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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을 독일정부 정책인 인더스트리 4.0 
(Industry 4.0)에서 제조업과 정보통신이 융합되는 단계를 의
미하였으나,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
서는 2016년 1월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
(The Four Industrial Revolution)'을 글로벌 어젠다로 다루었

다(WEF, 2016).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용어는 아직 명확한 정
의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다보스 포럼에서 WEF 회장인 클
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을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으로 표현하였다. 파괴적 혁신은 현재
의 가치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며, 누구도 피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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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posed SNS big data analysis method of food service industr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analyzed the keywor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using Google trend. 
Based on the data posted on the SNS from January 1, 2016 to September 5, 2017 (1 year and 8 months) 
utilizing the "Social Metrics". Through the social insights, the related words related to cooking were 
analyzed and visualized about attributes, products, hobbies and leis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keywords were found such as cooking, entrepreneurship, franchise, restaurant, job search, Twitter, family, 
friends, menu, reaction, video, etc. As a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we proposed how to utilize 
big data produced from various online materials for research on restaurant business, interpret atypical 
data as meaningful data and suggest the basic direction of field application. In order to utilize positioning 
of customers of restaurant companies in the future, this study suggests more detailed and in-depth 
consumer sentiment as a basic resource for marketing data development through various menu develop-
ment and customers' perception change.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marketing implications for the 
foodservice industry and how to use big data for the cooking industry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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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는변화로 정의하였다. 즉, 4차산업
혁명은 3차 디지털혁명의토대위에 물리, 바이오기술을 융
합한 신기술이주도하는시대로 각 분야별로 다르게 정의되

고 있다(Schwab, 2016).  
인류역사의 혁명은 새로운 에너지의 등장과 생산수단의

변화와 같은 기술혁신에서 비롯되는데, 인류는 증기기관을
통해 기계적 생산을 이끌어낸 제1차 산업혁명, 전기 동력을
이용한 컨베이어벨트의 등장을통해대량생산의 2차 산업혁
명, 전자와 정보기술을 통한 자동화의 정보통신혁명의 3차
산업혁명을 이루어 왔다(Food Eating Out Economy, 2017). 제
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 생물학
적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들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인공

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3D프린터, 무
인운송 수단 등의 디지털 혁명을 말한다(WEF, 2016). 제3차
산업혁명이 지속되지 못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변화의 속도(volicity), 변화의 범위(scope), 시스템의
영향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IBM(2011)의 빅 데이터
의 정의에서는 빅 데이터를 특징짓는 4가지 차원으로 규모
(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 정확성(veracity)를
의미하고 있다(IBM Global Business Services, 2012).     
특히, 외식산업에서도제4차산업혁명에관심을갖고융․

복합 등을 통해 신기술과 서비스 등을 선보이고 있다. 모바
일 기술의 사용 확대와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을 기반
으로 하는 푸드테크, 패스트푸드업계와 커피전문점을 중심
으로 지능형 주문 시스템인 키오스크, 인공지능 서비스 로
봇인 ‘장금이’의 4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메뉴를 소개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 전통음식
을 알리는 역할 및 국내 관광객의 경우에도 음식에 관한 계

획은 필수적으로포함시키고있는추세이다(Lee & Kim, 2013). 
호드립슨 미국 컬럼비아대학 공학부 교수는 “이미 3D 프린
터들은 전통적조리 방식보다 더 지속가능하고흥미로운 방

식으로 가정 맞춤형 음식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고 주
장했다. 푸드 3D 프린팅은 카트리지안에 원료와 영양소, 감
미료 등을 담고, 프로그램에 따라 음식을 만들어낸다. 푸드
3D 프린팅이 활성화되면, 조리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현재 재료를 혼합해 프로그램에 따라 간단한 케이크 등을

제조할수 있는수준에는 있다(Hod & Melba, 2013). 미국 3D 
시스템즈는 설탕을 정교한 모양의 사탕으로 만드는 셰프젯

을 개발했으며, 허쉬사와 공동으로 초콜릿 프린터 코코젯도
제조했다(Korea Information Technology Agency, 2016). 
과거와 같은 구태의연한 이분법적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이업종간, 기업간협업을 통한융․복합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장기불황에다 미래 예측
이 불가능한 ‘뉴 애브노멀(New Abnormal)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부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식산업

계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외식업계 차원에서 뉴 애
브노멀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계의 유연성을 구현하기 위해

서는지금까지와전혀다른메뉴와서비스를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독자적인 역량에 의존하는 것보다 협업을

기초로하는융․복합에서찾는게유리하다. 작게는새로운
식재료를 결합한 새로운 메뉴 개발부터 크게는 IT, BT 등
이업종과의 융․복합을 서둘러야 한다(Food Eating Out Eco-
nomy,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발달이 외식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SNS 빅데이터를 이
용해 과학적인 마케팅 시사점을 제공하고, 소셜메트릭스를
활용하여 미래 외식산업의 활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제4차 산업혁명

세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1월 개최된 다보스포럼에
서 우리의 생활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글로벌 어젠다
로 다루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증기기관을 통해 기계적
생산을 이끌어낸 제1차 산업혁명, 전기 동력을 이용한 대량
생산의 제2차 산업혁명, 전자 및 정보기술을 통한 자동화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에 이은 것으로,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물리적․ 디지털․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들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혁명을 말한다(Lee, 
2016).
제3차 산업혁명이 지속되지 못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구분하는 이유는 변화의 속도(velocity), 변화의 범위
(scope), 시스템의 영향(system impact)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
가 있기때문이다. 제3차산업혁명과 비교해볼때 현재변화
의 속도는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지역과 모든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폭과 깊이는 생산․관리․거버넌스 측
면의 모든 시스템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제4차 산업
혁명으로 새롭게 정의된다(Schwab, 2016). 제4차 산업혁명
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사물인터
넷(IoT), 자율주행자동차, 3D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재료과학, 에너지 저장기술, 퀀텀 컴퓨팅 등과 같은 혁신기
술이다. 이러한 신기술들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기존에 경험
하지 못한 세상이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가 만날 세계
다. 이와 같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지능 기술들이 범용적
인 기술로 부상하게 되는 시대를 지능화시대라고 한다

(Korea Information Technology Agency, 2016). 특히, 미국 시
애틀에 2016년 12월 시험 개장한 소규모(170 m2) 소매판매
점 ‘아마존고’의등장은사람들에게큰충격을준다.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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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기업인 아마존이 오프라인에 진출했다는 점이 놀라

운 것이 아니라, 계산원이 전혀 없는 점포라는 것이 놀랍게
하는 점이다. 이 점포는 인간 노동력의 사용을 최소화한 점
포이다. 경제경영 측면의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인 문제가 없는 한 ‘아마존 고’ 매장은 확대될 것이며, 이는
소매업의 모습을 크게 바꿀 전망이다. ‘아마존 고’ 매장에서
의 쇼핑 방식은 매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스마트 폰에 설치

된 전용 앱을 켠 후 입장하고, 상품을 집어서 매장 밖으로
들고 나오면 된다. 결제는 이미 등록된 계좌를 통해 자동으
로 진행된다. 이 점포는 계산하고 결제하는 프로세스가 없
는 것이다. 이런 점이 일부 소매점들이 시도하고 있는 무인
계산대와 크게 다른 점이다. 무인계산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구매자가 직접 결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산
원이 하는 일을 구매자가 대신 하는 것일 뿐 그 프로세스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Lee, 2016).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인구, 사회, 경제적인 영향으로

작업환경의 변화와 노동 유연화, 신흥시장 중산층의 성장, 
기후변화 및 자연자원의 제약과 녹색경제로의 이행, 지정학
적 변동성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이 야기할 기술적 영향으로는 모바일인터넷과클라우드 기

술, 컴퓨터의 처리능력과 빅 데이터의 확대, 신에너지 공급
과 기술, 사물인터넷,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공유경
제와개인 간플랫폼 등을예상하였다(Lee, 2016). 특히, 외식
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키오스크에서 메뉴를 선택하고
결재와 더불어 메뉴에 대한 설명과 식재료의 원산지, 칼로
리등영양정보, 먹는팁, 로봇쉐프의조리법과패스트푸드
점에서의 소스와 채소, 치즈 등 원하는 재료를 조합한 시그
니처 버거, 카트리지 안에 원료와 영양소, 감미료 등을 담고
프로그램에 따라 음식을만들어 낼 수 있는 푸드 3D 프린팅
등 새로운 식재료를 결합한 새로운 메뉴 개발부터 크게는

IT, BT 등 이업종과의 융․복합의 파괴적 혁신을 말할 수
있다(Food Eating Out Economy, 2017). Fig. 1은 산업혁명과
정이다.

Fig. 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ource: Schimon. G. & Michael. G. Faure(2017)

2.2. 빅데이터(Big-Data)의 등장 배경 및 개념

빅데이터는 규모가 방대한 자료(data)를 의미하는 용어로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2012년 World Economic Forum 보
고서에서 기인한다. SNS(Social Network Services)와 스마트
기기 등의 디지털 환경이 급속한 변화로 과거 쇼핑이용자의

고객 정보만 기업의 DB에 저장되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지 않더라도 웹 검색만으로 방문자의 정

보가 자동으로 저장되어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는 대용량 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다. 또한, 자료의 유형도
기존의 단순수치뿐만 아니라, SNS, 문자, 사진, 동영상, GPS 
위치 데이터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Jung, 2012). 최근 빅데이
터가 주목받는 것은 과거에는 너무 커서 분석을 할 수 없었

던 데이터의 분석이 이제는 가능해졌고 이것을 통해 새로운

가치(value: 데이터의 가치)를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
터는 과거에 비해서 더 빨리 늘어나고(volume: 데이터의 규
모), 더 많은 형태를 가지고(variety: 데이터의 다양성), 실시
간에 가까운 속도(velocity: 데이터의 생성주기)로 생성되고
있는데, 오늘날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기
술들이 현실화되고 있다(Carter, 2011). 이러한 데이터 홍수
속에서 우리가 흔히 논하는 빅데이터는 단순한 스토리지 서

비스나 데이터 분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에
대한 핵심 사항은 대량의 다양한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고

분석해 경제적인 가치를 이끌어 내는데 있으며, 기존 금융, 
통신 사업을 비롯해 의료, 농업, 국방, 교통정보 등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Lee, & Park, & 
Yoo, 2015).
빅데이터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

며, 삼성경제연구소(2012)는과거의관리및분석시스템으로
는 처리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의 집합으로 데이터의 수

집, 저장, 검색, 공유, 분석, 시각화 등도 빅 데이터의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2). 
Douglas(2012)는 Gartner report를 인용해 빠른 생성속도

(high-velocity), 높은 다양성(high-variety), 다양한 형태의 대
량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형성되어 초 대용량(high-volume)
을 갖는 정보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O’eilly(2012)는 자료
가 너무 크고, 빠르게 변하여 전통 DB에서 처리하기 힘든
데이터라고 정의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y & Company)는 빅

데이터 보고서에서 산업혁명과 IT혁명에 버금가는 스마트
혁명의 시기에 빅데이터는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산성 향
상을 위한중요한원천이라했고, IT분야의리서치와자문회
사인 가트너(Gartner, Inc.)도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 표
현했다. 2012년에 열림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도 데
이터를 화폐와 금과 같은 새로운 자산으로 주목했으며, 위
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회 기술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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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가 필요하고, 빅 데이터가 이 영역에서 사회현안을 해
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따라서 빅데이
터 현상은 실용적 차원과 가치 창출 이슈의 기대감 및 정

치․ 경제적 차원의 감시와통제, 정보 활용 권력의 비 대칭
적문제로 야기되는 불균형 문제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

할 필요가 사료된다(Kim, 2017a).

2.3.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란 빅 데이터에서 가치 있
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말하며,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
기 위한 경향과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빅 데이터로부터

자동화 혹은 반자동화 도구를 활용해 탐색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Linoff & Berry, 2011). 또한, 데이터 마이닝의 기
법은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의사결정나무(de-
cision tree), 사례기반추론(case based reasoning), 판별분석
(discriminant), 회귀(regression), 연관(association) 등이 있다
(Markus, 2011).
특히 웹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웹 페이지

(web page) 콘텐츠와 웹로그(web log), SNS의 텍스트 정보와
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를 분석하기 위
한 다양한 방법론이 등장해 데이터 마이닝의 포괄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 데이터 마이닝 표준 처리 과정(CRISP-DM, 
Cross Industry Standard Process for Data Mining)은 비즈니스
이해(business understanding), 데이터이해(data understanding), 
데이터 준비(data preparation), 모형(modeling), 평가(evalua-
tion), 적용(deployment)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Chapman, 
et al., 2000). 
빅데이터를 통해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자료처리와 비정

형 데이터 분석기법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오피니
언 마이닝(opinion mining), 웹 마이닝(web mining) 등이 있다
(Jung, 2013). 비정형 데이터란 숫자 데이터와 달리 그림이나
영상․문서처럼형태와 구조가 복잡해정형화 되지 않은 데

이터를 말하며, 블로그와 게시판 등 웹에서 폭발적으로 발
생하는 비정형 데이터는 그 내용을 통해 여론의 흐름을 파

악할 수 있다.
첫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란 대규모의 문서(text)

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말하며, 분석 대상이
비구조적인 문서정보라는 점에서 데이터 마이닝과 차이가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텍스트 분석(text analytics), 텍스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지식 발견(KDT: Knowledge Discovery 
in Textual Database), 문서 마이닝(document mining)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텍스트 마이닝은 분석 대상이 형태가 일정
하지 않고 다루기 힘든비정형 데이터이므로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인식해 처리하는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

guage Processing) 방법과 관련이 깊다. 
둘째,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이란 어떤 사안이

나 인물, 이슈, 이벤트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 태
도, 감정 등을 분석하는것을 말한다(Liu, 2011). 특정 주제에
대해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모아 문장을 분석하며, 소
셜 미디어 등의 데이터의 긍정, 부정, 중립의 선호도나 평판
을 판별하는 방법. 
셋째, 웹 마이닝(web mining)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

에서 생성되는 웹 로그(web log) 정보나 검색어로부터 유용
한 정보를 추출하는 웹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마이닝을 말

하며, 소셜 네트워크의 연결구조 및 강도 등을 바탕으로 사
용자의 명성 및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웹 마이닝은
전통적인 데이터 마이닝의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기도 하지

만, 웹 데이터의 속성이 반정형 혹은 비정형이고, 링크 구조
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분석기법이 필요하다. 또
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하여 웹에서의 주요 단어(node) 
사이의 연결(link) 상태나 네트워크의 연결 구조을 통해 덱
스트에 담긴 의미 흐름을 파악하는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Kim, 2017b). 

2.4.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로는 오픈소스인

하둡(hadoop: hortonworks.com), 통계 계산 및 시각화를 위한
언어와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R분석 도구, 인터넷상에서 이
용자가 접속해서 직접 빅 데이터를 가공․분석할 수 있는

구글 Bigquery(bigquery. cloud. google. com) 등이 대표적이
다. 최근에는 이용자가 쉽게 SNS 상의 현상이나 추세를 분
석할 수있도록 빅 데이터분석소프트웨어를온라인에서 제

공하고 있다. 국내의대표적인 SNS 분석 솔루션은 다음소프
트의 ‘소셜매트릭스’(www.socialmetrics.co.kr)와 코난테크놀

로지에서 운영하는 ‘펄스K’(www.pulsek.com), 디지털다임의
‘소셜다임’(www.socialdigm.com)이 있다. 
또한 SNS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기업, 

브랜드, 인물, 이슈 등에 대한 스토리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로는 와이즈넛의 ‘브즈인사이트’(www.buzzinsight.net)
와 다이퀘스트의 ‘브람스’(www.diquest.com/service/service_ 
brams_1.html) 서비스 등이 있다. 한편, 데이터의 분석 및 시
각화의 중요성에 따라 다양한 분석 툴이 상용화 되고 있으

나, 데이터의 정제, 정적분석, 시각화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영역의 웹 기반 무료 분석 툴이 많이 있다. Table 1은 무료
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툴에 대한 내용이다.
본연구에서는빅데이터분석기법중 오피니언 마이닝 기

법을 적용한 다음소프트의 ‘소셜매트릭스’ 솔루션을 활용하
여 SNS 빅데이터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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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ee data visualization and analysis tools

Tool name Area Visualization Map Platform Data storage method

Data wrangler Data refining × × Browser External server

Goole refine Data refining × × ○ Local

R project Statistical analysis ○ Plugin Linux, mac, windows Local

Google fusion tables Visualization App service ○ ○ Browser External server

VIDI Visualization App service ○ ○ Browser External server

Choosel Framework ○ ○ Browser Local, external server

Google chart tools Lvisualization App service ○ ○ Code editors, browsers Local, external server

Protovis Library ○ ○ Code editors, browsers Local, external server

Nodexl Network analysis × × Excel 2007 Local

Tableau public Visualization App service ○ ○ Windows Public external server

Zoho reports Visualization App service ○ × Browser External server

Quantum GIS (QGIS) Gis/ maps: desktop × ○ Linux, mac, windows Local

Infogr.am Visualization App service ○ Limited Browser External server

Csvkit Csv file analysis × × Linux, mac Local

Powerpivot Analysis and charts ○ × Excel 2010 Local

*Source: Sharon. M.(2012) computer world from blog rewrote the researchers.

3. 연구방법

3.1.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 달성을위해빅데이터내용 분석

의 한 유형인 텍스트 분석방법을 진행하였다. 특히 온라인
상의 SNS 자료의 활용에 대한 방안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
용량의 자료 분석이 필요하여 텍스트마이닝과관련된 오피

니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SNS상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
하였다. 연구범위는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글트렌드
를 활용하여 키워드 추이를 검색하였고, 둘째, 외식산업과
관련된 키워드로 외식업, 치킨, 커피에 대한 키워드로 한정
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의 제4차 산업혁명의 어젠다로발표된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 8개월 동안의 SNS 자료
를 2017년 4월 27일과 9월 5일에 검색하였다. 
검색기간을한정한 이유는 본연구에서분석툴로 활용되

는 다음소프트의 ‘소셜매트릭스’는 검색일로부터 1개월 전
까지만 무료로 검색이 가능하고, 장기간 또는 보다 다양한
정보원천과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는 유료버전을 사용하

여야 한다. 하지만 매월 분석하여 최종적인 2017년 9월 5일
에대한결과를제시하였으며, 이부분은연구의한계로남겨
둔다. Fig. 2는구글트렌드로 살려본 4차산업혁명의 키워드
추이를 세계와 국내에 대한 부분이며, Table 2는 분석데이

Fig. 2. 4th industrial revolution keyword trend in 
Google trend.

*source: www.google.com/trends

Table 2. Analytical data

Division Contents

Scope of coverage Twitter, blog

Collection period January 2016～September 2017
(1 year and 8 months)

Collection tool SOCIAL metrics

Search word Food service industry(restaurants), 
cook, chicken, coffee

Analysis tools SOCIAL insight

Collection data Gathering food industry data
with social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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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대한 정보이다.

3.2. 분석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오피니언마

이닝 기법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도구는 다음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소셜 메트릭스’이다. 다양한 분석도구 중 본 연구
의 분석도구로소셜 메트릭스를 선정한 이유로는 자연어 처

리기술과 텍스트에 나타난 기술을 바탕으로 블로그와 트위

터 문서를 실시간 처리하는 서비스의일환으로소셜 미디어

에 노출된 빈도추이와 관련 연관어에 대한 맵을 제공한다. 
키워드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대한 감성정보 및 날짜별로

가장 많이 확산된 트윗 메시지를 제공하며, 또한 무료로 사
용 가능한 까닭이다. 또한, 트위터와 블로그로 한정한 이유
로는 소셜 메트릭스에서의 무료사용으로 한정되었기 때문

이다. 소셜 메트릭스는대표적인 SNS인 트위터와 블로그자
료를 검색하여 소셜 메뉴에 연관키워드, 감성키워드, 주간
급증키워드의 순위를 제공하고, 소셜 인사이트 메뉴에서는
검색 키워드의 연관어를 인물, 단체, 장소, 상품, 속성, 브랜
드, 취미 및 여가, 심리 등으로 8가지의 속성과 탐색 건수를
구분하여 시각화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외식관련 검색
키워드와의 연관어 파악이 용이하며 외식업체는 이러한 분

석정보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정
적 측면의 연관어의 경우 고객과의 관계설정에대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여 기업 이미지홍보에 제고할 수 있다. 최근 온
라인 정보는 데이터의 축적 속도가 초 연결 광속화로 소셜

매트릭스를 이용하면 기술적으로 분석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정보원에 포함된 스팸 및 노이즈 데이터를 제거하

고 핵심적인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가능한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빈도수에 따라 제시해 주는 장점이 있다. 또
한, 일반적인 검색 서비스가 주어진 검색어에 대한 단면적
인 결과를 보여주는 반면에, 소셜메트릭스는 검색 결과에
따른 소셜메트릭스는 검색 결과에 따른 관계어를 실시간 여

론에 따라 입체적으로 반영해 주기 때문에 외식업체의 마케

팅 도구로는 훌륭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소셜메트릭스의 문서 수집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게시판, 뉴스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지만, 페이
스북, 카카오스토리등의 SNS는빠져있는한계점이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무료 버젼을 사용하였으므로 블로그와 트위

터에서만의 자료만활용하고자 한다. 특히, 소셜메트릭스는
사용자의 인터페이스가 용이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

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으며, 본 연구의 목적상 게시물 내용
에 대한 분석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소셜메트릭스로
‘외식업’에대한키워드탐색어에대한추이는 Fig. 3과같다. 
외식업에 대한 연관어 속성으로 창업, 음식, 경영, 사업, 

Reference volume trend

Positive negative trend

Fig. 3. Result of social search key word.

업종, 산업, 운영, 조리, 서비스, 메뉴, 문화로 나타났고, 심리
적 연관어로는 다양, 좋다, 필요한 등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에서는 평균 월 196건, 블로그는 298건으로 블로그의 언급
량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긍정이 44～53건으로 부정이나
중립적인의견보다는긍정에대한추이분석이많이나타났다. 
블로그에서는 서비스 회복 리커버리(service recovery para-
dox)와 창업에 대한 빅데이터의 정보량이 많은 키워드와 트
위터에서는 외식조리에대한 학과에 대한 문의나 홍보성 정

보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3.3. 키워드 분석

외식업은 다양한 방법의 홍보․광고 및 마케팅을 진행하

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블로그 마케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맛집이나 트위터, 페이스 북, SNS 해시태그 등을 가
장 잘 활용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발 빠르게 적
응하는 업종이라 할 수 있다. 배달앱 사용과 빅데이터 기반
의 레스토랑 평가 애플리케이션은 국내의 블루리본 서베이, 
레드테이블, 프랑스의 미슐랭 가이드, 라 리스트(La Lisite) 
미국의 예르프(Yelp.com), 자갓 서베이(Zagat Survey), 이탈
리아의 감베로로쏘, 중국의 따종디엔핑(dianping.com), 일본
의 타베로그(tabelog.com), 홍콩의 openRice(openrice.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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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이용한 홍보나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 광고비
용, 투자대비효과, 시간, 활용도 등 경제성이 오프라인에 비
해 온라인이 더욱 효과적이다. 온라인 광고방법 중 가장 쉽
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키워드 광고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키워드검색어선정과정은외식창

업 아이템의 선호도가가장높으며, 가장 많이 외식 관련 키
워드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 할 것으로 판단되는 조

리와 치킨, 커피의 3개 키워드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본 연
구의목적이 온라인의 SNS 빅데이터를 이용하여외식관련
검색 키워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보다는 분석 방법의 소

개와분석의의미등을제시하는탐색적분석을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및 논의

4.1. 검색 키워드 분석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소셜매트릭스에서는소셜검색메뉴의 연관키

워드, 감성키워드, 주간 급증키워드 순위를 보고한다. 또한
소셜 인사이트 메뉴는 탐색어 맵, 탐색어 추이, 탐색어 여론
의 3개 하위메뉴의분석결과를 제공한다. 이중본 연구에서
는 소셜 매트릭스 분석결과의 설명을용이하게하기위해 소

셜 검색메뉴에서는 연관키워드순위, 소셜 인사이트 메뉴에
서는 탐색어 맵의 분석결과만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분석의 간소화를 위해 연관키워드순위는 상위 5위까
지, 탐색어 맵에서는 전체 인사이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
술하였다.

4.2. 검색 키워드: 조리

소셜 매트릭스에서 ‘조리’를 검색한 결과 월 평균 트위터
65,671건, 블로그 14,658건으로 전체 월 평균 81,329건에 대
한 빅데이터가나타났다. 또한, 트위터에 대한 의견이 80.7%

Fig. 4. Result of search using 'Cooking' key word.

를 나타났다. ‘조리’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의 속성으
로는 방법, 사진, 대왕, 알바, 돈, 고객, 청소, 팬, 인원, 계산, 
응대, 점장 등이며, 상품으로는 초밥, 연어초밥, 토마토치킨
카레, 후쿠오카 요리, 돈까스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관
성이 높은 검색어로 외식업체의 경우, 매스컴의 맛집 소개
나 쿡방에 따른 영향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향후 외식업체의경우 블로그나 매스컴을 통한 리뷰에

대한 홍보나 광고에 대한 마케팅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하는 패밀리 메뉴 개발 및 판매 마케팅과

HMR제품 마케팅으로 아빠가 요리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
비하는 마케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4.3. 검색 키워드: 치킨

소셜 매트릭스에서 ‘치킨’을검색한 결과, 월 평균정보는
전체 774,718건에서 트위터 726,648건, 블로그 48,070건이
검색되었다. ‘치킨’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는 ‘이벤
트’이었고, 10위권 내에 포함된 연관 키워드는 치즈, 집, 추
첨, 치킨너겟, 양파, 꿀팁, 비율, 롯데리아, 뿌링클 등이 분석
되었다. 탐색어 맵에서는 속성으로 이벤트, 추첨, 맛, 비율, 
친구, 메뉴, 반응, 생일, 추첨 등과 상품으로는 피자, 너겟, 
치즈, 양파, 양념치킨 등으로 나타났으며, 장소는 집으로 나
타났다. 이는 치킨의 경우, 주로 집에서 배달하여 먹는 것과
피자와 연관성이 높은 검색어로 외식업체의 경우, 메뉴 개
발 시 피자와 더불어 개발의 중요성 나타내며 특히 양념치

킨의 상품명에서는 다양한 소스를 사용한 메뉴개발의 중요

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외식업체의 마케팅에서는 항
상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기프트 콘이 제공될 수 있는 마케

팅 전략으로서 특히 ‘시킨다’라는 주간 급증 키워드에서 나
타난 것으로 보아, 배달서비스에 보다 많은 환경을 조성하
는마케팅에주력해야할것이다. ‘치킨’에대한키워드탐색
어에 대한 추이는 Fig. 5와 같다.

4.4. 검색 키워드: 커피

소셜 매트릭스에서 ‘커피’를 검색한 결과, 월 평균 전체
666,822건으로 트위터 540,581건, 블로그 126,241건으로 검
색되었다. ‘커피’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는 ‘카페’였
고, 5위권 내에 포함된 연관 키워드는 맛, 집, 돈, 사진 순으
로 분석되었다. 탐색어 맵에서는 브랜드 명으로는 유일하게
스타벅스가 상품으로는 아메리카노, 아이스커피, 크림, 음료
등이 나타났다. 또한, 속성으로는 분위기, 느낌, 식사, 맛, 사
진, 생각, 아침, 취향, 생각, 여자등으로나타났다. 이는커피
에 대한 문화로는 스타벅스가 가장 많이 잠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자와 생각, 맛으로 연관된 키워드는 남
성 선호도보다는 여성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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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volume trend

Positive Negative Trend

Fig. 5. Result of search using 'Chicken' key word.

마케팅 전략은 여성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문화와 분위기가 잘 조성된 공간과 치열한
경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맛의 개발과 디저트와

아침 간편 디저트 판매 등 새로운 커피 문화 창조가 브랜드

가치를 더욱 더 성숙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커피’에 대한
키워드 탐색어에 대한 추이는 Fig. 6과 같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SNS 빅데이터의 외식산업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소셜메트릭스의 빅데이터 툴을 사

용하여 외식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탐색하여 마

케팅적 시사점을 도모하고자 수행하였다. 인터넷과 스마트
폰의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SNS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의
영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SNS에서 빠르게 실시간
으로 생산되는빅 데이터가 나타내는동향과 시사점을 토대

로 새롭게 창조될 수있는가치의 중요성이 인지된다. 본 연
구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코자 외식산업의 SNS 
정보를활용한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만들고, 

Reference volume trend

Positive Negative Trend

Fig. 6. Result of search using 'Coffee' key word.

현재상황을분석하며, 향후 트랜드를예측하는데 SNS 빅데
이터의 실질적 활용방안을 탐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 분석 툴로 활용되는 다음소프트의 ‘소셜메트

릭스’를활용하여 SNS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방법에대해 제
시하고, 실제분석을 통해 결과를도출하고,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를 위해 일차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기법과 분석소프

트웨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
구의 분석 도구인 소셜매트릭스를 소개한 후 소셜매트릭스

를 이용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1년
8개월)간의 SNS 자료를 바탕으로 외식 창업 아이템의 선호
도가 가장 높은 ‘외식업’, ‘조리’, ‘커피’, ‘치킨’의 4개의 키워
드로 분석하여 마케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리’에서는 외식업체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패밀리 메뉴 개발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다양한
HMR제품 개발과 마케팅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치킨’에서는주로 집에서 배달하여먹는 것과 피자

와 연관성이 높은 검색어로 외식업체의 경우, 메뉴 개발 시
피자와 더불어 다양한 소스를 사용한 메뉴개발의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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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외식업체의 마케팅에서는 새로운
이벤트와 함께 기프트 콘이 제공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으

로서 배달서비스에 보다많은 환경을조성하는마케팅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커피’의 경우, 여성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사료되며, 치열한 커피시장에서 생존키 위해서는 향
후 소비자의 감성을 유도하는 다양한 맛의 개발과 새로운

커피 문화 창조가 브랜드가치를 더욱더 성숙시킬 것으로 사

료된다. 
본연구의이론적인시사점으로는온라인의다양한자료에

서생산된빅데이터를외식업연구에어떻게활용할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고, 기술적인 한계로 빅데이터의 수집
과 분석하지못하던문제를극복하는데기여할것이다. 또한
비정형의 자료를 의미 있는 자료로 해석하고, 현장 적용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연구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무적인 시사점으로는 텍스트 마이닝 툴을 이용하여

SNS에서 개인의 취향이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진실성
과 진정성, 관련성이 증가하므로 데이터의 가치가 높다. 즉, 
SNS상의 빅데이터를 소비자 심리 측면에서 외식업의 측정
기준으로 삼는다면 해당 시점에서 어떤 방법론보다는 시의

적절하고 유용한 정확한 평가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향후 외식업체의 세
분화되고, 심층적인 고객 선호도로 다양한 메뉴개발로 고객
의 인식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마케팅 자료 수립에 유용

한기초자료로 제시할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4차산업 혁명
의 환경에서 푸드 3D 프린팅이 전통적 조리 방식보다 더 지
속가능하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가정 맞춤형 음식들을 만들

어 내기 시작한 작금의 현실에서 향후 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적인 서비스업종인 외식업이 대면서비스의 축

소로 전통적인 가치와 위상에 큰 변화가 올 전망에 대비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한계점으로는 빅데이터의 자료 수집에서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셜메트릭스의 무료버전의 분석 기간이
1개월의 제한으로 빅 데이터의 분석 툴의 활용도에 대한 일
반화에는한계가있다. 또한, 다양한빅데이터분석툴인 SCTM, 
NodeXL, Textom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마이닝의 다양한 기
법인 군집분석, 사례기반 추론,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등을 분석하지 못한 점을 향후 과제로 남긴다. 그러나본 연
구가 외식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연구 방법
론적인시발점이되어 SNS 세대의심리적, 형태적특성을파
악하여 외식업체의 과학적인 마케팅에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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