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세계 스마트폰 보 률이 증가하고 인터넷 검색에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PC의 주도권이 모바일로

완 히 넘어올 것이라 한다[1]. 한민국의 스마트폰 보

률도 이미 세계 스마트폰 보 률을 능가하 고, SNS

이용률은 2017년 68.2%로 계속증가하고있다[2]. 소비자

들은스마트 폰을통해 자신이 원하는제품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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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은 정확하고 커뮤니 이션 가능한 외식업체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외식업체 방문의도에 향을 미치며 나아가

고객창출에도움이되는마 도구로활용가능할것이다. 향후다양한연령 의조사가이 져야될것이며 한외식업

체가 SNS에 여하는정도와소비자의방문간상 계를살펴 으로써외식업체의 SNS활동이 마 활동에어떠한 향

을 미치는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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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의견교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얻는다. 꼼

꼼히검색하고따져보는소비자들이늘어나고시간공간

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소비문화의

확산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과정 구매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선을 끌고 있다.

SNS는 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사용자들과의

정보 공유 의사소통을 지원해주는 웹 서비스 형태로,

소비자의 SNS 참여는 랜드제품 서비스에 한

정 구 을통해구매의도로연결되고, 구매 단계인

구매 의도를 악하고구매 행동을 측할수 있기때문

에 외식 마 에서 SNS를 활용하는 외식 소비자들을

주목하고 있다[3].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SNS를

통한 정보, 의견, 경험의 공유 태도는 구매에 상당한

향력을 주고, 블로그를 통한 정보 탐색은 잠재 구매

자들의 구매 의도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외식기업이소비자의행동을 측할수있다면매우

효율 인방법으로소비자에게제품과서비스를알릴수

있고 구매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이다. 외식

기업은더는불특정다수, 측정이불가능한곳에돈을쓰

는것을좋아하지않는다. 고비 감을 해정 한타

겟 을하고싶어한다. 소비자역시정확한검색결과를

원한다. 일본의 소비 트랜드 조사기 에 따르면 10 후

반의 40.9%가 소비 시 SNS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으며

TV보다 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한다고 한다[5]. 스마트

폰을 사용한 SNS 활동은 개인의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

하는 매체로외식업체와메뉴에 한 시각 정보 경

험 련정보제공으로외식업체선택에 요하게작용한

다. 특히, 음식블로거의활동은외식소비자행동에 향

을 미친다[6].

소비자들은 상품구매 좋은 상품을 구매하려고 인

터넷을 이용한 검색을 시작하고 련 블로그나 SNS를

통해 주 사람들의 경험과 추천에 심을 가진다. 매

지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국인의 60%는 구매 결정

시친구나가족구성원이주요한상품정보제공자라고응

답했다[7]. 2016년 우리나라 트랜드 조사결과 사람들의

의견이나목소리를 모을수 있는좋은도구로 정보의 신

뢰도와 상 없이 SNS는 앞으로 요한 소통의 도구로

존재할것이며응답자 70.3%가 SNS 이용자가증가할

것이라고내다봤다[8]. 상품구매에소비자들은인터넷활

동을 할 것이며 이는 외식업체 방문이라는 구매 활동에

극 으로활용될것으로생각하여정보기술 련분야

의기술수용모델을바탕으로소비자가지각하는 SNS 사

용이 외식업체 방문의도에 미치는 향 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다른 연령에 비해 SNS 이용률

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20 [36] 미래의 주 소비 세 이

자스마트폰세 인 학생을 상으로 SNS정보특성을

확인하고소비자가인지하고있는 SNS 사용이외식업체

방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론적 경

2.1 SNS 특

SNS는 자기생각, 경험, 느낌과정보를공유하고즐거

움을느끼면서폭넓은인 네트워크를형성하고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SNS 특

성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SNS 특성을 정보제공성, 상호작

용성, 유희성으로 구분한다[11,12].

2.1.1 정보 제공 (Information) 

정보 제공성은 상품정보 달을 목 으로 하는 SNS

의 기본 특성으로, SNS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콘텐츠에 정확한 정보를 의미하며, 소비자 기 에 충족

되고정확한 정보는지속사용결정 고객만족에 향

을미치며[13], 정보 제공성은충성도를통한구매의도에

직간 인 향을 미친다[14].

2.1.2 상호 용 (Interactivity)

SNS 특성 계와 상호작용, 커뮤니 이션은 가장

요한 속성으로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신뢰수 이 높

아지며, 특히 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인

SNS에있어서이용자간의상호작용은지속 인이용을

끌어내는 서비스의 요한 부분이다[15].

2.1.3 희 (Playfulness)

유희성이란특정제품이나 서비스를이용하는동안에

사용자가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인터넷 검색 활동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냈을 때 느끼는 자신의 유능함,

성취감과 뿌듯함에서도 유희성을 느낀다[16]. 온라인 쇼

핑에서유희성은태도에직 인 향을미치며[17], 외

식 고객의 지각된 가치와 행동 의도에도 유의한 향을



비  SNS사용  식업체 문 도에 미치는 향 145

미친다[18]. 본 연구에서도 SNS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유쾌하거나 즐겁다고 느끼며, 정보에 한 상호작용이

이 진다고 느낄 경우, 해당 정보의 사용이 편리하고 유

용하다고지각하게될가능성이있다고 단하여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1-1: 정보제공성은사용유용성에 (+) 향을미칠

것이다.

가설 1-2: 정보제공성은사용편리성에 (+) 향을미칠

것이다.

가설 2-1: 상호작용성은사용유용성에 (+) 향을미칠

것이다.

가설 2-2: 상호작용성은사용편리성에 (+) 향을미칠

것이다.

가설 3-1: 유희성은 사용유용성에 (+) 향을 미칠 것

이다.

가설 3-2: 유희성은 사용편리성에 (+) 향을 미칠 것

이다.

2.2 기술수용 형(TAM)

Davis et al.(1989)가 제안한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IT 기반 기술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연구한 이론으로 수용자가

정보기술을 수용할 때 미치는 요인 지각된 유용성과 지

각된 용이성이 태도와행 의도를 거쳐실제 행 에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9]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은 기

술수용모델의 핵심변수이다[10].

본 연구에서기술수용모델의핵심변수인유용성과용

이성을바탕으로소비자들이인지하고있는 SNS의기능

을상품구매라는목 에사용하기 해계획하는것으로

사용유용성과 사용편리성으로 구분 연구 하 다.

2.2.1 사용 용

유용성은개인이업무를수행하는데특정시스템을이

용하는것이작업성과를향상시킬것으로인지하는정도

로[19], SNS 사용을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 처리하

는데 도움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사용유용성이

라할수있다. 온라인서비스에서유용성은지속 인사

용 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20].

2.2.2 사용편리

시스템 사용에 있어 편리한 기술은 그 지 않은 기술

보다이용자에의해이용되는비율이높으며[21]. 외식정

보탐색에서 사용자의 사용용이성은 이용의도와 친숙도

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웹 사이트의 유용성과 사용편

리성은 오 마켓사이트의 지속 사용 의지에 향을 미

친다[22]. 본 연구에서소비자가획득한정보가유용하고

쉽게 사용 가능하다고 지각하는 경우, SNS를 통해 습득

한 정보에 하여 만족하리라 단되어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 다.

가설 4-1 :사용유용성은 만족에 (+) 향 미칠 것이다.

가설 4-2 :사용편리성은 만족에 (+) 향 미칠 것이다.

2.3 만족

만족은 소비자 행동연구 분야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

되는 개념으로, 최근 SNS를 활용한 마 략의 활

성화와 정보제공은 온라인 쇼핑 고객의 만족과 구매 의

도에도 향을미치고있으며[23]. SNS를이용하여획득

한 정보가 자신의 소비 활동에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것으로지각하게될때해당제품을구매 는기업

체를 방문하고자 한다[24].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5 : SNS 만족은소비자의외식업체방문의도에

(+) 향을 미칠 것이다.

2.4 문 도

방문의도는 구매 의도와 함께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

기 해방문 는 구매할것인지를 측하는것으로 행

동의도의한 역으로[13] SNS 품질에 반 으로만족

한 사용자는 지속 인 사용 의도를 보이고, SNS 정보만

족도는외식업체방문의도에 정 향을미친다고하

다[25].

3. 연  계

3.1 료수집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해 학생

을 상으로설문조사의내용과취지를설명하고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200

부의설문지를배포하여 180부를회수하 으나불성실한

설문지 8부를 제외 172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다. 수집

된 자료는 응답자의 인구 통계 특성을 살펴보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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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SPSS 18.0를 이용한 빈도분석과 탐색 요인분석

신뢰성 검증을 하 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

도 평가와 가설을 검증하기 해 AMOS 22 로그램을

이용하 다.

3.2 변수  조 적 정

SNS특성은소비자가인지하는것으로 SNS를이용하

여외식업체를검색하 을때 SNS는 믿을만한정보를

제공 할 것이라는 생각과 믿음으로 정보 제공성을 외식

업체에 한믿을수있고정확한 정보들로 정의하고 구

체 이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해, 믿을만한 정보 얻기

해, 음식과 서비스에 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해,

SNS 검색은 유익한 콘텐츠가 많아서, 스토랑의 정보

를얻기 해등 5개. 상호작용성은 SNS 사용시제공하

는 정보 교환과 사용자들 간 커뮤니 이션으로 정의 다

른 이용자와 정보교환, 친목 활동, 극 의견 교환, 능

동 정보탐색등 4개. 유희성은 SNS를사용하면서느끼

는 재미 는 흥미로 외식업체정보 수집의 즐거움, 외식

업체 이용을 한 속의 즐거움, 외식정보 검색은 나에

게즐거움을 다. SNS를 이용하면즐겁다. 등 4개. 사용

유용성과 사용편리성은 기술수용모형의 핵심요소인 유

용성과 용이성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한 요인으로 외

식업체 검색에 실제 SNS을 이용한 후 소비자가 인지한

내용으로외식업체와 련된유용한정보를 SNS 활동을

통해 취득하 는지 그 지 못하 는지는 알아보기 하

여 SNS에 내가원하는정보가 실제 있었다. SNS는 이용

가치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 다. SNS 정보는 외식업체

방문에 편의를 제공 하 다. SNS 정보는 외식업체 방문

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 다.등 4개. 사용편리성은외식

업체 검색에 SNS을 이용한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SNS 사용편리성으로 SNS 이용 시 새로운 정보나 기술,

서비스 등의 사용이 쉽고 편리하다고 스스로 지각하는

정도로 외식정보 검색 시 SNS 사용방법이 쉽고 간단하

다. SNS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찾을수 있다. 외식

정보검색시 SNS 사용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가능하

다. 외식업체정보검색시원하는정보를빠르게획득할

수있다 등 4개. 만족은 SNS를 활용한 사용자 개인의 만

족감으로 SNS를사용하여획득한정보에 한만족으로

검색한 정보는 기 이상 만족스럽다. SNS 검색은 정확

한정보를제공한다. 검색한정보를잘활용했다. 외식정

보검색에 SNS이용은잘한일이다. 등 4개. 방문의도는

SNS 이용을 통하여 외식업체를 방문할 의사와 추천한

요리를 먹어볼 의향으로 추천한 음식을 먹어볼 것이다.

추천한 특정 요리를 먹어볼 것이다. SNS 이용하여 외식

업체를 방문할 것이다. SNS를 사용한 방문을 추천할 것

이다. 등 4개 항목을설정하 다. 각 각의 변수는 선행연

구를바탕으로각각의변수의정의와항목을설정하 으

며 Likert 5 척도로 측정하 다[13,20,26-29].

4 .실

4.1 본  특

본 연구의 인구 통계 특성을 악하기 하여 빈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성별은 남자가 98명(57%), 여자가

71명(43%), 연령은 10 3명(1.7%), 20 161명(93.6%),

30 8명(4.6%), 학력은 고졸이 3명(1.7%), 학교 재학

157명(91.3%), 학교 졸업이 12명(7.0%), SNS 이용

주사용기기는스마트폰 166명(96.5%), PC 3명(1.7%), 노

트북 3명(1.7%), SNS로 주로검색하는외식업체는

치 맛집 85명(49.3%), TV 방 맛집 17명(9.9), 패스트푸

드 16명(9.3%), 패 리 스토랑 14명(8.1%), 커피 문

15명(8.7%), 유명 고 스토랑 13명(7.6%), 기타 12

명(7.0%), SNS로 주로검색하는내용은메뉴 가격 93

명(54.1%), 이용자 후기 27명(15.7%), 약 이용안내

23명(13.4%), 매장 정보 치 정보 23명(13.4%), 이벤

트 로모션 7명(4.1%), 쿠폰 할인정보 17명(9.9%), 월평

균 외식횟수는 1회 이상 8명(4.7%), 3회 이상 56명

(32.6%), 5회 이상 61명(35.5%), 7회 이상 20명(11.6%),

10회 이상 27명(31.4%), 외식 동반 인은 혼자 23명

(13.4%), 동호회 친목모임 23명913.4%), 직장동료 11명

(6.4%), 애인(여친, 남친) 61명(35.5%), 가족 54명(31.4%)

으로 나타났다.

4.2 신뢰   타당  

신뢰성 분석은 항목 간의 내 일 성을 검정하기

해 Cronbach’s α 계수를이용하 고 α계수가 .6 이상으로

신뢰성이양호한것으로볼수있으며[30] 확인 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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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 Items3 β S.E. CR AVE CR α

Information
Provability

Inf1
Inf2
Inf3
Inf4
Inf5

.762

.714

.805

.735

.725

.096

.096

.106

.104

9.387
10.816
9.776
9.556

.642 .899 .843

Interactivity

In1
In2
In3
In3

.707

.697

.728

.738

.131

.138

.123

8.385
8.594
8.722

.572 .842 .809

Playfulness

pl1
pl2
pl3
pl4

.769

.860

.862

.832

.094

.090

.094

12.057
12.100
11.531

.743 .897 .900

Availability
of Use

pu1
pu2
pu3
pu4

.770

.780

.750

.763

.097

.082

.084

10.349
9.917
10.107

.668 .858 .848

Ease of use

pe1
pe2
pe3
pe4

.799

.717

.764

.802

.068

.091

.098

12.894
10.291
12.920

.686 .897 .871

Satisfaction

sa1
sa2
sa3
sa4

.796

.764

.759

.702

.085

.079

.087

10.382
10.296
9.404

.687 .902 .840

Intention of
visit

Iv1
Iv2
Iv3
Iv4

.697

.726

.903

.906

.106

.120

.122

10.382
10.296
9.404

.704 .904 .888

Table 1.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분석결과, 모델의 합도 지수에서 측정모델의 자료

합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χ2 =484.942, p=

.000, df=348, GFI= .845, AGFI= .806, NFI= .864, CFI=

.957, RMSEA= .048), 측정 문항의 표 추정치들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나타나 타당성이확보되었다. 합성신뢰도

(CR: composite reliability) 값은 .7과 평균추출분산

(AVE: averaged variance extracted) 값은 .5를 과하여

타당성이 확보된다고 확인되었다[31].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 계분석을 실

행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 다.

4.3 가 검

4.3.1 연 형 검

확인 요인분석을통해모형별로제시한잠재변인들

간의 계를 악하 다. 향 계를 분석하기 해 구

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 는데 모형 합도 지수는

(χ2=499.476, d.f.=356, p값= .000, CMIN/df=1368, GFI=

.840, AGFI= .804, NFI= .860, CFI= .955, RMSEA= .049,

RMR= .039)로 권장치를상회하고있어연구모형의 합

도는 타당하다고 단할 수 있다.

836(.117)***

589(.104)***

278(.088) **

343(.076)***

055(.080)

497(.127)***

426(.139)**

224(.114)

)

533(.136)***

Information

Interactivity

Playfulness

Availability of

Use

Ease of use,

Satisfaction Intent of visit

Fig. 1. Result of Hypotheses Testing
* p<.05, ** p<.01, *** p<.001

4.3.2 가  검  결과

Table 3 에서보는바와같이가설검증결과가설 1-1

은 β=.488, C.R.=3.927로 유의수 α=.001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며, 가설1-2 β=.217, C.R.=1.960로 유의수 α

=.05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가설 2-1은 β=.364,

C.R.=3.063로 유의수 α=.001에서 가설2-2는 β=.450,

C.R.=3.920로 유의수 α=.01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가설 3-1은 β=.054, C.R.=493로 유의수

α=.05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설 3-2

는 β=.358, C.R.=4.523로 유의수 α=.001에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4는 β=.294,

C.R.=3.174로 유의수 α=.001에서유의한 향을미치고

가설5는 β=.586, C.R.=5.663로 유의수 α=.001에서 유의

한 향을 미쳤으며, 가설6은 β=.897, C.R.=7.154로 유의

수 α=.001에서유의한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Variables
Avera
ge

standard
deviation

Infor
matio
n

Intera
ctivity

Playful
ness

Availa
bility
of use

Ease
of
use

Satisf
actio
n

Inten
tion
of
visit

Informati
on

3.359 .6791 1

Interactivit
y

3.491 .7122 .642﹡﹡ 1

Playfuln
ess

3.155 .7776 .521﹡﹡ .472﹡﹡ 1

Availabili
ty of
Use

3.514 .6859 .681﹡﹡ .612﹡﹡ .473﹡﹡ 1

Ease of
use

3.373 .7011 .643﹡﹡ .652﹡﹡ .615﹡﹡ .642﹡﹡ 1

Satisfacti
on

3.264 .6304 .548﹡﹡ .614﹡﹡ 569﹡﹡ .562﹡﹡ .662﹡﹡ 1

Intention
of visit

3.526 .7836 .611﹡﹡ .484﹡﹡ .487﹡﹡ .634﹡﹡ .603﹡﹡ .594﹡﹡
1

** p<.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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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
hesis

Structure paths β S.E C.R p Results

H1-1
Information

→Availability of Use
.488 .136 3.927 *** supp

H1-2
Information →
Ease of use

.217 .114 1.960 .050 reject

H2-1
Interactivity→
Availability of Use

.364 .139 3.063 .002 supp

H2-2
Interactivity→
Ease of use

.450 .127 3.920 *** supp

H3-1
Playfulness→
Availability of Use

.054 .080 .686 .493 reject

H3-2
Playfulness→
Ease of use

.358 .076 4.523 *** supp

H4
Availability of
Use→Satisfaction

.294 .088 3.174 .002 supp

H5
Ease of

use→Satisfaction
.586 .104 5.663 *** supp

H6
Satisfaction→
Intention of visit

.897 .117 7.154 *** supp

* p<.05, ** p<.01, *** p<.001

Table 3.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Testing

5. 결론

본연구에서는외식업체를방문하고자하는소비자들

의 SNS 이용이 방문 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기술수용모형을 바탕으로 소비자 행동

경로를 확인해 보고자 하 다.

첫째, SNS 특성과 사용유용성과의 계를 확인한 결

과 SNS를 활용하여 획득한 정보가 정확하고 믿을 만하

다는정보제공성과상품에 한정보, 의견교환과같은

상호작용성의 경우 소비자가 지각하게 되면 해당 SNS

정보를 유용하다고 지각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SNS를 이용한 외식 련 정보

를 검색하는 행 와 정보에 한 흥미를 느끼는 유희성

은소비자의 SNS 사용유용성에 향을미치지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하 다. SNS 유희성과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소비자가인터넷을통해서제공되는서비스자

체가재 고흥미롭게느끼면제품과서비스의이용률이

높아지며[35], SNS 이용자체가재미있다고느낄수록이

용자가 SNS를더편리하고유용하게사용한다고하 다

[11]. 유희성은소비자가느끼는주 감정으로소비자

의정서를자극하여지속 이용과 사용을이끌어낼 수

는 있으나, 본 연구에 사용된 사용유용성은 실제 이용가

치가 있는 정보의 유﹡무 확인 유용한 정보 등과 같이

객 사실과 이성 단의 요구로 향을 미치지 않

는 요인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둘째, SNS 특성과사용편리성과의연구결과 SNS 특

성 상호작용성과유희성은 SNS를활용하는소비자들

이 외식상품 정보를 구하는데 쉽고 편리하다고 느끼는

사용편리성에 정 인 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

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정보 제공성은 사용편리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과 모

바일사용에능숙한 학생을연구 상으로연구조사하

여나타난결과로생각된다. 로젝트수행시어려운과

제 일수록 학습 성과를 높게 나타내고[32], SNS를 능숙

하게 사용하고 정보를 검색하는 학생들의 경우 정보

검색에있어 SNS 이외에다른매체를통한정보 검색이

더 쉽고 빠르게 느껴질수도 있기 때문에 SNS 사용편리

성이 향을미치지않는요인으로나타났다고생각된다.

셋째, SNS 사용유용성이 검색으로 획득한 정보에

한 만족간의 계를 살펴본결과소비자가획득한 정보

가 유용하다고 지각할 때 제공된 정보에 해 만족하고

신뢰를형성한다는선행연구와일치하는결과를보 으

며, 넷째, SNS 활용으로 획득한 정보에 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외식업체 방문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결과 소비자가 획득한정보에 해 만족할때 소

비자는해당외식업체에 정 인태도를형성하여방문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 다.

모바일 폰의 보 확 와소비자들의 SNS 사용은 넘

쳐나는정보 속에가치 있는소비를하고자하는 이들에

게유용하고편리함을제공하고외식산업에 요한마

매체로 자리 잡았다. 외식업체는 고객 확보를 한자

체 SNS 활동과음식블로거의 리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FUN 요소 가미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상자들의일반특성결과 SNS 주검색외식

업체는 치 맛집과 TV 방 맛집이 50%로 주 활동

지가아닌타지역방문시 SNS 통한검색을주로사용하

는 것으로 단되며, 이는 10명 6명이 맛집을 검색하

고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33].

SNS 주 검색 내용은 메뉴 가격 93명(54.1%), 이용자

후기 27명(15.7%)으로 외식상품에 한 검색과 함께 이

용자후기를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사

용자들은실제소비자들의경험과댓 을 요한정보로

여기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2014년 기 다른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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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게시 에 ‘좋아요(like)’를 르는수는매일 45억 번으

로 년 비 67%나 증가하 다[34]. 따라서 외식 상품

구매에 소비자들의 댓 과 ‘좋아요’를 르고 팔로우를

하는 것이 외식업체 방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고 ‘맛집‘을 활용한 외식업체마 방안을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연구의한계 은첫째, 조사 상이주로 학생으

로 상을한정함으로서연구결과의일반화의한계가있

다. 향후 이를 보완하여 다양한 연령 의 조사가 이루어

질필요가 있음을제안한다. 둘째, 소비자가개인이인식

하는다수의외식업체를 상으로설문함으로써연구결

과의 용 상 한 반 이외식업체로그 범 가

범 하게 나타나 보편화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외식업체별 연구를 진행 하여 각 각의 업체별 마 에

필요한 요인과 향 계를 살펴보야야 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외식업체가 SNS에 여하는정도와소비자의방

문간 상 계를 살펴 으로써 외식업체의 SNS활동이

마 활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필요하리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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