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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여행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맛집을 검색하여 방문하는 앱을 수행해 봄으로써 스마트폰의 활
용도를 높였다. 구현된 앱을 가지고 맛집을 검색하면 최적의 맛집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본 앱은 각 지역별로 적
합한 메뉴, 식당의 스타일 및 디자인, 가격의 합리성, 종업원의 인적서비스 및 위생 관리 등의 활용도 및 만족도를 
통하여 평가되고 입력된 정보를 미리 DB에 등록해 두고 개인적인 취향을 기록해 두기 위해 평점을 분류해서 입력하
도록 배치하였으며, 본인의 추억을 기록할 입력란을 추가해 두었다. 더불어 교통편에 대한 정보 필드도 설계하여 여
행의 접근성도 높였으며, 향후 여행지 맛집은 물론 유명 관광지, 지인의 집 정보 입력 등으로 DB를 확장해서 활용 
가능하다.

주제어 : 스마트폰, 맛집, 여행지, 검색 앱, 활용도

Abstract  This thesis enhanced the degree of utilization of smart phone through carrying out the application/ 
app. which search and visit matjip (reputable restaurant) at the travel sites using smart phones. When we 
search matjip (reputable restaurant) using materialized application, we can select the best matjip (reputable 
restaurant) we want. Especially, this application evaluates individual restaurants through the level of utilization 
and satisfaction by consumer including appropriate menus, the style and design of the restaurant, reasonableness 
of prices, service of restaurant employees and sanitation management by region and registered the information 
input to DB in advance while classifying based on the evaluation scores to keep track for individual tastes. 
And individuals can record their personal memories to input columns. On top of that, information field for 
transportation is also designed to enhance the accessibility during travel, and in the future the application can 
be further utilized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DB through the input of famous tour sites and acquaintance’s 
hous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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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에 입력된 나의 맛집(맛있는 식당) 정보를 활

용하여 여행지에서 방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앱을 개발

하기 해 먼  일상에서 개인 으로 느 던 정보를 입

력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행지를 방문하 을 때 

검색해 보고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길을 찾아가도록 개

발한다. 본 연구에서 구 하고자 하는 앱은 합리 인 기

을 가지고 나만의 평 이 기록된 정보를 활용한다는 

에서 다른 련 앱들과 차별성이 있다. 한 구 된 앱

을 맛집 까페 정보와 연동해 두면 실시간 업데이트로 활

용도 가능하다.

사회의 발달과 사람들 인식의 변화에 따라 여행

을 통하여 여가를 리려는 사람들이 폭발 으로 늘어나

고 있다. 그 에서도 여행에 있어 인들의 가장 큰 

즐거움 의 하나가 먹는 즐거움인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인의 가장 강력한 트 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은 여행지에서 항상 맛집 찾는 일을 즐

거움으로 여기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맛있는 음식이라

면 어디든 찾아가려하는 욕구가 강하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폰이 차 생활과 해 지면서, 스마

트폰매체의 속성인 신속성, 휴 성, 그리고 근성으로 인

해 많은 앱이 폭발 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여행

지에서 맛집을 검색하고 찾아가는 앱은 여행지에서 얻을 

수 있는 먹거리에 의한 즐거움과 힐링 욕구를 충족시켜주

는 가장 진보한 디지털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여기서 맛집의 개념을 먼  살펴보면, 랑스 백과

사 에 보면 스토랑이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공공의시설, 정가 매 , 일품요리 이라고 표 하고 있

듯이 스토랑이란 음식물과 휴게장소를 제공하고 원기

를 회복시키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동양권에

서는 식당으로 통용되지만, 서양용어로는 스토랑으로 

통한다[1].

흔히, 맛집이란 ‘음식이 맛있는 식당’이란 뜻인데 맛있

는 음식을 는 곳이라고 단순하게 범주화되기도 하는 

‘맛집’이란 용어가 일상용어의 수 을 뛰어넘어 하나의 

장르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2]. 

그리고 맛집을 분류하는데 가장 요한 제공되는 음식으

로 분류로 식당의 종류를 살펴보면, 한식당, 양식당, 식

당, 일본식당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관련 연구

여행지에서 맛집을 선택할 때, 단지 맜있는 음식을 먹

는 장소란 의미 이외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합한 기

에 의하여 선택하며, 이런한 기 이 고려되어 휴식과 

원기를 회복하는 여행지로서의 의미가  더 강해지고 

있다[3].

음식의 메뉴는 어떤 형태의 음식 이든 그 음식 의 

컨셉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음식의 메뉴이다. 다양한 

종류의 메뉴와 그 식당의 표메뉴, 문성의 유무는 맛

집 선택에 있어 요한 기 으로 선택되며, 음식의 맛은 

맛집 기 에 있어 음식 맛의 균일성유무와 그 지역에서 

나는 향토 식재료사용으로 여행지의 지역  특색의 부각 

유무도 요한 기 으로 선택한다.

식공간 연출도 맛집 선택에 있어 실용 인 측면이 강

하 으나 최근엔 맛은 물론이고 분 기와 인테리어 같은 

식당의 디자인 인 측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

당에서의 식 공간 디자인은 맛집 선택에 있어 경쟁업체

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요한 기 이 되며 경쟁력 있는 

식당으로 발 할 수 있는 하나의 략이라 할 수 있다. 

가격의 합리성, 즉, 가격 비 음식의 양 한 맛집 선

택의 요한 기 으로 선택한다.

종업원의 친 서비스와 생 리도 맛집의 요한 기

이 되고 있다.

<Table 1> Representative Restaurant Evaluation 
Search Site in Korea

Category Address Evaluation Items Score

ofood
www.ofood

.co.kr

Service, price, 

taste and interior

Full 

score is 

5

hyundaicard 

mymenu

www.hyun

daicardmy

menu.com

Service, 

atmosphere, taste 

and price

Full 

score is 

5

blueribbon 

survey

www.bluer.

co.kr

Taste, service, 

atmosphere, 

satisfaction vs. 

price and price

Full 

score is 

4

표 인 해외 맛집 평가 검색 사이트로는, 랑스의

미슈랭가이드와 미국의 자겟서베이가 있다[10][11]. 미슐

랭가이드는 평가주체가 문가이고 비공개 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겟서베이는 소비자가 평가의 주체이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ravel site Matjip (Reputable Restaurant) search application(APP) using Smart Phon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439

다. 국내 맛집 평가 검색 사이트로는 [표 1]과 같이 오푸

드, 카드 MY MENU, 블루리본 서베이 등이 있다.

2.1 오푸드

[그림 1]과 같이 오푸드는 국의 맛집 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국의 맛집 치 이외에 장르별 

맛집의 자세한 소개와 소비자들의 음식 에 한 평가 

 리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검색사이트이

다. 한, 서비스 상을 서울만 국한한 것이 아닌 국의 

역시와 경기, 강원, 충청, 경상, 라도를 포함한 국

인 맛집 검색 사이트이다. 특히, 치서비스를 활용하

여 자신의 주변 맛집을 검색하고 인터넷 약으로 더욱

더 신속한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ig. 1] ofood site[12]

2.2 현대카드 MY MENU

[그림 2]와 같이 기업 랜드의 효과와 써비스 이용

자들에게 신뢰와 공신력을 바탕으로 객 인 자료를 데

이터화하여 개발된 맛집 앱이다. 카드회원들을 타켓으로 

맛에 한 좀 더 객  통계로 분석하여 다양한 카드혜

택을 제공하는 앱이다. 사용자가 있는 치에서 주변의 

카드사 가맹 을 카드별 방문횟수로 방문자수를 확인하

여 각 가맹 의 식당에 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

 방문회원의 주요연령층 안내도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

공해주고 있다.

[Fig. 2] hyundaicard mobile site[13]
 

2.3 블루리본 서베이

[그림 3]과 같이 블루리본 서베이는 보다 객 인 데

이타를 토 로 다수에게 공감을  수 있는 결과를 제

공하기 하여 국내 최 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

식을 채택한다. 문성을 강조한 블루리본 서베이는 음식

에 취미가 있는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일반 기사단과 

련업계의 종사자들이나 문교수, 기자로 구성된 문가 

기사단으로 심사 원들이 구성되며. 음식의 맛, 가격 비 

만족도, 스토랑 분 기, 서비스의 4가지 항목을 기 으

로 평가한다.

서베이의 평가 방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1차 평

가는 사이트를 방문한 독자분들의 평가 수로 이루어지

고, 2차 평가에서는 일단 통계학 인 원칙에 의거해 1차 

평가 수를 분석하여 무효표를 가려내고 샘  수 등을 

고려하여 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한다.

여기서 통과된 식당들에 한하여 맛, 분 기, 서비스 세 

가지 척도에서 일정한 수 이상을 받은 곳들을 문가

들이 평가하여 최종 으로 스토랑을 선정한다. 이때 

분 기와 서비스는 일정 수 이상이면 통과되며 주로 

보는 수는 맛 척도이다.

우리나라 스토랑의 역사는 매우 짧다. 서구의 경우 

본격 인 스토랑의 역사를 2백 년으로 볼 때, 우리나라

의 경우는 길어야 50년 정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

서 문 인 음식 평론에 한 기반도 취약하고 맛에 

한 평가 기 이 객 으로 납득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

기에는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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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lueribbon survey site[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한 메뉴, 식당의 스타일  

디자인, 가격의 합리성, 종업원의 인 서비스  생 

리 등을 실헙 평가 항목을 가지고 구 된 앱을 이용하고

자 하는 사람들에 하여 활용도  만족도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구 된 앱을 평가하고자 한다.

3. 앱 설계 및 구현

본 앱은 여행지에서 스마트폰을 정보를 활용하기 

해 내 개인기록이 담긴 방문지를 기록한 후 가장 가까우

면서도 가고 싶은 곳을 결정하기 해 개발한다. 먼 , 맛

집 정보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장하고자 정보를 지역, 

화번호, 주차 황 등의 특성을 입력하여 두고 각 구성

요소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목 지를 찾아 갈 

수 있도록 맵도 동 으로 연동한다.

3.1 시스템 설계

[그림 4]와 같이 맛집 등록 화면에서는 등록번호(기본

키), 업종, 식당이름, 표메뉴, 지역, 화번호, 주소, 방

문일자, 평 , 총평, 부가요 , 주차 등의 항목에 필드를 

지정한다. 한 화번호에 의한 화걸기와 주소에 의

한 치 찾기가 롱 터치에 의해 수행되도록 설정한다. 

Design Menu

Designate attributes for matjip record field

Design matjip registration table

Design matjip search screen

[Fig. 4] Design of system

3.2 DB 설계

[그림 5]와 같이 결정된 필드에 항목, 문자형, 크기 등

를 하게 배치하여 최 의 테이블을 생성한다.

[Fig. 5] Registration table

3.3 화면 구현

메인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맛집등록, 맛집찾기 메뉴를 

선택한다.

① 메인메뉴 선택 [그림 6]

평 항목을 배치하여 앱 사용자 취향을 반 하여 정

보를 리할 수 있도록한다. 주차이용에 한 상세 정보 

 메모를 통해 개인의 기억정보를 장해 두고 맛집에 

한 추억을 검색으로 활용 가능하다. 

[Fig. 6] Main menu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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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맛집등록 [그림 7]

앞장, 뒷장, 장, 삭제, 닫기로 코드를 리하기 

한 이벤트 메뉴를 맛집등록 화면에 배치한다.

[Fig. 7] Design of matjip registration screen 

③ 맛집찾기 [그림 8]

나만의 스마트폰에 등록된 맛집에 한 정보를 검색

하여 가까운 맛집을 찾을 때 방문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Fig. 8] Search for matjip

4. 실행 결과 및 평가

스마트폰에 개발된 앱을 배포하여 수행한 화면은 [그

림 9]와 같으며, 지도를 연동하여 길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단계별로 본 앱을 실행한다.

[Fig. 9] Main menu screen

Main 화면에서 맛집등록 버튼을 른 결과 [그림 10]

과 같은 등록화면이 실행되었다. 신규 맛집을 등록하여 

활용 할 수 있으며, 이미 등록된 코드를 앞장으로 통해 

불러 낼 수도 있다.

[Fig. 10] To register matjip

등록화면에 있는 주소필드의 입력된 주소를 롱터치에 

의해 [그림 11]과 같이 동 속성메뉴를 배치하여, 치표

시, 거리계산, 집찾기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치표시메

뉴를 선택하 을 경우 지도를 르면 지도상에 해당 맛

집의 주소가 표기된다.

[Fig. 11] Dynamic interlocking for matjip 
(Indication of location, distance 
calculation, and location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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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맛집찾기 메뉴를 을 경우, [그림 12]와 같이 

검색조건에서 검색할 항목을 선택하여  수 있다. 아래

에 배치된 검색 메뉴를 르면 의 세 번째 이미지처럼 

검색된 코드가 나열된다.

[Fig. 12] Search for the location of matjip

[그림 13]은 차트연결을 선택하여 맛집의 평 을 그래

로 확인하 다.

[Fig. 13] Evaluatin score graph for searched 
matjip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앱에 하여 합한 메뉴, 식당의 

스타일  디자인, 가격의 합리성, 종업원의 인 서비스 

 생 리 등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구 된 앱을 이용

한 50명의 사람들에 하여 활용도  만족도를 5단계

( 단히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단히 불만족)로 평가

하여 5  만 에 평균 4.1 을 얻었다. 이는 련 연구에

서 언 한 맛집 검색사이트 만족도보다 20%이상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5. 결론

고기능성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의 요성이 

상 으로 더 커지고 있다. 문가들의 단에 의하면 

조만간 앱스토어 시장의 규모가 상성을 월하는 단계에 

도달 할 것으로 상하고 있으며 기존의 개발자와 련 

산업종사자에 일반 사용자까지 스마트 앱 개발 교육을 

받는 추세에 컴퓨터 공자만을 한 앱 개발 로그램

이 아닌 비 공자를 한 로그램 작도구들이 국내외

에서 개발되어 이제는 일반인들도 쉽게 앱을 개발하고 

구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 된 앱은 일반인들이 스스로 

상 여행지 맛집의 정보를 등록하고 여행지 맛집의 정

보, 지, 지역에 한 정보를 필요할 경우 검색해서 이

용함을 여가 생활에 획기 인 도움을  수 있는 앱을 스

스로 구축하 다는 것을 목 으로 한다. 검색된 정보를 

지도로 찾아 볼 수 있으므로 길 찾기의 시간도 일 수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와 같이 간단하게 조회하는 앱

을 다양한 DB를 구축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하

며, 향후 기획홍보, 그래   챠트를 이용한 통계 황, 

구 맵 연계 주소 리, 자동 화걸기, 사진 등의 이미지 

리, 친구 찾기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DB 리 역에 확

장하여 사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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