택용이성 간에 .600의 상

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외

식업체 선택용이성의 측변수들  높은 재 

값으로 재된 ‘주변 음식   인기 순 정렬기

능’과 ‘음식  추천 기능’ 등이 커뮤니 이션 요

인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

뮤니 이션과, 외식업체 선택용이성간의 높은 

정  상 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외식업체 선

택용이성과 외식업체 검색 기능 간의 높은 정

 상 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내용은 

술한 첫 번째 시사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넷째, 소비자 특성에 따른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 사용용이성의 차이검

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

다 실용성 커뮤니 이션 기능에 한 요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자가 미혼

자 보다 실용성, 외식업체 선택용이성, 커뮤니

이션 기능에 해 더 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령에 따라서 25세 미만보다 

35-44세가 커뮤니 이션 기능에 해 더 요하

게 지각하고 있었다. 교육수 에 따라서 학원

졸업자 이상이 학졸업자와 문 졸업자,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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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 이하 학력의 응답자들보다 외식업체 검색

기능을 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
용성의 면에서는 문 졸업자가 고교졸업자 이

하 학력의 응답자들보다 실용성을 요하게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주부들

이 외식업체 검색 기능, 실용성, 커뮤니 이션에 

해 매우 높은 수 으로 요하게 지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수입에 따라서는 통계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 지역

에 따라서는 5개 요인모두 통계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체 검색 기능, 실용성, 메
뉴 선택용이성은 구⋅경북지역이 서울⋅경기

지역과 부산⋅경남지역보다 높은 수 으로 나타

났고, 외식업체 선택용이성은 구⋅경북지역이 

부산⋅경남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커
뮤니 이션은 서울⋅경기지역과 구⋅경북지역

이 부산⋅경남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을 토 로 통계 인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평균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

트폰 어 리 이션 사용용이성의 요성에 해 

상 으로 여성, 기혼자, 35-44세, 문 졸업과 

학원 이상 학력의 응답자, 주부, 구지역의 사

람들이 각각 다른 집단들에 비해 상 으로 높

은 수 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시사한다. 
외식업체들은 이상의 결과를 토 로 고객들이 

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을 심으로 외식어 리

이션을 개발하고 마 의 도구로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자를 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외식정보탐색을 해 스

마트폰 어 리 이션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고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하지만, 
실제 외식업체를 이용한 고객들을 상으로 조사

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외식업체 정보를 

이용하고 실제 외식업체를 방문하는 고객을 상

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탐색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연구

기단계라는 에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이론

 근거가 부족하 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

구에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이론  배경을 토 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연구주제를 탐색

으로 연구한다는 에서 소비자 특성을 인구통

계학  특성만을 이용하여 연구하 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라이 스타일, 구매행동 등의 다양한 

소비자 특성을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탐색 인 연구수행을 

해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차이검정만을 실시

하 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용이성이 소비자

들의 유용성, 만족, 행동의도, 구 의도 등과 같은 

종속변수를 추가한 인과 계 연구가 수행되는 것

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과, 구⋅경

북지역, 부산⋅경남지역을 상으로 표본추출을 

시도하 지만, 비확률  샘 링 방법을 활용하

기에 표본의 표성에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

에서는 확률 인 방법을 통하여 표본추출을 시도

해야할 것이다.

한  록

본 연구의 목 은 소비자 특성에 따라서 외식

정보탐색을 한 스마트폰의 어 리 이션 속성

에 한 탐색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다. 구체

인 목 을 살펴보면, 외식정보탐색을 한 스마

트폰 어 리 이션의 사용용이성 속성에 해 살

펴보고, 그 속성의 요도 순 를 살펴보며, 사용

용이성 구성개념들 간의 상 계분석을 실시한

다. 아울러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사용용이

성 속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 구⋅경북, 부산⋅경남의 3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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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심으로 표본조

사를 실시하 다. 조사는 2011년 1월 3일부터 

2011년 2월 3일까지 1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총 

26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분석결과 응답

자들은 사용용이성의 측정항목  음식 을 찾는 

기능, 음식  추천, 인기 순 정렬 등의 기능들을 

더 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출된 요인들  외식업체 선택용이성과 커뮤니

이션 기능이 높은 정  상 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  특성  거주 지역

에 따라서 외식업체 검색 기능, 실용성, 외식업체 

선택용이성, 커뮤니 이션, 메뉴 선택용이성 등

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본 연구는 2011학년도 우석 학교 학술연구조

성비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머니투데이 (2011년 02월 09일). 커피와 스테이크

가 스마트폰 속에? http://mnb.mt.co.kr/mnbview. 
php?no=2011020910173583249

메가뉴스 (2010). 실시간 웹과 스마트한 스마트

폰. http://www03.zdnet.co.kr/ArticleView.asp? 
artice_id=20100105174819

박기용 (2010). 외식산업경 학 제 3 . 왕사, 
217, 서울.

신소  (2010). 개인특성과 스마트폰 신서비스 

특성이 수용태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홍익 학교 석사학 논문, 1-48, 서울. 

신정아(1998). 학도서 에서의 정보기술 수용

에 한 연구. 연세 학교 석사학 논문, 30, 
서울.

이유재 (2008). 서비스 마  제 4 . 학 사, 
19-59,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2007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343-344.
한국일보 (2011년 02월 10일). 외식업체 스마트폰 

속으로.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
my/201102/h2011021022015721500.htm

헤럴드경제 (2011년 03월 09일). 외식업체 “스마

트폰女 손을 잡아라”. http://biz.heraldm.com/ 
common/Detail.jsp?newsMLId=20110309000 
112

헤럴드경제 (2010년 04월 02일). 국내최  네이버

블로그 정책개편, 이제 자기 도메인으로 돈까

지 번다. http://biz.heraldm.com/common/ 
Detail. jsp?newsMLId=20080813000118

Bae JK⋅Jeong HM (2008).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factors by including func-
tional attributes of smart phone adoption. 
E-business Studies 9(4): 337-361.

Coyle JR⋅Thorson E (2001). The effect of pro-
gressive levels of interactivity and vividness in 
web marketing sites. J Advertising 30(3): 68-78.

Davis FD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MIS Quarterly 13(3): 319-340.

Dellarocas C (2003). The digitization of word of 
mouth: Promise and challenges of online feed-
beck mechanisms. Management Sci 49(10): 
1407-1424.

DeLone WH and McLean ER (1992). Information 
systems success: The quest for the dependent 
variable. Information Systems Res 3(1): 60-95. 

Doll WJ and Torkzadeh G (1998). Developing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system-use in an 
organizational context. Information & Manage-
ment 33(4): 171-185.

Gartner (2010.09.11). Gartner says android to be-
come No. 2 worldwide mobile operating sys-
tem in 2010 and challenge symbian for No. 1 
Position by 2014. http://www.gartner.com/it/ 
page.jsp?id=1434613



스마트폰을 이용한 외식정보탐색에 한 탐색  연구 121

Gatignon H⋅Robertson, TS (1985). A proposi-
tional inventory for new diffusion research. J 
Consumer Res 11: 849-867.

Kim MK⋅Jee KY⋅Han SP⋅Park HJ⋅Park JH 
(2005).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ffecting 
adoption intentions for portable internet 
services. Korean Management Sci Rev 22(1): 
67-81.

Lee KY (2010). Effects of online product reviews 
attributes and site familiarity on consumers' 
loyalty in online product searching site. J 
Korean Institute CALS/EC 15(1):17-37. 

Lim BY (1996). A study of consumer's eating pat-
tern in Korea. Korean J Culinary Res 2(1): 
209-235.

Park SS⋅Kim DJ⋅Lee BS (2008). A study on 
Foodservice brand awareness and information 
sources based on the involvement of college 
students: Empirical evidence from Yeungnam 
area. Korean J Culinary Res 14(3): 165-177.

Rai A⋅Lang SS and Welker RB (2002). Acce-
ssing the validity of is succes models: An em-

pirical test and theoretical analysis. Informa-
tion System Res 13(1): 50-69.

Robertson TS (1984). Marketing's potential con-
tribution to consumer behavior research: The 
case of diffusion theory. Advances Consumer 
Res 11(1): 484-489.

Steur J (1992). Defining virtual reality. J Commu-
nication 42(4): 73-93.

Suh CK⋅Seong SJ (2004). Individual character-
istics affecting user's intention to use internet 
shopping mall. Asia Pacific J Information 
Systems 14(3): 1-22.

Yom JC⋅Kyoung YI⋅Park HN (2005). A study 
on eating-out customers' behavior of searching 
information: Focused on the customers of fam-
ily restaurants in Seoul and Kyunggi Province. 
Korean J Culinary Res 11(1): 70-86.

2011년 08월 31일         수

2011년 11월 02일 1차 논문수정

2011년 11월 25일 2차 논문수정

2011년 12월 13일 게 재 확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