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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 등 

온라인에 리뷰를 남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리뷰는 자신이 이용해 본 제품이나 서비스

와 관련된 부정적 혹은 긍정적 메시지를 다른 소비자에게 전하는 것으로 해당 상품에 관한 

리뷰는 다른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그러나 리뷰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리뷰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나 N-gram 등을 

이용하여 긍정/부정 자동 분류, 상품의 속성이나 리뷰 작성자인 평가자의 추정과 같은 리뷰 

작성자의 시점이 주요 연구 상이 되고 있지만 리뷰가 해당 상품의 구매자 혹은 잠재적 

고객에게 끼치는 향을 고려한다면 리뷰 작성자가 쓴 문장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뷰를 읽는 사람의 시점에서의 연구도 중요하다(安藤･関根 2014:884). 즉 읽는 사람의 관점에

서 리뷰를 분석한다면 해당 상품에 관한 감상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배경, 상품 추천 이유 

등 다양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서울여자 학교 연구년 수혜 및 2020학년도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여자 학교 일어일문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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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50억 이상이 다운로드를 하 으며1) 해외 여행 시 필수 앱이라고 불리우는 

구글 지도2)의 경우, 여행에서 꼭 필요한 길 찾기 정보뿐만 아니라 호텔, 음식점, 주유소, 이벤트 

등 사용자의 위치 및 시간에 맞는 주변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호텔이나 식당, 공원 

등을 직접 방문한 고객이 해당 장소에 관한 리뷰 및 평점, 사진 등을 남길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구글 지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의 평점이나 

리뷰를 참고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리뷰 가운데는 리뷰 작성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혹은 해당 장소에 한 만족도가 높아 이를 추천하고자 작성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장소를 이용했을 때 느꼈던 불편함이나 불만을 표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해당 장소에 하여 낮은 평점을 부과한 리뷰 중에는 음식이나 

서비스, 시설 등에 불만을 갖고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온라인 리뷰는 불만표명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Boxer(2010:163)에 의하면 불만표명은 불만스

러운 상황을 초래한 상 방에게 직접적으로 불만 사항을 전달하는 직접 불만표명(direct 

complaints)과 불만스러운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 3자에게 불만 사항을 언급하는 

간접 불만표명(indirect complaints)으로 나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리뷰에 적혀진 

불만의 상이 해당 장소의 관계자인 경우에는 직접 불만표명으로 볼 수 있지만 온라인 상에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하여 잠재적인 소비자에게 불만 사항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간접 불만표명 행위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행 전문 웹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에 

남겨진 부정적 리뷰를 분석한 Vásquez(2011)에서는 고객이 작성한 부정적 리뷰 가운데는 직접/

간접 불만표명으로 양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 다. 이처럼 온라인 리뷰는 면 면 

상황에서의 불만표명과 달리 직접/간접 불만표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리뷰의 내용에 

따라 직접 불만표명으로도 간접 불만표명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불만표명을 정의한 Heinemann 

& Traverso (2009:2383)에 따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태도’’로 언급하는 것을 불만표명이라고 

정의하고 구글 지도의 음식점에 관한 리뷰 가운데 평점이 낮은 리뷰를 분석 상으로 하여 

이를 불만표명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본문에서는 평점 부여 역시 리뷰 작성자

의 의사 표현의 하나로 보고 이를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평점이 낮은 리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의 논문에서는 불쾌도에 따른 

불만표명의 분석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본 논문은 불만족도에 따른 온라인 리뷰의 분석과 

1) 2020년 9월 30일 검색 기준
2) 구글 지도( 어: Google Maps)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성 사진, 스트리트 뷰, 

실시간 교통 상황 (구글 트래픽), 도보 및 자동차, 중 교통의 경로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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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이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2. 선행연구

 

불만표명에 관한 연구는 담화 완성 테스트나 회화 분석 등을 이용하여 구어(口語)에서의 

불만표명을 상으로 한 경우가 부분이었다. 그러나 2000년 에 접어들면서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등과 같이 문어(文語)에 나타난 불만표명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Hartford 

and Mahboob, 2004; Ranosa Madrunio B, 2004 등), 담화 화용론(discourse-pragmatic)의 관점에서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이하 CMC3))에서 나타나

는 불만표명에 관한 연구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먼저, 大沢･郷･安田(2010)는 숙박 예약 사이트의 게시판에 나타난 불만표명 및 이에 한 

숙박시설의 답변을 상으로 하여 이들 담화에 사용된 표현 및 담화 구조를 분석하 다. 

그 결과, 불만표명에는 <숙박 설명하기>, <재방문 의사 밝히기> 등을 비롯하여 총 8개 종류의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이에 한 숙박시설의 답변에는 <사죄하기>, <사실 언급하기> 등 총 

14개 종류의 표현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불만표명에 하여 <사죄하기>,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는 < 응 방안 제시하기>,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결의하

기>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 담화가 좋은 인상을 준다고 하 다. 

다음으로 Marja(2010)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eBay에 나타난 독일어 화자와 국 어 화자의 

불만표명을 상으로 1)불만표명 전략 2)직접성의 정도 3)완화표현의 사용 4) 명사의 사용 

5)CMC의 특징과 같은 5가지 관점에서 비교･분석하 다. 그 결과 1)양 언어 화자 간에 불만표

명 전략의 사용 범위에는 차이가 없으며 명시적 불만표명(explicit complaint)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2)양 언어 화자 모두 불만표명을 완화하는 표현보다 강화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 다 3)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국 어화자에 비해 독일어 화자가 

보다 직접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Vásquez(2011)는 여행 전문 웹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에 남겨진 부정적 리뷰 100건을 분석 

상으로 하여 CMC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만표명의 특징을 고찰하 다. 그 결과, 이용객이 

작성한 리뷰의 상당수는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들 리뷰에서 

3) CMC는 일반적으로 구어와 문어 담화의 양쪽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매체로 
특징 지워진다(Vásquez 2011:1708). 



54  日本近代學硏究……第 70 輯

불만표명은 조언(advice)이나 추천(recommendation)과 같은 화행과 세트(speech act set)로 나타

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MC 상황에서 나타난 불만표명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매체를 

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구글 지도와 같이 다수의 이용객을 확보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남겨진 일본어 리뷰를 분석 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리뷰 작성자

가 낮은 평점을 부과한 리뷰를 불만표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논문은 많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구글 지도 리뷰 가운데 도쿄에 있는 유명 우동 식당인 A식당4)에 관한 리뷰를 불만표명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평점이 낮게 부과된 리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리뷰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글 지도에서는 해당 장소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

의 경험을 토 로 작성한 리뷰 및 사진, 평점 등을 남길 수 있다. 리뷰 작성 시 작성자는 

해당 식당에 하여 5점 척도로 평점을 부과하게 되는데 <평점4>, <평점5>를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식당에 한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평점1>, <평점2>를 부과한 경우에는 만족도

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식당에 한 만족도가 상 적으로 높다고 보여지

는 <평점4> <평점5>를 부과한 리뷰를 제외하고 <평점3> 이하를 부과한 리뷰를 분석 상으로 

한다. 2019년 11월 말 A식당에 관한 리뷰는 총 1572건 작성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로 

작성된 리뷰5) 가운데 평점1을 부과한 리뷰 16건, 평점2를 부과한 리뷰 16건, 평점3을 부과한 

리뷰 87건, 총 119건을 분석하여6) 각각의 리뷰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평점이 낮게 부과된 리뷰는 불만표명으로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Vásquez(2011:1710)에서는 부정적인 리뷰의 약 1/3정도는 긍정적인 코멘트와 함께 나타나며 

이러한 경우에 긍정적인 코멘트가 부정적인 내용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평점이 낮게 부과된 리뷰의 개시 부분에 주목하여 리뷰의 개시 부분은 

4) 일본 블로그 사이트인 <食べログ うどん TOKYO 百名店 2020 選出店>으로 선정된 곳으로 현지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도 자주 찾는 곳이다. 본 논문에서는 식당 이름이나 인명 등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은 ○○와 같은 형태로 처리하 다. 

5) 본 논문에서는 전체 리뷰 가운데 어나 한국어, 중국어 등 다른 외국어로 작성된 리뷰는 제외하고 
일본어로 작성된 리뷰만을 분석 상으로 하 다. 

6) 리뷰 작성 시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진은 분석 상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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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리뷰 작성자가 음식이나 식당에 한 부정적인 내용을 기술하

기에 앞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선행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安藤(2013)에서는 라쿠텐트래블, 라쿠텐이치바7)의 리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 상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부분의 리뷰는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인터넷 쇼핑 사이트 운 자 등의 【매도인】, 상품을 구매하거

나 해당 상품을 받은 【매수인】의 3가지 항목으로 집약된다고 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安藤(2013)를 참고로 하여 A식당에 관한 리뷰를 크게 【음식】, 【식당】, 【(리뷰) 작성자】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담화의 가장 작은 기능적 단위인 move8)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일본어 온라인 리뷰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개시 부분은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음식】이란 安藤(2013)에서 언급한 상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해당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에 한 묘사 (맛이나 모양 등)로 구성된다. 다음으로 

【식당】은 安藤(2013)의 분류에서 매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식당, 

식당 주인 및 점원 등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식당 관계자의 응이나 향후 해당 식당을 재방문

할 의사가 있는지에 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리뷰) 작성자】는 해당 식당을 이용한 

후 이에 한 리뷰를 남긴 사람을 의미하며 해당 식당을 방문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 주문내역 

등이 이에 포함된다. 

  

4. 결과 및 고찰

4.1 온라인 리뷰의 내용

본 논문에서는 A식당에 관한 리뷰를 수집하여 이를 내용에 따라 【음식】, 【식당】, 【(리뷰) 

작성자】의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후 이를 다시 move로 분류하 다. 그 결과, 【식당】 > 【음식】 

> 【(리뷰) 작성자】 순으로 다양한 종류의 move가 나타나고 있으며 리뷰 가운데 3회 이상이 

사용된 move만을 분류한 결과 총 24종류의 move가 관찰되었다. 이를 항목별로 예시하면 다음

7) 일본 포털사이트인 라쿠텐에서 운 하고 있는 여행사이트 및 인터넷 쇼핑몰이다. 
8) 中田(1991:281)에서는 말의 기능을 담당하는 최소 단위로 move를 정의하 다. 예를 들어 ｢今, 何時?｣

｢五時だよ｣는 각각 하나의 move로 분류되며 전자의 경우는 [정보요구] 후자의 경우는 [정보제공]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中田(1991)의 정의에 따라 move를 말의 기능을 
담당하는 최소 단위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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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4.1.1 음식

식당에 관한 리뷰는 식당을 실제로 방문한 고객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식당에 관한 리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해당 식당의 음식이나 

서비스에 한 평가이다. 이 가운데 【음식】 항목은 다음과 같이 음식에 한 평가 및 음식 

묘사로 구성된다.

1) 음식평가-음식에 한 평가로 이는 다시 긍정적 평가인 [음식평가＋] 와 부정적 평가인  

[음식평가－] 로 나눌 수 있음. 이 가운데 음식에 한 부정적 평가는 불만표명 전략9) 

가운데 명시적 불만표명에 해당됨

  [음식평가＋] 

    예) 出汁の塩がキツいせいかいりこの良さが感じられない。(③-88)10)

  [음식평가－] 

    예) 美味しくない (①-12)

2) 음식묘사-음식의 모양이나 색깔, 온도 등에 하여 상세히 기술함  

    예) 揚げ物は熱々揚げたてです。(③-13)

  

4.1.2 식당

식당에 한 평가, 식당의 위치나 업시간 등과 같이 향후 식당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다.

1) 식당평가-식당 및 식당 관계자에 한 평가로 이는 다시 긍정적 평가 [식당평가＋]와 

부정적 평가 [식당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시설이나 시스템, 고객 응  등과 같은 

서비스에 한 평가가 포함됨 

9) 李善姫(2006:57)에서는 상 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정도에 따라 불만표명 전략을 1) 不満表明をしない, 
2) 遠回しな不満表明, 3) 理由･説明の要求, 4) 明示的な不満表明, 5) 改善要求, 6) 代償要求, 7) 警告･脅か

し, 8) 非難으로 분류하 다. 이 분류에 따르면 불만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음식평가－]나 [식당평
가－]는 명시적 불만표명에 해당된다. 

10) 첫 번째 제시된 숫자는 평점을 의미하며, -뒤에 제시된 숫자는 데이터 번호를 의미한다. 즉, 예문의 
[③-88]은 평점3을 부과한 리뷰 가운데 88번째 데이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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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평가＋]

    예) 落ち着けるうどん屋 (③-59) 

  [식당평가－]

    예) わざわざ食べに行く価値はないです。(③-68)   

2) 평가이유-식당에 하여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  

   예) 味が下がったから星３ (③-89)     

3) 평가보류-음식 혹은 식당에 한 평가를 보류함

   예) あえて今日食べに行ってみて再評価します (①-2) 

4) 정보-식당의 위치나 특징, 가격, 메뉴, 업 시간 등 리뷰 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예) ランチタイムはかなり並びます。(③-15)    

5) 비교-다른 식당과 비교를 하거나 다른 식당을 추천함

   예) 麺のコシを味わう為に○○11)がベスト。(③-49)

6) 의문제기-식당의 가격, 적정성, 평판 등에 하여 의문을 제기함

   예) で、ここはなんでそんなに高評価なのかな (②-8) 

7) 재방문-해당 식당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다음과 

같이 둘로 나뉨

  [재방문○]  

    예) また来たいと思いました! (③-44)

  [재방문X]  

    예) 2回目はないな。(②-8)

8) 조언-리뷰를 읽는 독자들에게 조언을 함

   예) 讃岐で食べる方が何倍も旨い!! (③-46)   

9) 비난-식당 및 식당 관계자를 비난하거나 경고를 함 

   예) 完全なヤラセ (①-9) 

10) 비꼬기-식당에 하여 비꼬거나 빈정거림

   예) 東京で一番の讃岐うどんてこんな程度? (③-46) 

11) 해당 식당과 비슷한 형태의 식당 이름으로 상호명을 익명으로 처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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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리뷰) 작성자

리뷰 작성자가 해당 식당을 방문한 배경이나 이유, 주문 내역, 방문 시의 느낌 등을 언급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move로 구성된다.

1) 방문배경-해당 식당을 방문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

   예) 東京で一番人気のあるうどん店ということで訪問しました。(③-19) 

2) 방문시간-해당 식당을 방문한 시간

   예) 金曜日12時半に行きました12) (③-30)   

3) 주문내역-식당에서 리뷰 작성자가 주문한 내역

   예) 1回目は釜玉で2回目はかけうどん (②-4)

4) 기 -식당이나 음식 등에 해 갖는 기 감을 나타냄

   예) 楽しみにしていた訪問ですが (③-6)

5) 실망･유감-식당이나 음식 등에 해 실망감, 유감을 나타냄

   예) コシがなく、ダシも薄いうどんにガッカリしました。(③-57)

6) 피해-식당에서 입은 피해, 부당한 우 등을 언급함

   예) 逆ギレされた挙句、聞こえるように悪態をつかれました。(①-3)

7) 이해･납득-식당의 입장이나 상황에 하여 이해･납득했음을 나타냄 

   예) 東京進出にあたり仕方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 (③-8)

8) 기호-음식에 관한 자신의 취향 등을 언급함

   예) どうも関西風の、こしの柔らかいつるつるうどんのほうが好きなので (③-17)

4.1.4 기타

   예) その時の記憶はあまりないのですが、(②-7)

       選択肢が多く意外と迷う。(③-76) 

4.2 평점별 리뷰의 구성

본 절에서는 A식당에 관한 리뷰를 move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평점별로 나누어 각각의 

리뷰가 갖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검토하 다. 먼저 <표1>은 평점1을 부과한 리뷰 16건을 분석

하여 move별 사용 내역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평점1이 부과된 리뷰에

12) 예시문은 구글 리뷰에 작성된 그 로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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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8종류의 move가 관찰되었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평점1이 부과된 리뷰에서는 합계 

52개의 move가 사용되었으며 리뷰 당 평균 3.25개의 move가 사용되었다. 또한 리뷰 가운데는 

예문 1)과 같이 1개의 move로만 구성된 리뷰가 5건 있었으며 나머지 11건은 예문 2)와 같이 

2개 이상의 move로 구성되어 있었다. 

  1) 並ぶほどの店ではない　(①-17)

     [식당평가－]

  2) 思ったより普通。/麺は美味しいが/出汁が四国に比べると風味、旨味が薄い。/13) (③-29) 

     [음식평가－]    [음식평가＋]    [음식평가－]

 

다만 예문 1)과 같이 1개의 move로 구성된 리뷰 5건 가운데 4건은 [음식평가－], [식당평가－]

와 같이 음식이나 식당에 한 부정적 평가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개 이상의 move로 구성

된 리뷰 11건 가운데 9건은 예문 2)와 같이 부정적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표1> move별 사용 내역－<평점1>의 경우 [단위:회(%)]

항목 move 사용빈도 (%) 항목 move 사용빈도(%) 

음식

음식평가＋  1 (1.92)

식당

식당평가＋  1 (1.92)

식당평가－  6 (11.54)음식평가－  8 (15.38)

평가이유  1 (1.92)음식묘사  -

평가보류  1 (1.92)계  9 (17.31)

정보  2 (3.85)

(리뷰)

작성자

방문배경  1 (1.92)

비교  2 (3.85)방문시간  -

의문제기  3 (5.77)주문내역  -

조언  1 (1.92)기  1 (1.92)

비난  6 (11.54)실망･유감  3 (5.77)

비꼬기  3 (5.77)피해  3 (5.77)

재방문O -이해･납득  -

재방문X  4 (7.69)기호  2 (3.85)

계 29 (55.77)계 10 (19.23)

기타  3 (5.77) 합계 52 (100)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점1이 부과된 리뷰 가운데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음식평

가－]로 총 8회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 [식당평가－]와 [비난]이 각각 6회씩 사용되었다. 이처

13) move의 경계를 ｢/｣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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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move 사용빈도 (%) 항목 move 사용빈도 (%) 

음식

음식평가＋  6 (8.96)

식당

식당평가＋  -

식당평가－  9 (13.43)음식평가－ 12 (17.91)
평가이유  5 (7.46)음식묘사  1 (1.49)
평가보류  1 (1.49)계 19 (28.36)
정보  4 (5.97)

(리뷰)

작성자

방문배경  4 (5.97)
비교  3 (4.48)방문시간  -
의문제기  3 (4.48)주문내역  4 (5.97)
조언  4 (5.97)기  1 (1.49)
비난  2 (2.99)실망･유감  1 (1.49)
비꼬기  2 (2.99)피해  -
재방문O  -이해･납득  -
재방문X  1 (1.49)기호  2 (2.99)

계 34 (50.75)계 12 (17.91)

기타  3 (3.13) 합계 67 (100)

럼 평점1이 부과된 리뷰의 경우, A식당의 음식이나 서비스 등 식당에 관한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약 30%이며 [비난], [비꼬기]와 같은 move의 사용 비율이 각각 11.54%와 5.77%로 

이를 합치면 50%에 달하고 있다. 또한 평점2나 평점3을 부여한 리뷰에 비해서 [비난],  [비꼬기]

의 사용 비율은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14). 이를 통해 평점이 가장 낮게 부과된 리뷰에

서는 A식당 이용 시 느꼈던 불만 사항을 음식이나 서비스 등에 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식당에 한 비난이나 경고, 비꼬기 등과 같이 보다 직접적인 불만 

표현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 3), 4)와 같이 식당 방문 시 리뷰 작성자가 

입은 피해나 부당한 우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피해]와 [실망･유감]이 각각 3회씩 사용

되었는데 특히 [피해]의 경우는 평점1을 부과한 리뷰에서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注文を間違えていたので指摘したところ、逆ギレされた挙句、聞こえるように悪態  

       をつかれました。(①-3)

  4) 嫌な気分での食事になり残念でした。(①-8)

다음의 <표2>는 평점2를 부과한 리뷰 16건을 분석하여 move별 사용 내역을 제시한 것이다. 

<표2> move별 사용 내역－<평점2>의 경우 [단위:회(%)]

14) <표2>, <표3>에 제시되어 있듯이 <평점2>에서는 [비난], [비꼬기]가 각각 2회씩, <평점3>에서는 [비난], 
[비꼬기]가 각각 1회씩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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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에 제시한 바와 같이 평점2가 부과된 리뷰에서는 합계 67개의 move가 사용되었으며 

리뷰 당 평균 4.19개의 move가 사용되었다. 리뷰를 항목별로 보면 【식당】에 관한 내용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분석한 결과, 총 19종류의 move가 관찰되었

으며 이 가운데는 1개의 move로 구성된 리뷰는 총 3건 있었으며 ｢普通かも｣｢言うほどすごく

ない｣와 같이 식당에 한 불만을 명시적 표명하는 [식당평가－] 가 2건, ｢今どき｢代表者並び

(割り込み)OK｣とかマジですか？｣와 같이 식당의 응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비난]이 1건 

있었다. 그 외 13건은 2개 이상의 move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리뷰의 개시 부분을 분석한 

결과, [음식평가－], [식당평가－]로 시작하는 리뷰가 4건, 예문 5)와 같이 해당 식당에 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기 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리뷰가 5건, ｢開店当時以来、久しぶり

の訪問でした｣와 같이 [방문배경]으로 시작된 리뷰가 3건,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시작되는 [정보]가 1건이었다. 

  5) 出汁はとても美味しいけど、麺はそれほどでも無かった。(후략) (②-10)

또한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평점2가 부과된 리뷰 역시 A식당의 음식이나 가격, 서비스 

등에 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31.34%로 가장 많았다 ([음식평가－] 17.91%, [식당

평가－] 13.43%). 그러나 평점1이 부과된 리뷰와는 달리 예문 6), 7)과 같이 [음식묘사]와 [주문

내역]이 사용되었으며 예문 8)과 같은 [평가이유]의 사용 비율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鶏の天ぷらは胡椒が効いていて好みが別れる。(②-10)

  7) ちなみに食べたのは山かけうどんです (②-7)

  8) うどん屋としての評価です。(②-13)

다음에서는 A식당에 관한 리뷰 가운데 평점3이 부과된 리뷰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평점3이 부과된 리뷰 87건을 분석한 결과, 1개의 move로 구성된 리뷰는 15건이었으며 나머지 

72건은 2개 이상의 move로 구성되어 있었다. 1개의 move로 구성된 리뷰의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에서 평점3이 부과된 리뷰 가운데 1개의 move로 구성된 리뷰 중에는 평점1이나 

평점2와는 달리 음식이나 식당에 한 부정적인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

으며 오히려 음식이나 식당에 한 긍정적인 평가나 향후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만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2  日本近代學硏究……第 70 輯

<표3> 1개의 move로 구성된 리뷰－<평점3>의 경우

음식
평가－

음식
평가＋

식당
평가＋

의문
제기

정보 조언
평가
이유

기타 합계

1 3 1 1 4 1 1 2 15

다음으로 2개 이상의 move로 구성된 72건의 리뷰가 어떠한 내용으로 시작되는지를 파악하

기 위해 개시 부분의 move를 <그림1>에 표시하 다. 

<그림1> 리뷰 개시 부분의 move－<평점3>의 경우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평점3이 부과된 리뷰의 개시 부분에는 14종류의 move가 나타났

으며 이 가운데 예문 9), 10)과 같이 [음식평가＋], [정보]로 시작되는 리뷰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방문배경], [주문내역] 등으로 시작되는 리뷰가 많았으며 평점1, 평점2가 부여된 리뷰

에서와 같이 음식이나 식당에 한 부정적 평가로 시작되는 리뷰는 상 적으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9) 出汁の香りが良く、食べやすいうどんでした。天ぷら無しでうどんだけ食べた方が  

       良く味わえるかも。常に行列なのが難点。(③-60)

  10) 1000円以下で、そこそこ美味しい讃岐うどんが、お腹一杯食べれます。店員さん

      が、親切な人と、そうでない人とに分かれる。(후략) (③-56)

<표4>는 평점3을 부과한 리뷰 87건을 분석하여 move별 사용 내역을 제시한 것이다.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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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 수 있듯이 <평점3>이 부과된 리뷰에는 총 330개의 move가 사용되었고 리뷰 당 평균 

3.79개의 move가 사용되었으며 [피해]를 제외한 총 23종류의 move가 관찰되었다. 

<표4> move별 사용 내역－<평점3>의 경우 [단위:회(%)]

항목 move 사용빈도 (%) 항목 move 사용빈도(%) 

음식

음식평가＋  65 (19.70)

식당

식당평가＋  15 (4.55)

식당평가－  27 (8.18)음식평가－  26 (7.88)

평가이유   5 (1.52)음식묘사  10 (3.03)

평가보류   2 (0.61)계 105 (31.82)

정보  73 (22.17)

(리뷰)

작성자

방문배경   8 (2.42)

비교  14 (4.24)방문시간   5 (1.52)
의문제기   6 (1.82)주문내역  19 (5.76)
조언  16 (4.85)기   6 (1.82)
비난   1 (0.30)실망･유감   3 (0.91)
비꼬기   1 (0.30)피해   -
재방문O   6 (1.82)이해･납득  10 (3.03)
재방문X   2 (0.61)기호   4 (1.21)

계 164 (49.70)계  55 (16.67)

기타   6 (1.82) 합계 330 (100)

<표4>에서 알 수 있듯이 평점3이 부과된 리뷰에서는 [정보]의 사용 비율이 2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음식평가＋] 19.70%, [식당평가－] 8.18%, [주문내역] 5.76%, [조언] 

4.85%, [식당평가＋] 4.55% 등의 순으로 사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앞에서 제시한 

평점1, 평점2가 부과된 리뷰들과 비교하면 [음식평가＋], [식당평가＋]의 사용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그림2>는 평점별 move의 사용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음식평가＋]의 경우는 평점3>평점2>평점1의 순으로 사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

로 [음식평가－]는 평점2와 평점1 리뷰에서의 사용 비율이 평점3의 리뷰보다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식당평가－]도 마찬가지이며 평점3의 경우 상 적으로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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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평점별 move의 사용 비율(%)

반면 [비난]이나 [비꼬기], [의문제기], [실망･유감] 등은 평점1이나 평점2가 부과된 리뷰에

서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평점1이 부과된 리뷰에서는 예문 11)과 같은 

[조언]이나 예문 12)와 같은 [주문내역]이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조언]의 경우는 평점1 

리뷰에서는 [조언]과 [주문내역]이 각각 5.97%, 평점2 리뷰에서는 [조언]이 4.85%, [주문내역]

이 5.76% 사용되었다. 

  11) 回転が早いという口コミがあるがそれを真に受けると痛い目にあうので注意が必要。  

                                                                            (②-11)

  12) かけ温大を頂きました。(③-51)

또한 식당의 기 시간이나 특징, 가격･메뉴 등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가 평점3이 

부과된 리뷰에서는 22.17%인데 반해 평점1, 평점2 리뷰에서는 각각 3.85%, 5.97%에 불과하

다. 이를 통해 평점이 낮은 리뷰의 경우는 앞의 예문 1)｢行くほどの店ではない｣에서와 같이 

해당 식당을 방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기술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충분하지만 (즉 방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식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른 고객도 해당 식당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여 식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점3이 

부과된 리뷰에는 예문 13)과 같이 A식당의 입장이나 상황 등에 한 이해를 나타내는 [이해･납
득]이 총 10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move의 분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타로 분류되었지만 14)와 같은 감사를 내용으로 하는 리뷰가 2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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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何かの取材が来ていた日で、忙しいそうでしたが (③-56)

  14) ご馳走様でした。(③-3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점1, 평점2와 같이 평점이 낮게 부과될수록 해당 식당에 

한 부정적인 평가 등과 같은 명시적인 불만표명이 많아지며 평점3과 같이 중립적인 리뷰의 

경우에는 해당 식당에 한 명시적인 불만표명 뿐만 아니라 해당 식당에 한 긍정적인 내용, 

식당에 관한 정보, 이해･납득 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장소에 

하여 낮은 평점을 부여한 리뷰는 해당 식당에 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하기보다는 

해당 식당에 한 불만표명 행위의 하나로서 작성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상 적으로 평점이 높게 부과된 리뷰는 해당 식당에 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하는 

입장에서 작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읽게 되는 온라인 리뷰에 

기재된 불만표명을 직접 불만표명인지 간접 불만표명인지 명확히 나누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식당 관계자에 한 부정적 평가인 경우는 불만표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불만표명

을 명시하는 표현이나 비난이나 경고, 비꼬기 등과 같은 표현이 상 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마치며

본 논문에서는 구글 지도의 식당에 관한 리뷰를 불만표명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평점이 

낮게 부과된 리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리뷰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고찰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리뷰의 내용은 크게 【음식】 【식당】 【(리뷰)작성자】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상세히 

분류한 결과, [음식평가－], [식당평가－], [정보] 등 총 24종류의 move가 확인되었다. 

2. 평점이 낮은 리뷰의 경우 [비난]이나 [비꼬기], [의문제기], [실망･유감]과 같이 해당 식당

에 한 명시적인 불만표명이 많으며 중립적인 리뷰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불만표명 뿐만 

아니라 해당 식당에 한 긍정적인 평가, 식당에 관한 정보, 이해･납득 등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어 온라인 리뷰 가운데 평점이 낮은 리뷰를 분석 상으로 하여 이들 

리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만표명 행위로서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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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고찰하 다. 앞으로 평점이 높은 리뷰까지 분석 상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와 비교･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는 구글 지도의 식당 리뷰에 

한정된 분석이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다양

한 형태의 온라인 리뷰 데이터를 수집하여 본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를 재검증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점들의 금후의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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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旨>

 

일본어 온라인 리뷰의 내용과 특성

- 식당에 한 부정  리뷰를 상으로 -

이선희

　본 논문에서는 구글 지도의 식당에 관한 리뷰를 불만표명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평점이 낮게 부과된 리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리뷰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고찰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리뷰의 내용은 크게 【음식】 【식당】 【(리뷰)작성자】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상세히 분류한 결과, [음식평가－], 
[식당평가－], [정보] 등 총 24종류의 move가 확인되었다. 

2. 평점이 낮은 리뷰의 경우 [비난]이나 [비꼬기], [의문제기], [실망･유감] 등과 같이 해당 식당에 한 명시적인 불만표명
이 많으며 중립적인 리뷰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불만표명 뿐만 아니라 해당 식당에 한 긍정적인 평가, 식당에 관한 
정보, 이해･납득 등의 비율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Online Reviews in Japanese 

- Focusing on Negative Restaurant Reviews -

Lee, Sun-Hee

This study analyzed the restaurant reviews on Google Map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laining, and examined the specific 
contents of negative reviews that gave low ratings as well as their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contents of the reviews can be categorized into ‘food’, ‘restaurant’ and ‘reviewer’, which can be subdivided into total 
24 types of moves, such as ‘food evaluation-’, ‘restaurant evaluation-’, ‘information’, etc. 

2. Many reviews that gave low ratings showed explicit complaining about the restaurant, such as ‘criticizing’, ‘being sarcastic’, 
‘posing questions’, and ‘disappointed/sorry’. Neutral reviews showed a relatively high ratio of positive evaluation of the 
restaurant, restaurant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accepting in addition to explicit complai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