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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외식 플랫폼서비스특성이 사용용이성과 유용성 및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obile Foodservice Platform Service Characteristics on 
Ease of Use, Usefulness and Reu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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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 특성에 대한 하위차원을 파악하고 사용용이성, 유용성 및 재사용의도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9년 2월 1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이며, 연구자가 외식

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면담을 통하여 설문내용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외식플

랫폼서비스의 편재접속성, 상호작용성은 사용용이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황인식성은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편재접속성, 상황인식성, 상호작용성은 유용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용이성은 유용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편재접속성은 재

사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황인식성, 상호작용성은 재사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용용이성은 재사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용성

은 재사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 사용용이성, 유용성, 재사용의도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ub - dimensions of mobile food platform service characteristics and verified 
how they affect the usability, usability and re - use intention. The data collection is from February 11, 2019 to 
February 28, 2019. The researcher visited the food service company and presented the questionnaire by direct 
interview.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ubiquitous connectivity and 
interactivity of the mobile eater platform servic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ase of use, but the situational 
awareness has no significant effect. Second, ubiquitous connectivity, situational awareness, and interactivit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usability, and ease of us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usability. Third, ubiquitous 
connectivit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 - use intention, and situational awareness and interactivit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re - use intention. Fourth, ease of use has no significant effect on re-use intention, but 
usefulnes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re-use 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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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는 휴대용 무선 단말기와

무선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해 무선(wireless) 연결방식

으로 한 곳에 고정(fix)되어 있지 않고 이동(mobile)하

며 인터넷에 접속하여 데이터 통신이나 인터넷 서비스

를 이용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외식정보를 제공하고

탐색하는데 있어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가 새로운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1]. 외식 소비자들은 외식업소를

방문하기 전에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식업소를 방문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

기 위한 방편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외식정보서비

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외식 플랫폼서비스는 외식소비

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2].

이와 같이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내장된 휴대전화 OS을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바

일 외식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

는데,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는 모바일 환경 하에

휴대폰이나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에서 구현되

는 응용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 시장

은 급격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3]. 모바일 외식플

랫폼서비스는 무형적 속성보다는 유형적인 속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소비자들은 해당 외식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외식정보를 탐색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탐색 활동은 불확실성이 큰 외식상품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다[4]. 이러한 모

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해서 음식 주문부터 결

제까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전 사용자들의 음

식점 리뷰를 읽어보기 위해 시간을 내어 포털사이트에

서 맛집을 검색하지 않아도 평가가 좋은 음식점을 선

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5]. 그러나 이와 같

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를 계

속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는 경쟁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서비스품질이 낮으며,

재이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일회성 거래에 그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6]. 또한 모바일 외식플

랫폼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플랫폼의 사용용이성과 유용

성 및 신뢰와 개인정보 보완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7]. 국내 모바일 외식

플랫폼서비스 시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

바일 외식정보시스템 관련 품질과 기술수용모델로서

사용용이성과 유용성 및 행동의도와의 관계[8, 9, 10,

11, 12, 13, 14]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던 모바일 외식

플랫폼서비스 특성, 사용용이성과 유용성 및 재사용의

도에 중점을 두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모바일 외식플랫

폼서비스 특성을 토대로 형성되는 사용용이성과 유용

성 및 사용자 만족의 인과 관계를 순차적으로 분석하

여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사용자

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외식플

랫폼서비스 특성에 대한 하위차원을 파악하고 사용용

이성, 유용성 및 재사용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사용용이성이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사용용이성과 유용성이 재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

스 이용자들의 재사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유용한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는 외식업체 고객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고객을 3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사용할

것과 대상자의 개인적 정보의 노출과 그로 인한 불이

익이 없을 것임을 사전에 설명함으로서 대상자의 윤리

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2월 11

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이며, 자료 수집방법은 연

구자와 연구보조원 1인이 외식업체을 방문하여 직접

면담을 통하여 설문내용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자료

를 수집하거나 설문지를 스스로 작성 할 수 있는 대상

자는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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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항목 구분 빈도(%)

성별
남자

여자

139(42.9)

185(57.1)
연령

20 대

30 대

40 대

50 대

기타

79(24.4)

52(16.0)

85(26.2)

62(19.1)

46(14.2)

연령

20 대

30 대

40 대

50 대

기타

79(24.4)

52(16.0)

85(26.2)

62(19.1)

46(14.2)

직업

전문직

공무원

자영업

회사원

서비스직

109(33.6)

46(14.2)

48(14.8)

39(12.0)

82(25.5)

2. 연구도구

(1)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는 신진영ㆍ최호수ㆍ이재

섭(2018)이 사용한 도구[15]로 편재접속성 5문항, 상황

인식성 5문항, 상호작용성 4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84로 나타났다.

(2) 사용용이성

사용용이성은 이영진(2018)이 사용한 도구[16]로 사

용방법, 사용절차, 필요 및 목적, 숙달, 이용방법의 어

려움 등 5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용이성이 높은 것을 의미

하며, Cronbach's α= .81로 나타났다.

(3) 유용성

유용성은 이영진(2018)이 사용한 도구[16]로 나에

게 도움, 효과적, 생활 형태 개선, 성과 등 4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유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87

로 나타났다.

(4) 재사용의도

재구매의도는 Reichheld & Sasser(1990)가 사용한

도구[17][18]로 지속적 이용, 다시이용하고 싶은 의도,

다른 사람에게 권유, 가족추천 등 5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

사용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88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및 AMOS 23.0 P

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 사용용이성, 유용성 및

재사용의도 정도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판별타당성,

가설검증 영향요인은 공분산 구조분석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조사로부터 얻어진 324명의 조사자들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

는 남자가 139명(42.9%), 여자가 185명(57.1%)으로 나

타났으며, 직업은 전문직이 109명(33.6%), 공무원이 46

명(14.2%), 자영업이 48명(14.8%), 회사원이 39명

(12.0%)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 가설검증을 위한 기초분석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의 편재접속성, 상황인식

성, 상호작용성이 사용용이성, 유용성 및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측정항목들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고유치기준을 1.

0 이상인 요인들이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요인적재량(f

actor loading)이 0.5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

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요인적재량 모두

0.5 이상으로 나타나 각 요인 간에 집중타당성(conver

gent validity) 및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차후 분석에 적합하다 하겠

다.

3. 측정모형

본 연구의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의 편재접속성,

상황인식성, 상호작용성이 사용용이성, 유용성 및 재사

용의도의 구성개념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였다. 적합도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GFI와 NFI는 일반

적으로 0.90이상이 되면 양호한 모형으로 평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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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

념　
상호 상황 편재

용이

성

유용

성

재사

용

상호 0.741 0.467 0.276 0.712 0.052 0.240

상황 0.684 0.792 0.233 0.292 0.133 0.180

편재 0.526 0.483 0.669 0.266 0.139 0.320

용이성 0.844 0.541 0.516 0.857 0.146 0.294

유용성 0.23 0.365 0.374 0.383 0.877 0.219

재사용 0.49 0.425 0.566 0.543 0.468 0.796

Contents　
Esti

mate
S.E. C.R. AVE CCR

편재접속성 1.237 0.1 12.422

0.741 0.885

편재접속성 1.209 0.094 12.89

편재접속성 1

편재접속성 1.412 0.1 14.12

편재접속성 1.205 0.087 13.817

상황인식성 0.956 0.109 8.754

0.792 0.809

상황인식성 0.786 0.104 7.542

상황인식성 1

상황인식성 1.105 0.111 9.952

상황인식성 1.286 0.124 10.338

상호작용성 0.943 0.061 15.341

0.669 0.864
상호작용성 0.847 0.079 10.705

상호작용성 1

상호작용성 1.015 0.07 14.509

사용용이성 1.009 0.073 13.779

0.857 0.881

사용용이성 1.009 0.071 14.276

사용용이성 1

사용용이성 0.842 0.073 11.47

사용용이성 0.862 0.069 12.492

유용성 1.311 0.126 10.393

0.877 0.898
유용성 1

유용성 1.204 0.097 12.394

유용성 1.549 0.14 11.029

재사용의도 0.995 0.089 11.161

0.796 0.857

재사용의도 1.087 0.119 9.116

재사용의도 1

재사용의도 0.995 0.088 11.32

재사용의도 1.151 0.116 9.941

 =526.499, DF=306, p=0.000, RMR=0.037, GFI=0.905, AGFI
=0.874, NFI=0.914, IFI=0.962, TLI=0.953, CFI=0.962

0.95이상이 되어야 최적의 모형으로 평가한다. RMR의

경우 0.05이하이면 모형의 간명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본 분석에서는 AGFI값이 0.9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GFI, NFI, IFI, TLI, CFI값이 0.90을 상

회하고 있고, RMR과 RMSEA값이 0.05이하로 설정되

어 본 연구모형은 적절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본 연구에서 고려된 연구개념 및 변수들에 대한 편

재접속성, 상황인식성, 상호작용성이 사용용이성, 유용

성 및 재사용의도의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

하였는데 합성신뢰성(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

을 이용하였다. 통상적으로 C.R. 값이 0.7 이상이며 A

VE가 0.5 이상이면 측정변수들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들의 C.R.

값은 모두 0.8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AVE 값

역시 모든 잠재변수들에 대해 0.5이상의 수치를 보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개념의 신뢰성이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모델에 대한 집중타

당성은 요인 적재값이 0.6 이상인 경우 확보되는데, 본

연구에서의 모든 항목들은 0.6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집중타당

성 역시 확인되었다(<table 2> 참조). 판별타당성은 A

VE 제곱근의 값이 다른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 보다

커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되는 연구개념들

은 다음의 <table 3>와 같이 AVE 제곱근의 값인 대

각선에 상응하는 상관행렬의 값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상관계수 제곱값 =

r2, : AVE 값

4.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의 편재접속성,

상황인식성, 상호작용성이 사용용이성, 유용성 및 재사

용의도의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를 공분산 구조분석을

이용하여 연구 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

에 대한 AMOS 분석 결과  =520.044, df=304, p=0.00

0으로 나타난 가운데, RMR(0.036), GFI(0.907), AGFI

(0.876), NFI(0.915), IFI(0.963), TLI(0.953) 및 CFI(0.96

3) 등의 적합도지수가 권고지수를 상회하고 있어 전반

적인 구조모델의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첫째,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의 편재

접속성, 상황인식성, 상호작용성이 사용용이성, 유용성

및 재사용의도에서 설정한 전체 12개 가설에 대한 검

증 결과를 요약하면〈표 4〉와 같다. 전체 12개 연구

가설 중에 t값의 절대값이 1.645미만으로 나타난 4개를

제외한 8개 가설이 채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배병렬

2007). 가설 검증을 위한〈표 4〉의 구조모형 분석 결

과에서 영향요인인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의 편재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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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Estimate S.E. C.R. P
채택

여부

편재접

속성
→

사용용

이성
0.107 0.05 2.137 0.033 지지

상황인

식성
→

사용용

이성
-0.081 0.061 -1.313 0.189 기각

상호작

용성
→

사용용

이성
0.799 0.086 9.294 *** 지지

편재접

속성
→ 유용성 0.18 0.06 2.986 0.003 지지

상황인

식성
→ 유용성 0.293 0.087 3.386 *** 지지

상호작

용성
→ 유용성 0.589 0.164 3.588 *** 지지

사용용

이성
→ 유용성 0.583 0.153 3.805 *** 지지

편재접

속성
→ 재사용 0.307 0.066 4.625 *** 지지

상황인

식성
→ 재사용 0.012 0.082 0.142 0.887 기각

상호작

용성
→

재사용

의도
0.083 0.177 0.468 0.64 기각

사용용

이성
→

재사용

의도
0.22 0.163 1.351 0.177 기각

유용성 →
재사용

의도
0.289 0.091 3.195 0.001 지지

속성, 상황인식성, 상호작용성이 사용용이성, 유용성

및 재사용의도를 살펴보면, 첫째, 모바일 외식플랫폼서

비스의 편재접속성(t=2.137, p<0.05), 상호작용성(t=9.29

4, p<0.01)은 사용용이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황인식성(t=1.313, p<1.0)은 유

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편재접속성(t=2.986, p<0.05), 상황인식성(t=3.386, p<0.

01), 상호작용성(t=3.588, p<0.01)은 유용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용용이성(t=3.

805, p<0.01)은 유용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넷째, 편재접속성(t=4.625, p<0.01)은 재사

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황인식성(t=0.142, p<0.10), 상호작용성(t=0.468, p<0.

10)은 재사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용용이성(t=1.351, p<0.10)은 재사

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유용성(t=3.195, p<0.01)은 재사용의도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모수추정 결과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의 하위차

원인 편재접속성, 상황인식성, 상호작용성로 측정하여

사용용이성, 유용성 및 재사용의도을 분석하여 향후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에 대한 설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적 연구와 실

증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모바일 외식

플랫폼서비스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하

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

였으며, 그 중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324부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은 SPSS 및 AMO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공분산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의

편재접속성, 상호작용성은 사용용이성에 유의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황인식성은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의 접속이 안정적

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접속 할 수 있는 기술

의 발전으로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다양한 거래가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거래 유형을 어디서나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재접속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편재접속성, 상황인식성, 상호작용성은 유

용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분석결과는 위치를 감안한 적한 정보제공, 시

간과 공간 상황에 맞는 정보제공이 모바일 외식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측면에서 유용하게 작용하

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셋째, 사용용이성은 유용

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편재접속성은 재사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황인식성, 상호작용성은 재사용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섯째, 사용용이성은 재사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용성은 재사

용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모바일 외식플랫폼의 정보제공

자와 신속한 의견교환이 가능하고 고객의 특성에 맞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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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속적으로 재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면, 편재접속성은 고객들이 만족 할 수

있는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와이

파이존의 활용방안을 IT 전문가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의 사용용이성 및 유용성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능 감지 기술

은 매우 중요성은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기술은 주변

정보를 자동으로 상황인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의 상황인식은 다

양한 기기들을 식별하고 상태를 감지함으로써 고객의

다양한 활동을 지능적인 서비스를 통한 폭넓은 모바일

플랫폼서비스를 구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호작용성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고객들과의 상호

작용이 아주 중요하므로, 고객들의 피드백을 적절히

플랫폼 보완에 적용해야한다. 고객들로부터 수집된 빅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분석 및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해당 모자일 외식

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다른 고객들과도

함께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본 연구는 표본을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를 이용

해본 경험이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이

는 넓은 범위의 연구조사로 특정 분야의 타겟 고객층

들을 위한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 기업들에게 적용

하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그 대

상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목표고객의 플랫폼 형태

에 맞는 표본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표

본의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 이용에 대한 응답이 서

로 상이한 경험에서 비롯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이 영향관계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예

상되며, 추후 연구에서 통제된 환경에서 조사를 진행

할 수 있다면 표본조사의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사

료된다. 셋째, 모바일 외식플랫폼서비스의 하위차원 편

재접속성, 상황인식성, 상호작용성을 구성개념으로 채

택하였는데 추후에는 영향요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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