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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the categories of negative e-WOM (electronic

word of mouth) via consumer review. Disclosing the details of negative e-WOM based

consumer reviews has never been done before. For this reason, a content analysis was

adopted to provid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phenomenon.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 of 630 consumer reviews posted on the open market internet site,

www.auction.co.kr. The analysis was conducted from October 20th, 2008 to March 10th,

2009.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negative e-WOM based consumer reviews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the cognitive evaluation and the expression of consumer's emotion.

The category of cognitive evaluation is consisted of negative e-WOM of product, negative

e-WOM of service, and warning about the risk of purchasing products. The category of

expressing consumers' emotion are composed of venting customers' dissatisfaction and

passive response of dissatisfaction.

Investigating the details of negative e-WOM has a number of implications. Most

importantly, the results revealed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negative e-WOM. This

understanding of negative e-WOM communication allows marketers to improve products

and services that better meet customers’ current and future needs.

Key Words : 인터넷 오픈마켓 부정적 온라인 구전(Internet open market), (negative e-WOM),

소비자 사용후기 내용분석(consumer review),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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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인터넷 쇼핑시장은 그 출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

을 거듭하여 대형마트 백화점과 더불어 대 유통경, 3

로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통적인 유통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이중 인.

터넷 오픈 마켓의 활약이 두드러져 이들이 온오프․
라인의 중견 소매업체들까지 흡수하였는가 하면 옥,

션을 인수한 이베이가 오픈마켓의 양대 산맥의 하나

인 마켓을 년 월에 인수하여 옥션과 마켓G 2009 4 G

이 차지하는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이 에 달하고90%

전자상거래 점유율도 에 이르러 인터넷 쇼핑 시40%

장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 올 것이라고 예견되기

도 하였다.1) 이러한 활발한 인터넷 쇼핑 시장의 성

장은 전통적인 소비시장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구매

를 경험하게 된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을 변화시켰다.

소비자는 보고 만져보는 실제적 경험 없이 상품,

을 구매해야하는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구매결정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고자 하

게 되었으며 이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광고나 마케팅

정보보다 사전에 같은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여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상에 직접 남기는

정보를 더욱 주목하고 신뢰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 주도적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품생산과 판매 유통에 참여하

는 신소비자를 지칭하는 생산자 와 소비자(producer)

의 합성어인 프로슈머(consumer) (prosumer)2)라는

용어가 생소하지 않게 되었다 이들은 기업의. R&D,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

고 기업도 커뮤니티 인터넷 공모전 체험단 등의, ,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여 이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하

게 되었다.3) 즉 시장의 역학관계에 소비자들이 새로

운 주체로서 주도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변화가

생겼으며 이로 인해 기업 주도적인 커뮤니케이션보

다 구매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자

주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마케팅적으로 더 큰 의의

를 갖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시장의 비중 있는 성장과 소비자들

의 소비행동 변화는 인터넷 상의 소비자 주도적 의

사소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특히.

인터넷 시장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터넷 오픈 마

켓의 경우는 누구나 제한 없이 판매자로 등록되어

판매를 할 수 있는 장터이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쇼

핑몰과 같이 일관된 제품 및 서비스 관리가 어려워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종종 야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 하여야 할 시점에

기업이 아닌 소비자 주도적 의사소통수단인 사용후

기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 상표 인지도나 구매율

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됨으로써 마케

팅 측면에서도 사용후기를 통한 부정적 구전이 주목

을 받게 되었다.

사용후기를 통한 부정적 구전은 인터넷 상에서 말

이 아닌 글로 주위사람이 아닌 타인에게 전달되므로

전통적인 소비자 구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

고 커뮤니티 블로그 이메일 채팅 등의 인터넷 상, , ,

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비자 구전과 달리 구매상

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들 채널을 통한

부정적 구전과도 차별화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온 오프라인의 부정적 구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부정적 구전이 긍정적 구전의 상대적 개념으

로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구전의 방향성이 제품평가

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나 구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부정적 구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거래 장터만을

제공하여 상품의 일괄적인 관리가 어려워 소비자들

의 부정적 구전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인터넷 오

픈마켓을 대상으로 직접 만져보고 입어 볼 수 없어,

구매 결정시 다른 이들의 구매 경험이 결정적인 정

보로 활용될 수 있는 의류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남긴 부정적 사용후기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 하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정적 사용후기가 단순히 긍.

정적 구전과 반대되는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닌 다

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마케터들에게 사용후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정적 구전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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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II.

부정적 구전1.

부정적 구전은 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주목을1970

받아오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평판에 구전이 결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4).

Singh5)은 구전이 보이지 않고 면대면으로 이루어지,

는 의사소통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인식,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부정적 구전은 기업에 가장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자 반응이라고 지

적했다 또한 부정적 구전은 구전의 파급력 면에서.

도 긍정적 구전에 비해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

났는데 는Richins 6) 그의 연구에서 불만족한 소비자

가 명의 사람에게 부정적 구전을 하는 반면 만족11

한 소비자는 오직 명에게 구전을 한다는 사실을 밝3

혔고 와, Hart Heskett7) 그리고 Stauss8) 등의 연구도

불만족한 경험을 한 소비자가 만족한 소비자 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린

다는 사실을 밝혔다 부정적 구전에 의한 소비자 이.

탈은 비용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기업에게 주

는데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기,

존고객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의 약 배가 되며5 ,

실제로 고객 유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전체적으20%

로는 의 비용절감과 같은 효과가 있음이 지적되10%

었다.9)

그동안 부정적 구전에 대한 연구는 Hirschman10),

등Jones 11), Richins12), Singh13)등 여러 학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와Lau Ng14), Morris15)등은 부정적 정

보가 상품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지적하

였고 와Laczniak, DeCarlo Motley16)는 부정적 정보

가 소비자 태도와 평가에 긍정적 정보보다 훨씬 강

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와. Maheswaran

Meyers-Levy17) 및 와Skowronski Carlson18)의 연구

에서도 부정적 정보가 긍정적 정보보다 더 진단적이

고 정보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Wee

등19)도 부정적인 메시지가 긍정적인 메시지나 양면

적 메시지 보다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강한 부정적 행

동 의도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

에서 부정적 구전의 영향력을 밝혀내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부정적 구전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와 더불어 부정적 구전의 의도 및 차원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졌다 와. Huefner Hunt20)는 부정적 구전이

소비자의 의도에 따라 가지 범주로 구별될 수 있는2

데 첫째는 기업을 공격하고 싶은 의도에서 공격적으

로 불평행동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단순히 다른 소,

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 와. Sundaram, Mitra Webster21)는 부정

적 구전의 차원을 조사하여 이타심 불안 감소 보, ,

복과 조언추구의 네 가지 차원을 밝혔다 이타심은.

그들이 겪은 경험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불안 감소는 화난 감정을 부정적 구전,

을 통해 발산하는 것을 말하며 보복은 화가 나게,

한 기업에 앙갚음을 하기 위해 충성 고객들에게 부

정적 경험에 대해 얘기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용하

지 못하게 하려는 것을 말하며 조언추구는 다른 소,

비자들과 부정적 경험을 나눔으로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조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경험

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정적 구전은

소비자행동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의도에서 부정적 구전을

하기를 원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차원의 부정적 구

전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긍정적 구

전의 상대 개념으로만 생각하기는 어렵고 긍정적 구

전과 상반되는 단일개념이 아닌 다차원의 구조로 이

해해야 할 것이다.

사용후기를 통한 온라인 구전2.

온라인 구전 커뮤니케이션은 전통적인 소비환경에

서의 구전과는 다른 온라인을 수단으로 개인 혹은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이며 비공식적인 커뮤

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22) 즉 인터넷 상에서 빠

르고 편리하게 면대면의 관계없이 일대 다수에게 접

근 할 수 있으며 모르는 타인의 의견에도 접근이 가

능하므로23) 전통적 구전 커뮤니케이션과는 차별적

시각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와. Bickart

Schindler24)도 온라인 구전이 개인적 경험이나 의견

을 글을 매개로 해서 소통하는 것이라 전통적으로

친구나 가족 등에게 직접 말로 전달하는 구전과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온라인 구전은 그.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4 5

52

특성상 전통적인 구전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

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후기를 통해 일어나

는 구전활동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 브랜드의,

웹사이트 채팅 이메일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전, ,

과 달리 구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황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다양한 온라인 채널안의 구전과도 다르

게 차별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져야 한다.

최근들어 사용후기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사용

후기 신뢰성이나 사용후기 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사용후기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손진아

와 이은영25)가 쇼핑몰의 청바지 상품에 대한 조작G

된 온라인 구전정보 유형 단면정보 긍정 부정 양면[ ( / ),

정보 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소비자들이 부정적 정보를 중립적

정보와 긍정적 정보에 비해 더 신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중립적 정보와 긍정적 정보에 대한 신뢰,

도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 박은아.

와 서현숙26)도 브랜드 인지도 및 제품 유형이 사용

후기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브랜드인

지도가 높은 경우에 탐색재는 부정적 후기를 경험재

는 긍정적 후기를 더 신뢰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사용후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박찬과 유창

조27)가 사용후기와 답글이 브랜드태도 및 구매의사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사용후기와,

답글은 제품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사용후기

의 부정적인 내용이 긍정적 내용보다 더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브랜드 명성에 의하여 그 효과가

조절된다고 밝혔다 이태민과 박철. 28)도 온라인 사용

후기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방향성과 사실적 또는

평가적 유형이 구매영향력에 미치는 효과를 문화권

별로 비교하였는데 부정적 정보 및 평가적 정보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으며 미국보다 한국에

서 이들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우영.

과 정현주29)는 온라인 사용후기가 제품평가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여 남성보

다 여성이 사용후기에 영향을 받아 제품을 평가하고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렇게 여러 연구에서.

사용후기에 대한 신뢰성이나 효과가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과 더불어 사용후기 내용에 대한 양

적 내용분석이 이루어졌는데 박철과 정수연30)은 사

용후기의 내용 파악을 위하여 개의 사용후기를563

선정하여 사이트 유형별 종합몰 전문몰 및 커뮤니( , ,

티 제품유형별 탐색재 및 경험재 로 구전 정보의) ( )

양 구전의 방향성 부정 긍정 구전 정보의 평가내, ( / ),

용 객관 주관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사( / ) .

이트 유형별로 구전의 양은 종합몰과 커뮤니티가 전

문몰 보다 많았고 구전내용은 긍정적 내용이 모든,

사이트 유형에서 주가 되었으며 구전 평가내용은,

종합몰과 전문몰에서는 주관적 내용이 우세하였고

커뮤니티에서는 혼합된 내용이 주관적 내용보다 약

간 우세함을 밝혔다 제품유형별로는 구전의 양에.

차이가 없었으며 구전 방향은 탐색재와 경험재 모,

두 긍정적 내용이 많았고 구전 평가 내용은 탐색재,

는 주관과 혼합평가가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고 경험

재는 주관적 평가내용이 높게 나타남을 알아냈다.

이로써 사이트 유형 및 제품유형별로 사용후기 내용

상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최근의 연구는 이렇게 주로 사용후기에 대한 신뢰

성이나 사용후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진

행되었으며 사용후기 자체의 내용에 대한 연구는 미

흡한 편이다 그러나 의류와 같이 화면상에서 보이.

는 것만으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경우는 소비자들이 구매 전 정보탐색 과정에서 다른

소비자들이 남긴 사용후기를 중요한 정보원으로 생

각할 수 있으며 더욱이 소비자들이 부정적 정보에

대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

지고 있으므로 사용후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어떤 부

정적 구전활동을 하는지 그 내용을 질적 양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구방법 및 내용III.

연구 설계1.

본 연구는 인터넷 오픈마켓의 의류상품에 대해 남

겨진 사용후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의 부정

적 구전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분석 방

법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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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2.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의 부

정적 사용후기를 선정하였는데 오픈마켓의 특성 상

일정한 상품의 질과 서비스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일어나기 쉬우며 옥션은 다른,

쇼핑몰과 달리 누적된 사용후기를 소비자에게 제공

하고 또한 사용후기를 내용별로 검색할 수 있는 편

리한 검색 기능까지 제공하므로 다른 쇼핑몰에 비해

부정적 구전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쉬울 수

있기에 이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3.

사용후기의 수집은 샘플의 다양성을 위해 옥션의

개의 모든 여성의류 상품 범주에서 편의 추출하였14

으며 개의 사용후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630 .

수집은 년 월 일에서 년 월 일까2008 10 20 2009 3 10

지 이루어졌으며 사용후기는 소비자의 문구를 그대

로 사용하여 오타 및 맞춤법상의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 인의 코더에 의해 코딩되었다2 .

데이터 분석을 위해 모든 데이터는 소설을 읽듯이

반복해서 읽어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한 뒤31) 분석단위로 의미단위를 선택하여 텍

스트에서 중심 개념을 나타내는 구 문장을 중심으,

로 코드를 구성하고 코드에 라벨을 부쳐 코딩 설계

를 한 후 코드를 범주화 하였다(coding scheme) .32)

코딩은 코더들이 분석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처음에 함께 연습된 뒤 단독으로 행하여졌다 분석.

표 사용후기를 통한 부정적 구전< 1>

분석단위 n=1203

차원 하위차원 빈도(%) 소계

인지적

평가로서의

부정적 구전

제품 평가 586 (48.71%)

899 (74.73%)서비스 평가 169 (14.05%)

비구매 권유 144 (11.97%)

감정표출로서의

부정적 구전

불만토로 167 (13.88%)
304 (25.27%)

소극적 대응 137 (11.39%)

총계 1203 (100%)

의 타당성은 공동 연구자나 전문가 또는 참가자들의

조력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였기에33)34) 전

문가 인에 의해 분석내용 확인이 이루어졌다 분석2 .

의 신뢰도는 메릿의 단순백분율합의지수를35) 사용하

였으며 수준에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91.6%

다.

결과 및 고찰IV.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옷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남

긴 부정적인 사용후기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구전은

표 과 같이 인지적 평가로서의 부정적 구전과 감< 1>

정 표출로서의 부정적 구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었

다 인지적 평가로서의 부정적 구전은 제품과 서비.

스에 대한 평가와 비구매 권유로 구성되었으며 감,

정 표출로서의 부정적 구전은 감정 표출 강도에 따

라 단순 감정 표출에서 적극적 불만토로 공격적 불,

만토로 그리고 이들과 반대적인 소극적인 대응으로

구성되었다.

인지적 평가로서의 부정적 구전은 전체 부정적 구

전 내용 중 를 차지하였고 감정표출로서의74.73%

부정적 구전은 를 차지하였다25.27% .

인지적 평가로서의 부정적 구전에는 제품평가가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48.71%

서비스평가가 비구매 권유가 순으14.05%, 11.97%

로 나타났다 감정표출로서의 부정적 구전에는 불만.

토로가 그리고 소극적 대응이 로 나13.88% 11.39%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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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평가로서의 부정적 구전1.

제품에 대한 부정적 평가1)

제품에 대한 부정적 구전은 전체 부정적 구전 중

에서는 를 차지하여 부정적 구전 내용의 상48.71%

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대한.

부정적 구전은 개의 세부영역으로 구성되며 이중11

표 부정적 구전< 2>

n=1203

차원 하위차원 세부내용 빈도(%)

인지적

평가

로서의

부정적

구전

899

(74.73%)

제품 평가

586

(48.71%)

디자인
디자인 평가 17 (2.90%)

45 (7.68%)
화면상의 차이 28 (4.78%)

색상
색상 평가 27 (4.61%)

51 (8.70%)
화면상의 차이 24 (4.10%)

재질

재질 평가 30 (5.12%)

128 (21.84%)

화면상의 차이 16 (2.73%)

소재의 두께 41 (7.00%)

소재 구김 19 (3.24%)

소재의 신축성 18 (3.07%)

소재 성분 4 (0.68%)

봉제

봉제 평가 26 (4.44%)

56 (9.56%)봉제 뒷마무리 12 (2.05%)

부속물 봉제 상태 18 (3.07%)

형태안정성
착용 후 11 (1.88%)

16 (2.73%)
세탁 후 5 (0.85%)

염색
염색 5 (0.85%)

7 (1.19%)
이염 2 (0.34%)

착용감

사이즈 85 (14.51%)

207 (35.32%)

특정 부분 여유량 길이문제, 71 (12.12%)

착용시 문제점 7 (1.19%)

착용시 피부접촉감 6 (1.02%)

착용시 오염 10 (1.71%)

전체적인 느낌 25 (4.27%)

중량감 3 (0.51%)

가격

가격불만 7 (1.19%)

25 (4.27%)가격대비질 15 (2.56%)

타 브랜드와 가격 비교 3 (0.51%)

원산지 원산지 불만 3 (0.51%) 3 (0.51%)

포장 적절하지 못한 포장 3 (0.51%) 3 (0.51%)

상품불량

불량 상품 18 (3.07%)

45 (7.68%)
오염 상품 12 (2.05%)

냄새나는 상품 11 (1.88%)

반품으로 의심되는 상품 4 (0.68%)

소계 586 (100%)

착용감이 가장 많이 언급되어 전체 제품평가 차원

중 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재질이35.32% 21.84%,

봉제가 색상이 디자인 및 상품불량9.56%, 8.70%,

이 각각 를 나타냈고 다음으로는 가격이7.68%

형태안정성이 염색이 원산4.27%, 2.73%, 1.19%,

지 및 포장이 각각 를 나타냈다 이들에 대한0.51% .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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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2>

n=1203

차원 하위차원 세부내용 빈도(%)

인지적

평가

로서의

부정적

구전

899

(74.73%)

서비스평가

169

(14.05%)

교환 환불,

및 반품 관련

교환 9 (5.33%)

15 (8.88%)환불 2 (1.18%)

반품 4 (2.37%)

의사소통
의사소통 회피 5 (2.96%)

10 (5.92%)
문의글 회답회피 및 글 삭제 5 (2.96%)

배송

배송지연 85 (50.30%)

93 (55.03%)
배송지연 연락없음 4 (2.37%)

배송처 2 (1.18%)

시스템상 배송상태 표기 2 (1.18%)

배송상품
주문 상품이나 이벤트 상품 빠짐 3 (1.78%)

33 (19.53%)
다른 상품 배송 30 (17.75%)

상품품절처리

무기한 배송 지연 1 (0.59%)

8 (4.73%)품절시 다른 상품 배송 6 (3.55%)

품절 상품 공지 안함 1 (0.59%)

택배회사

배송 방법 3 (1.78%)

10 (5.92%)
택배기사 3 (1.78%)

특정 택배사 거부 2 (1.18%)

택배사 불만 2 (1.18%)

소계 169 (100%)

비구매 권유

144

(11.97%)

비구매 권유
직접적인 표현을 통한 비구매 권유 12 (8.33%)

144 (11.97%)
간접적으로 비구매 권유 132 (91.67%)

소계 144 (100%)

감정표출

로서의

부정적

구전

304

(25.27%)

불만토로

167

(13.88%)

단순감정표출 부정적 단순감정 표현 102 (61.08%) 102 (61.08%)

적극적

불만토로

판매자에게 불만 토로 39 (23.35%)
42 (25.15%)

판매자에게 보상요구 3 (1.80%)

공격적

불만토로

소비자에게 판매자 공격 8 (4.79%)

23 (13.77%)판매자에게 음해성의 공격적 비난 11 (6.59%)

판매자 협박 4 (2.40%)

소계 167 (100%)

소극적 대응

137

(11.39%)

체념적 감정 체념적 감정 15 (10.95%) 15 (10.95%)

체념의 이유
비용관련 24 (17.52%)

82 (59.86%)
기타 이유 58 (42.34%)

구매한 옷의

처리방법

다른 사람에게 줌 13 (9.49%)

40 (29.20%)

옷장에 보관 6 (4.38%)

구매 상품 폐기 7 (5.11%)

수선 7 (5.11%)

집에서만 착용 7 (5.11%)

소계 137 (100%)

총계 1203 (100%)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14 5

56

디자인에 대한 구전은 전체 제품평가 중 를7.68%

차지하였으며 이는 디자인 자체에 대한 구전내(1)

용 와 실제 디자인과 화면상의 차이는2.90% (2)

의 합으로 구성되었다 디자인에 있어 화면상4.78% .

의 차이는 화면으로 자세히 보이지 않거나 알 수 없

는 것들 즉 안감의 유 무나 주머니가 장식용인지 아·

닌지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1) 카라에 단추구멍이 있고 카라의 폭이 너무“..

작아서 몇 년전에 유행한 난방같은 느낌이 들요....”

디자인이 안예쁘고 받자마자 디자인이 뭐 년“ ..” “ 70

대 년대 옷인가 했어요80 .”

(2) “금박입술티가 통으로 되있는줄알았는데 옆선

에 주름이 잡혀있어서 별로네요 사진에 나온..';';” “

그대로입니다 다만 안감이 없어서 다 비치니까 꼭.

수선해서 안감을 달던지 안에 나시원피스 같은거 같

이 입어줘야겠네요 주머니있게 생겨놀고 주머~ ” “

니가 없어요 화면에서 보던거랑 원피스가 많이...” “

다르더군요.”

색상에 대한 구전은 제품평가 차원의 를 차8.70%

지하였다 색상평가도 디자인평가와 같이 실제 속성.

에 대한 평가와 화면상 속성의 차이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색상 자체에 대한 평가 화(1) 4.61% (2)

면상의 색상과 실제 상품간의 차이에 대한 평가

로 구성되었다 다만 색상에 대한 평가는 디4.10% .

자인 평가와 달리 속성자체에 대한 평가와 화면상의

차이에 대한 평가가 각각 비슷하게 나타나 실제 색

상에 대한 불만 자체도 화면상 차이에 의한 색상 불

만만큼이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이 좀 색깔은 정말 무슨 내복같아요(1) “ ...” “ ”

색도 이상하고 색촌스러워요 색도 칙칙회색“ ..” “ .” “

이에요..”

(2) 화면에 보이는 컬러는 청 블루여서 예쁜 색“

으로 보였습니다 두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색깔을.

비교해서 구매 했는데 받아보니 다 죽어가는 먹블

루 스커트색이 사진이랑 전혀 틀려요 색상....” “ .” “

이 화면보다 칙칙하네요.”

재질은 제품평가 차원의 를 차지하였으며21.84%

그 구성은 소재의 두께에 대한 불만이 로(1) 7.00%

가장 많았는데 소재 두께 자체가 너무 얇거나 너무

두꺼운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2)

재질에 대한 평가는 로 천의 재질 자체에 대5.12%

해 평가하고 있었으며 소재의 구김 및 소재(3) (4)

의 신축성에 대한 내용은 각각 와 로3.24% 3.07%

나타났다 그리고 화면상의 차이가. (5) 2.73% (6)

소재성분에 대한 불만이 로 나타났다0.68% .

(1) “너무 얇아서 속이 훤히 비칩니다.”

(2) 재질도 별로구 완전 재질이 새옷이아니라“ ..” “

헌옷수거함에서 주워온 빛 바랜 천입니다.”

(3) 천에 너무 구김이 많아요 이렇게 쭈글이“ .” “

남방인지 몰랐어요..”

(4) 스판이 있다고 해서 샀는데 스판이 전혀 없“

네요..”

(5) 화면에 뜬 이미지와 너무 다른것같아요 이미“ ..

지는 스판같이 보여서 샀는데 아니더군요 면인...” “

줄 알았는데 면스판이네요.”

(6) 면도 아닌것 같은데 소재 표시가 글쎄“ ...” “

요 캐시미어라는 말에 리본셔링원피스를 선뜻........

구매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인 캐시미어 원단에 비해..

중량도빠지고 면이 몇퍼센트 들어 있는건지...” “ ..”

소재도 쉬폰이 아니네요“ .”

봉제 부분은 전체 제품평가 차원 중에 를9.56%

차지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봉제 평. (1)

가는 로 봉제 상태 및 봉제의 견고성에 대해4.44%

언급하고 있었으며 부속물 봉제 상태는, (2) 3.07%

로 단추 지퍼 등의 부속물이 잘못 봉제되거나 구슬,

이나 스팽글 등의 장식물이 떨어지는 것 등에 대한

봉제 상태를 평가한 것이었고 봉제 뒷마무리에(3)

대한 부정적 구전은 로 완성된 봉제선에 이물2.05%

질이 끼어있다든지 바느질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못

한 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1) 너무 잘 튿어져요 바느질 또한 엉“ ...” “...ㅋㅋ

망이며..”

(2) 단추가 똑하고 떨어졌어요 주머니부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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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박음질도 되어있지 않네요 구슬은 세.....” “

탁을 해도 안떨어진다고 쓰여있는걸 봤는데 포장을

뜯자마자 뭐가 우수수 떨어져서 보니 구슬이네요.

손으로 문지르니까 다 떨어져요..... ”

(3) 바느질 뒤처리 엉망 밑에 실밥 다“ ~~~ ” “

뜯겨서 왔습니다 실밥이 많이 빠져서 좀 그렇네.” “

요 지퍼에 실밥 잔뜩 껴 있어서 살짝 고장난 느...” “

낌이 들구요....”

형태안정성은 로 제품평가 차원 중 많은 부2.73%

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 구성은 착용. (1)

후 옷의 형태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로1.88%

옷을 착용하고 나서 형태가 많이 변하고 원상으로

복귀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세(2)

탁 후 변형은 로 세탁 후에 옷이 심하게 틀어0.85%

지는 경우나 늘어나거나 하여 형태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 옷을 입고 외출한지 한시간만에 위옷 소매와“

바지 시보리쪽이 늘어나서 줄줄 환장하게 만드네요.

어찌나 잘 늘어나는 지 이런 옷 처음 보내요--”

하루 입으니까 늘어나네요 입은지 분만에 무“ .” “ 10

릎나오는군요...”

(2) 원단이 너무 얇아서 속이 훤히 비치길래“....

아쉬운대로 안에 나시라도 받쳐입을라고 세탁 우~~

앙 망했답니다 모양 완전 틀어지고 늘어지고 아~~ . ..

예 입지도 못하고 그랬네요.. ....”

염색도 전체 제품평가 차원의 를 차지하고1.19%

있어 가장 낮은 비율로 언급되고 있었으며 이는 (1)

염색자체의 문제 와 이염 문제 로0.85% (2) 0.34%

구성되었다.

(1) 금방 프린트 했는지 가루가 군데군데 뭉쳐서“

묻어 있네요.. ”ㅍㅍ

(2) 잠깐 입어 보는데 손가락에 물이 들어서 비누“

로 빡빡 씻을 정도로 물이 장난 아니게 빠져요...”

소비자가 옷을 직접 입어보고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어 본 후의 착용감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

되었는데 제품평가 차원의 를 차지하였다35.32% .

착용감에 대한 구전은 사이즈에 대한 것이(1)

특정 부분의 여유량 또는 길이문제가14.51%, (2)

전체적인 느낌이 착용시12.12%, (3) 4.27%, (4)

오염도가 로 착용시 정전기가 발생하여 먼지1.71%

가 붙거나 모직인 경우 털이 빠져 다른 옷에 묻는

경우 등이 언급되었다 착용 중 문제점은. (5) 1.19%

로 보행시나 착용시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였고

착용시 피부 접촉감은 로 피부접촉면의(6) 1.02%

불편감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착용시 중량감은(7)

로 옷을 착용하였을 때 무게감이 심하게 느껴0.51%

지는 경우 등을 언급하였다.

(1) 저 입는여자인데 아우 너무커 옷이 진짜“ 66 .. ..

같이 넓어요 사이즈인데77 m ...”

(2) 무엇보다 나시가 너무 불편하네요 겨드랑이“ .

부분이 꽉 조여서 소매자락이 좁아서 숨도 못쉬..” “

겠어요 품도 넉넉하고 길이도 넉넉하고 흠흠.” .” .. .. ..

근데 왜 팔뚝만 쫑기는 건가요 목둘레가 넘커.. .. .”. “

요 제가 키가 인데 길이가 넘짭아요 궁디~~” “ 165 ...

가 보일정도 입니다 끈을 늘려서 입어야겟네요.. ... ”

(3) 돼지같아 보여요 초딩같네요 약간 월남“ ” “ .” “

치마 삘도 나구요 완전 임산부처럼 배 엄청 나와.” “

보여염 몸빼 치마라고 신랑이 놀리네요 어” “ .” “ㅠㅠ

머님들이 입으면 될 것 같은 스타일...”

(4) 먼지 너무 달라붙어서 더러워보여요“ ”ㅜㅜ

(5) 이 청바지는 앉으면 엉덩이가 다 나와요“ .”

걸으면 안으로 말리고 위로 올라가고 허리 고“ ..” “

무줄이 고정이 안돼서 자꾸 접히고 꼬이고 입고..” “

돌아다니면 바지가 돌아가기도 하고..”

(6) 기모는 까슬거리고 면이 생각보다 거칠어“ .” “

요 소재가 영 아니예요 따가운 재질입니다 알.” “.. .. .. .

러지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7) 옷도 무거워요“ .”

가격에 관한 내용은 제품평가 차원 중 를4.27%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가격 대비 질(1) 2.56% (2)

가격 자체에 대한 불만 타 브랜드와 가1.19% (3)

격비교 로 구성되었다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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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보다떨어지는질 옷 질에 비해서 가격“ ..”“

에 거품이 좀심하네여..“

(2) 허걱 받은지 이틀만에 원이나 내렸네“ ~ 2000

요 개 주문해서 받았는데 원 손해봤네..--; 3 6000

용 좀 늦게 주문할걸 오늘의 특가라고 나.. ... ” “ㅠㅠ

왔길래 싸다싶어 배기팬츠 개 샀는데요 그다음날 가2

격 얼만가하고 봤더니 특가라고 나왔던 날이랑 가격

이 똑같이 나와있는거예요 몇일전에 장바구니! ” “

담아놨다가 일전에 사려니까 그새 가격이 올랐더군3

요..”

(3) 똑같은 물품 마켓에서 원이나 싸게 팝“ G 2000

니다 거기가서 구입들하세여 사고나서보니 부평.. ” “

에서 천원에 팔고잇더군여5 ....”

그리고 원산지에 대한 내용은 제품평가의 0.51%

를 차지하였고 원산지에 대한 부정확한 표기 및(1)

원산지 자체에 대한 불만사항이 포함되었다.

(1) 이옷이 만들어진 곳이 어딘지 모르겠군요“ .“

중국산 저질 상품 위에는 원산지가 서울마포구“ !!!”“

라되있는데 메이드인차이나네요 --;”

포장에 대한 내용도 제품평가 중 를 차지하0.51%

였고 적절하지 못한 포장 상태에 대해 언급하였(1)

다.

(1) 포장이 왜 이런지 하나는 비닐포장되고 하“ ..

나는 그냥 왔습니다.”

상품불량은 제품평가 차원 중 를 차지하였7.68%

으며 상품불량이 오염 상품이(1) 3.07%, (2)

냄새나는 상품이 그리고 반2.05%, (3) 1.88% (4)

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배송이 로 구성되었다0.68% .

(1) 사진에서처럼 제품에 시정이란 스티커와 노“

란테잎이 붙어있어서 뭔가싶어봤더니 제품불량을 표

시하는거였어요 장을 구매했는데 요건만 그렇더라...4

구요 불량을 나타내는 스티커가 붙어있는데도 보...

내다니 구멍난게 왔어요 불량이에요 발 한..” “ .” “.. !

짝이 돌아갔어여!!”

(2) 옷이 왔는데 지저분한 것 같아요 헌옷이 온“ .

줄알았어요 한번 빨았더니 깨끗해지더군요 흰. ..” “

벨트가 때가 꼬질 꼬질 연한 옷에 검은 얼룩이..” “

여기저기 묻어있어요.“

(3) 이상한 냄새가 나요 옷에 냄새 완전“ --;;;” “

심하게 남 냄새가 나서 도저히 입을 수가.” “ㅜㅜ

없어요 옷에서 담배냄새가 나서요.” “ ..”

그거 누가 입던 건가요 목이 누렇던데(4) “ ?” “ ..”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평가2)

서비스평가에 대한 부정적 구전은 전체 부정적 구

전 중 를 차지하였으며 서비스평가에 대한14.05% ,

부정적 구전의 개 세부영역 중에서는 배송문제가6

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송상품55.03%

관련 구전이 교환 환불 반품과 관련된 문19.53%, , ,

제들이 의사소통 문제 및 택배회사 관련 사8.88%,

항이 각각 마지막으로 상품품절 처리에 관5.92%,

한 것이 를 차지하였다4.73% .

구매 후 교환 환불 및 반품 관련 사항은 전체 서,

비스 평가 중 를 차지하였으며 교환문제8.88% (1)

반품문제 그리고 환불문제5.33% (2) 2.37% (3)

로 구성되었다1.18% .

(1) 뭐가 훼손됐는지 모르겠네여 사이즈가 안맞“

아서 바꿔달라고 했는데 텍 때문에 그러시는건가??

하나는 바꿔주고 하나는 안바꿔주고 교환도 안...” “

해주고 별로네요 교환하려다 아까운 택배비만 버렸.

내요 교환보냈는데 주이상 걸리고 거의.” “ 2 ..” “

원이나 들여서 교환하고 교환보냈는데 아직5000 ..” “

도 받질 못했네요 치수가 많지않아 교환하는데 너” “

무 많이 힘이 들었음 치수가 상세디자인과 맞지” “

않더라도 교환하려면 구매자가 교환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2) 반품도 안되고 반품은 택배비가 넘 비싸“ ..” “

네요 자기내들이 잘못보냈으면서 왜 반품은 나보.” “

고 택배비를 내라는지...”

(3) 카드결제하고 현금보내줘야하니 불편해서“ ..?”

환불도 안되구“ ..”



김 성 희 / 인터넷 오픈마켓 의류상품의 사용후기를 통한 부정적 구전

59

의사소통 문제는 서비스 평가 중 를 차지하5.92%

였으며 의사소통 회피내용 즉 판매자가 며칠 동(1)

안 전화를 받지 않는다든지 항상 통화 중이라 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힘든 경우 와 문의글에2.96% (2)

답변회피 또는 문의글 삭제에 관한 내용 로2.96%

구성되었다.

(1) 판매자와 게시판을 통하지 않고선 소통이 안“

되니 실망입니다 쇼핑몰은 운영하려면 전화는 기...

본일텐데 이렇게 컴터앞에 앉아 글쓰는 방법외엔 연

락할 길이 없어 유감천만 전화도 안받고” “ ..”

(2) 상품문의 했는데 제글은 사라졌더군여“... ....”

문의글과 부탁글 답변도 없이 무시하고 판매“ ...“ “

자님 문의답글도 안달아주시고..“

배송과 관련된 내용은 서비스 평가 중 를55.03%

차지하며 이중 배송 지연이 가장 많아(1) 50.30%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배송지연시 연락 없음(2)

이 배송처와 관련된 사항이2.37% (3) 1.18%, (4)

배송시스템 상황표시 관련이 로 나타났다1.18% .

(1) 방학때 잠깐 한국나갔을때 시겻 는데 무슨“ ㅅ

배달이 걸림 그덕에 결국 한국집에 잇고 못갖10 --

고왓음 이거말고 다른곳에서도 많이시겻는데 이가--

디건만 못갖고옴 결국 택배로 붙이기로 했음--

일 만에 물건 받았습니다--...;;; “35 ”ㅠ ㅠ

(2) 늦으면 늦는다는 문자한통도 없구“ ”

(3) 주소 바꿔달랬는데 그냥 오고 주소 옮겨“ .. ..” “

다라고써놨는데 옮겼다했는데 다시 광주로가고... .. ..”

(4) 아직 상품을 받지도 않았는데 거래 완료라니“

요 행여 오늘 내일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황당

하네요 보내지도 않았으면서 배송중이라는 것만.” “

띄어 놓고는,,,”

배송상품에 관한 내용은 전체 서비스 평가 중

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주문 상품대신 다19.53% (1)

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 주문 상품이나17.75%, (2)

이벤트 상품이 빠진 경우 로 구성되었다1.78% .

(1) 주문한 상품은 오지 않고 이상한 옷만 보내“ ...

시고 물건이 왔는데 내가 주문한 색상이 아니...” “..

더군요 난 검정을 원했는데 베지색이 오고 배송. ..

포장지는 검정이라 쓰여 있더구만 내용은 아니고.. “

(2) 이벤트 할때 주문했는데 이벤트 상품은 안“+1

오네요 여기서여러번주문했어요 그런데오늘배...“ “ ..

송받아보니티셔츠한장이빠져서왔네요...”

품절상품 처리에 관한 문제는 서비스평가 중

를 차지하며 품절 시 다른 상품을 배송하4.73% (1)

는 경우 무기한 배송 지연이 그3.55%, (2) 0.59%

리고 품절 상품 미공지 로 구성되었다(3) 0.59% .

(1) 아무리 원데이 세일상품이라도 품절이라고“

이상한 벨트보내고..”

(2) 배송너무늦네요 품절상품땜에 지연된다면“ ..

먼저 연락을줘야할텐데..”

(3) 물건이 없으면 없다고 공지를 해야하는데“ ..”

택배 회사에 관한 구전은 전체 서비스평가 중

를 차지하였으며 택배 배달방법에 문제가5.92% (1)

있는 경우 즉 택배기사가 연락도 없이 배달1.78%,

장소가 아닌 곳 즉 옆집이나 경비실에 물건을 맡겨

놓는 다든지 대문 앞에 두고 간다든지 늦은 밤에, ,

배송 한다든지 하는 경우와 택배기사의 불친절(2)

특정 택배회사에 대한 불만 그리1.78% (3) 1.18%

고 택배회사에 대한 불만이 로 구성되었(4) 1.18%

다.

(1) 집에 연락두 한통도 없고 경비실에 떡하“ ...

니 맏겨 놓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 경비실에 맡... ..” “

겨 달라구했는데 집현관앞에 놓고 배송 엉망...” “ . 4

일만에 분리수거하러 나갔다가 대문에서 발견했네

요 아놔 택배아저씨가 문앞에다 놓구 갔는데..” “ ~~

누가 들고 갔는지 원 입어보지두 못하고 구매결...

정 물품은 마음에 드는데 대한통운택배사는 밤...” “

늦게 시 분 넘어서 오니 집에사람있어도11 30 ...” “

관리실에 맡겨두고..”

(2) 택배 아저씨 전화 안받았다고 화난다고 하네“

요 청소 하느라 못받들수있지 다짜고짜 성질부터내

고 택배 아저씨 신경질을 버럭 내시네요 택배..” “ ..

아제씨들 때문에 물건도 못시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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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씨제이택배 대한통운 기사님들 다들 집에“ ,

사람 없으니 전화주셔서 어떻게 할까 물으시는데,

한진택배만 엉망입니다....”

(4) 택배회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

비구매 권유3)

비구매 권유는 전체 부정적 구전 중 를 차11.97%

지하여 제품평가 서비스평가 다(48.71%), (14.05%)

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비구매 권유는 간접적으로 비(1)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비구매 권유의 대부분인

를 차지하였으며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91.67% (2)

한 비구매 권유 경우가 로 나타났다8.33% .

비구매 권유는 소비자들이 사용후기를 통해 다른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만류하는 조언을 하는 것으로

이는 와Sundaram, Mitra Webster36)가 밝힌 부정적

구전동기 차원 중 이타심 차원이나 Huefner37)의 다

른 소비자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한 구전동기와 같은

맥락으로 다른 소비자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구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그냥 별로에요 안 좋아요 맘에 안듬“ .” “ .” “ .”

망사 원피스 구림 옷도 그냥 그렇습니다 도저“ ” “ .” “

히 입을수가 없습니다 입고 집 밖으로는 못 나가.” “

겠네요 입을수가 없을정도예요 완전 싼티나서“ ” .” “

못입어요 돈주고 사입을 옷은 아니네요.” “ ?”

(2) 비추입니다 추천하고 싶지 않네영 절대“ .” “ .” “

여기서 사지마세요”

감정표출로서의 부정적 구전2.

사용후기에 나타난 부정적 구전에는 인지적인 평

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 표출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 감정적 표출은 불만토로 및 소극적 대응.

으로 구성되었으며 불만토로는 그 강도에 따라 단순

히 자신의 불만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에서 부

터 판매자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 더 나아가 판매자를 음해하거나 거칠게 공격,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소극적 대응은 이와는 반.

대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대응 행동이다.

감정표출로서의 부정적 구전은 전체 부정적 구전

의 를 차지하며 불만토로가 소극적25.27% 13.88%,

대응이 를 차지하였다11.39% .

불만토로1)

불만토로는 표현강도에 따라 단순 감정 표출

에서 적극적 불만토로 음해성 의(61.08%) (25.15%),

도를 포함한 공격적 불만토로 로 구성된다(13.77%) .

단순 감정표출은 부정적인 단순감성을 표현을 말하

며 전체 불만토로 중 로 가장 빈번히 언급되61.08%

는 내용이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다 속. ,

상하다 화난다 후회된다 짜증난다 등과 같은 기분, , ,

과 관련된 내용이 표현되었으며 와, Sundaram, Mitra

Webster38)연구의 불안감소를 위해 화난 감정을 발

산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1) 아 속상해 볼 때 마다 속상하네요 사기당“ ..” “

한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안 좋습니다 너무 화나.” “

요 돈쩜 더주고 딴걸로 살껠 후회가 되네요.” “ .”

짜증나네 역시 인터넷으론 옷사면 안되요 넘“ !” “ ..

실망이다 너무하네여 낚인거야.. . ” “ ...” “-,-;;;;;ㅜ ㅜ

돈아까워요 참 할말이 없다 참 완전” “ ” “ .. .” “ㅠㅠ

기분 망쳤어요 한숨이 나오더라구요.” “ ”

적극적 불만 토로는 판매자에게 구체적으로 자신

의 불만사항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불

만토로 중 를 차지하였다 이는 판매자25.15% . (1)

에게 불만토로 훈계나 항의하는 내용, 23.35% (2)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구성된다1.8% .

(1) 카라에 올이 나갔으면 판매를 하지 말아야죠“ !

올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판매하겠다고 안보이...

게 바느질한다고 소비자가 모릅니까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을 하면되지 않냐가 아니라 이런제품을

판매하는 자체가 문제아닙니까 배송늦게온다?....” “

고 문의좀햇더니 바로 입찰제한인가 문의 못하게?

하네 구매안하고 욕한것도아니고 구매도 했고만 살

거 다사니까 입찰제한 시키세요 제품확인 잘해서?” “

포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성의있는.” “

답변 판매 부탁합니다 물건 좀 신경써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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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일 없기를 빕니다“ .”

(2) 뭡니까 찢어진 원피스 입으라는건가요 택배“ --

뜯자마나 어깨쪽 부분이 찢어져서 황당했습니다--

인터넷쇼핑 이런적 처음인데 진짜 황당하네요 내일

입어야되서 급한대로 꼬맷지만 보상해줘야하는거아

닌가요 시간이 남았더라면 전 환불했을꺼에요-_-!! !

진짜 보상해줘야되요~~”

공격적 불만토로는 전체 불만토로 중 를13.77%

차지하였다 이는 서슴없이 욕설을 하고 판매자에.

대한 협박 음해성 또는 보복성 표현 등을 사용해,

거친 공격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Sundaram,

및Mitra Webster39)의 보복차원이나 와Huefner

Hunt40)의 기업에 대한 공격의도에서 구전을 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공격적 불만토로는 소비자에게 판매자에 대해(1)

거친 공격을 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욕을4.79% (2)

한다든지 음해성 공격을 하는 경우 판매6.59% (3)

자에게 옥션이나 소비자 보호센터에 신고할 뜻을 나

타내는 협박성 메시지에 대한 내용 로 구성된2.4%

다.

(1) 사기성이 많이 있어요 물건도 없으면서 거“ .

짓말을 많이 해요 소자는 뒷전이고 오직 판매자.” “

의 실속만 챙기는 악덕 판매자입니다 불친절합!!!” “

니다 실수는 업체에서 하고 피해는 소비자가 받는..

군요 판매자가 넘 무책임해요 판매자가 소비...” “ .” “

자에게 욕하네요 절대 믿지 마세요.” “ .”

(2) 님 장난하심 글씨구별못함 내가 주문한 옷“ ? ?

은 그게 아니잖니 옷은 거지 같은 것 팔아놓고 나.

같이 옷 잘못 온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던데 개색.

사기침 진짜 생각할수록 니네 웃음밖에 안나와” “ ㅋ

장사 똑바로해 니네 이것도 옷이라고 만들었” “ㅋㅋ

냐 에라이 사기꾼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장.” “ ~~ !” “

난쳐 무슨 거적대기 같은걸 팔고 난리야 작?” “ ..” “

은물건이라고 함부로 보내서 장사 참 오래하시겠어

요 치치치 니도내도 옷장사 쇼핑몰한다고? ~~~” “

지랄들이지 쯧쯧. .”

(3) 처음에 좋게 말했더니 아주 우수운 줄 알고“

일주일 안에 연락 없으면 고소하겠습니다 개 주.” “7

문중 개만 보내고 개는 일후 보내 준다 하고5 2 2~3

일이 넘어도 안오네요 전화는 받지도 않구요 옥션10

에 신고 해야 하나요 진영숙입니다 일단 옥션에.” “

신고해야 겠어요 소비자보호센터라도 신고해야...” “

할듯...”

소극적 대응2)

소극적 대응은 전체 부정적 구전 중 를 차11.39%

지하였으며 전체 소극적 대응 중 체념의 이유가

구매한 옷의 처리방법 언급이 체59.86%, 29.20%,

념적 감정이 를 차지하였고 체념을 할 수10.95% ,

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

다.

체념적 감정은 소극적 대응 중 를 차지하10.95%

였으며 소극적 대응을 하는 자신의 체념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받지도 못했고 화도 나고 싸우고 싶지도 않“ ,

고 그냥 돈 버렸다고 생각할랍니다 어쩔수 없이.” “

구매합니다 걍 대충입을랍니다.” “ .”

체념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언급은 전체 소극적

대응의 를 차지하며 체념이유는 소극적59.9% , (1)

대응 기타 의 소극적 대응을 하게 된 이( ) 42.34% (2)

유 비용관련 의 로 구성되었다( ) 17.52% .

(1) 입기전에 상표를 찢어서 반품도 못하고 에“

효 바로 반품했어야 하는데 귀찮아서 미루다...” “ ㅠ

가 에잇- .” 원 짜리 옷에 택배비가 원“9900 5000 ...

택배기사 부르고 어쩌고 귀찮아서 그냥 넘어 가

고 뽕을 뜯어서 반품도 못하고 한번 입고...” “ ...” “

나가는 바람에 반품도 못시키고 반품하려고 했..” “

는데 딸아이가 입는 바람에 그냥 구매결정누름니

다 당잠 입어야 하는 관계로.” “ ..”

(2) 택배비 아까워서 기냥 입어야겠아요 반“ ~!” “

품하기에는 옷값보다 더나와서 그냥 놔둡니다.. ”

구매한 옷의 처리 방법은 소극적 대응의 29.20%

를 차지하며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 와(1)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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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상품을 폐기한 경우 수선 처리한 경(2) , (3)

우 그리고 집에서만 착용하는 경우의 각각, (4)

및 입지 않고 옷장에 보관하는 경우5.11% (5)

의 합으로 구성되었다4.38% .

(1) 걍 아는 친구줘야겟어여 사이즈가 너“ -.” “ㅜ

무 커서 아는 사람 줬어요 그냥 엄마드릴래요.” “ .”

(2)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

(3) 세탁소 수선들어 갔음 할 수 없이 옷수선“ ” “

집에가서 늘릴 계획입니다!”

(4) 집에서나입어야 겠어요“ // ”

(5) 지금 제 옷장에 고이 모셔뒀어요“ ..”

논의 및 결론V.

소비자들은 구매 후 불만족한 상품에 대해 부정적

사용후기를 여러 형태로 남기고 있다 전반적인 상.

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정적 구전을 하거나 다른 소

비자들에게 구매경험을 바탕으로 구매를 만류하는

등의 인지적 평가로서의 부정적 사용후기를 남기는

가 하면 자신의 단순 불만 감정 표현에서 부터 적극

적 공격적 불만토로까지를 포함하는 불만토로와 이,

와 정반대의 소극적 대응을 하는 등의 감정 표출로

서의 부정적 구전을 남기기도 한다.

인지적 평가로서의 부정적 구전은 전체 부정적 구

전 내용 중 를 차지하였고 감정표출로서의74.73%

부정적 구전은 를 차지하였다 인지적 평가25.27% .

로서의 부정적 구전에는 제품평가가 로 가장48.71%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서비스평가가

비구매 권유가 를 나타냈다 감정14.05%, 11.97% .

표출로서의 부정적 구전에는 불만토로가 로13.88%

나타났고 다음은 소극적 대응이 로 나타났11.39%

다.

인지적 평가로서의 부정적 구전 중 제품에 대한

부정적 구전에서는 착용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다음으로 재질 봉제 색상 디자인 및 상품불량 가, , , ,

격 형태안정성 염색 원산지 및 포장 순으로 나타, , ,

냈다 서비스평가에 대한 부정적 구전은 배송문제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배송상품관련 구

전 교환 환불 반품과 관련된 문제들 의사소통 문제, · · ,

및 택배회사 관련 사항 마지막으로 상품품절 처리,

에 관한 것 순이었다 비구매 권유는 간접적으로 비.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직접적인 언

어를 사용하여 권유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감정표출로서의 부정적 구전 중 불만토로에서는

단순감정 표출 적극적 불만토로 공격적 불만토로, ,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극적 대응은 체념의.

이유 구매한 옷의 처리방법 체념적 감정 순으로, ,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용후기를 통해 전달

되는 부정적 구전은 첫째 긍정적 구전의 반대개념,

으로서의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인지적 차원과 감정

적 차원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임이 나타났다.

둘째 사용후기를 통한 부정적 구전은 전통적 판매,

상황이라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전화나 직접 대

면상황에서 구두로 소통될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소

비자에게 쉽게 전달될 수 없는 내용까지 직접 글로

게시되어 알려지는 경향을 보인다 즉 연구 결과에. ,

서처럼 판매자에게 적극적 불만 토로나 공격적 불만

토로를 하는 심각한 내용도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달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

의 구전과는 차별화되는 현상으로 구매 상황과 직결

되지 않는 다른 매체 즉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

채팅 이메일 등을 통한 구전활동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인터넷 오픈마켓의 사용후기를 통한 부,

정적 구전은 전통적인 구전과는 다르며 단순히 긍정

적 구전의 상대개념이 아니고 인터넷의 다양한 매체

들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구전과도 차별화된 구매환

경 아래서 발생하는 다차원의 구조를 지닌 구전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인터넷 상의 사용후기를 통한 부정적 구전

은 글로 표현되어 구전이 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1

지고 있고 구매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다른 소,

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케터들

에게 있어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마케터.

들은 부정적 구전을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어떠한 부정적 구전 내용

이 서로 교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는 어떻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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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로서 부정적 사용후기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진화와 임정은. 41)은 불만을 경험한 소비자

는 타 쇼핑몰로 이탈할 확률이 높지만 불만을 경험

하더라도 불만처리에 대해 공정하다고 지각한 소비

자는 다시 쇼핑몰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높다고 하였다 및 도. Blodgett, Wakefield Barnes

기업이 판매 후에 발생하는 불만에 대해서 신속하고

믿을 수 있게 처리해 준다는 평판을 얻게 되면 지속

적으로 고객충성도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

고 하였다42) 반대로 및. Blodgett, Granbois, Walter

는 소비자들의 불평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평

판을 얻게 되면 기업은 서서히 소비자들을 잃을 수

도 있다고 하였다43)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들의 부.

정적 구전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

는 충분한 기회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보

다 다른 소비자들이 발신하는 정보를 더 신뢰하고

있는 소비환경에서 기업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부정

적 구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파악해 봄으로써 마

케터들에게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을 특정 쇼핑몰.

로 제한하고 편의 추출된 사용후기를 대상으로 연구

하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사용후기를 통한 인지적

평가 및 감정 표출의 부정적 구전 유형이 소비자들

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기존 연구는 사용후기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용후기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유형이

나 객관적 또는 주관적 유형으로 단순화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다양한 부정적 구전 차원이 사용후기의 신

뢰도나 부정적 구전의 파급력 또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분석을 바탕으로 부정적 구전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부정적 구전 차원의 영향력에

대해 양적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한 부정적 구전차원에 따라 소비자들을 유형화 시키

고 이에 따른 소비자 행동을 조사하는 것도 마케팅

적 측면에서 의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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