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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지름길 찾은 지름신
11번가 들러 G마켓으로 강림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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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족 폭풍수다 넌 어디서 샀니?

반품환불배송도 맘에 쏙 들어

G마켓옥션 버즈량 절반 인지도 높아

11번가 서비스 만족도 80% 월등
열에 일곱 다른 사람에게 추천

오픈마켓 브랜드 만족도를 알아봤다 중복을
뺀 브랜드별 유효 버즈량(언급도)을 비교해보면
G마켓과 옥션이 전체 조사량 중 54%를 차지했
다 11번가는 24% 인터파크가 21%를 기록한
데 비해 네이버샵N 브랜드 버즈량은 1%에 그쳤
다 이 중 브랜드를 직접 언급한 순수 브랜드 댓
글 의견만을 대상으로 뽑아보면 G마켓이 38%
로 1위로 나타났다 옥션 26% 인터파크 21%
11번가 14% 순이며 네이버샵N은 1%다
브랜드 버즈량은 인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
대다 그렇다면 브랜드에 대한 실질적 만족도라
고 할 수 있는 긍정 부정 비율은 어떨까 분석 데
이터 중 오픈마켓을 직접 언급한 순수 브랜드 댓
글 의견 53만5179건을 추리고 긍정 부정 의견
을 언급한 8744건을 분석해봤다
결과를 보면 언급도 자체는 양으로 따지면 긍

정이든 부정이든 G마켓이 가장 높다 긍정 답변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네이버샵N으로 80%다 다
만 네이버샵N은 언급도 자체가 전체 분석 건수
중 1%에도 못 미친다 네이버샵N을 빼면 11번
가가 77%로 가장 높다 다음은 인터파크 73%
옥션 63% 순이다 반면에 가장 높은 언급도를
보였던 G마켓은 59%에 머물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인지도는 G마켓이 가장 높지만 긍
정 비율은 11번가가 가장 높다
재미있는 것은 홈쇼핑과 달리 오픈마켓은 브
랜드 버즈량에 비례해 소비자 만족도가 움직였
다는 점이다 분석을 맡은 박민용 유엑스코리아
연구원은 홈쇼핑은 다양한 가격대 상품을 취
급하는 반면 오픈마켓은 비교적 가격대가 저렴
하거나 비슷한 가격이나 품질을 갖춘 상품을 판
매하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
으로 데이터가 거의 없는 네이버샵N을 빼면 만족
도가 가장 높은 곳은 11번가(80%)로 나타났다
인터파크 69% 옥션도 67% 순을 나타냈다
반면에 인지도나 품질 만족도에서 좋은 점수
를 보였지만 부정 의견도 많았던 G마켓은 서비
스 만족은 51% 불만족 비율은 49%로 나타났
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서비스
에 대한 단순 의견은 물론이고 카드나 적립금
사은품 세일 등 온갖 혜택 배송과 반품 처리 등
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 다른 조사보다 불
만족 비율이 높았고 항목 중 할인 세일 만족도
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눈길을 끈 건 G마켓에 대한 불만족 의견 비중
이 높다는 것이다 해외 배송 관련 반품이나 환
불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다
실제로 신고나 반품 환불에 대한 부정적 의
견만 따로 추려보면 G마켓에 대한 부정적 언급
비율은 74%에 이른다
옥션(13%)과 인터파크(7%) 11번가(6%)보
다 압도적으로 높다
배송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마찬가지다 G마
켓이 32%로 가장 높고 인터파크 27% 옥션
24% 11번가 17% 순이다
카드나 적립금 사은품 세일 같은 혜택에 대
한 부정 의견에서만 11번가가 60%로 가장 높았
고 G마켓 21% 옥션 18%가 뒤를 이었다
결국 G마켓은 혜택에선 좋은 평가를 끌어냈

지만 신고나 반품 환불과 배송 등에서 상대적으
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한 셈이다
이런 결과는 이번 조사 대상 중 타인 추천 의
사만 골라낸 데이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타인 추천 의사가 가장 높은 곳은 11번가로 나
타났다 단순 추천 의견을 추려내 보니 11번가
는 77%에 이르는 높은 타인 추천 의견을 보였
다 다음으로 인터파크 14%를 나타냈고 G마켓
과 옥션은 각각 8% 1%에 머물렀다
박민용 유엑스코리아 연구원은 단순 추천
의사 외에도 인지도나 가격 품질 서비스 등 다
른 항목에서도 11번가 추천 의사가 가장 많았
다며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가 가장 높
다고 설명했다

싼 게 비지떡? 저희는 달라요

money money해도 오픈마켓이 제일 싸

품질 불만 대부분 짝퉁G마켓 만족도 최고

댓글 879건 중 826건 긍정

오픈마켓 품질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괜찮다는
의견이 반수가 넘었다 물론 부정적 의견도 상당하
다 부정 의견 중 가장 많은 건 가품(가짜상품)이
다 품질에 대한 의견 139건 중 무려 89건 64%가
가품에 대한 부정 의견으로 나타났다 가품에 대한
불만은 인지도에 따라 G마켓(36%) 옥션(34%)
11번가(30%) 순을 기록했다 품질에 관한 긍정 의
견은 디자인이나 무게 상품 구성 등 다양하게 나
타났다
품질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G마켓이다 G마
켓은 69%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인터파크가 64%

를 나타냈고 11번가(58%) 옥션(55%) 순이다 네
이버샵N은 언급도 자체가 거의 없다 불만족 비율
은 품질 만족도 역순이다
다만 품질 만족도에 대한 의견은 만족 불만족
여부를 떠나 인지도 혹은 많이 팔리는 곳에서 긍정
비율도 높고 부정 비율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픈마켓 품질에 대해서는 소비자 대
부분이 비슷하게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품
질 업체별 비율이 아니라 전체 만족도 불만족도만
따로 뽑아보면 G마켓과 옥션 11번가가 모두 상위
에 올랐다

업체 상관없이 만족도 높아
오픈마켓 가격 만족도는 브랜드와 관계없이
대부분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실제로 가격에 대해 직접 언급한 조사기간 동
안 소셜 데이터 879건에 달린 댓글 중 무려 826
건이 긍정 의견이었다 부정 의견은 53건에 그쳤
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끈 건 11번가다 11번가는
가격과 관련해 긍정 의견이 295개나 붙었다
저렴해서 자주 찾는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다
만 다른 브랜드 역시 만족 비율이 대부분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