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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블로그가 1인미디어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기업과 함께 마케팅과 광고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산

업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블로그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정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수십 

수백만 개의 블로그를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자동화된 정량적인 평가가 시급한 실정

이다.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의 구조적인 특성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제안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매년 

발표되는 파워블로그 중 요리, 육아, 미술/디자인 카테고리의 파워블로그를 비교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평

가의 방법은 일반적인 미디어 파워의 평가방법인 구독자수를 비교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의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블로그가 높은 수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음이 판명되어 정성적인 평가 보다 높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1990년대 초반 블로그가 탄생한 이후에 블로

그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

나 사람들의 다양한 기호에 부합하는 영향력 

있는 블로그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최

근 포털사이트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블로그를 

선정하므로 기준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블로

그의 선정이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

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거 연구들에서 블로

그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한 포스트 랭킹이나 

블로그의 네트워크 연결망 등에 대해서 상당한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블로그

라는 도구가 어느 정도 상당히 거품이 제거되

고 있어 현시점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

의 형태 또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파워블로

그 시대에 블로그를 평가하는 일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서 블로그를 판단하는 것 보다 자

동화된 방법을 통해서 블로그를 찾고 평가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평가 시 사람이 개입하는 문제

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파워블로그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블로그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

법은 먼저 블로그에서 추출할 수 있는 구조적

인 특징들을 구분하고 브랜드적인 속성과 미디

어적인 속성을 정의하여 평가 방법을 구성하고 

웹 로봇을 이용하여 네이버 블로그의 데이터를 

수집한 후 본 논문이 제시하는 방법을 적용하

여 결과를 출력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

다. 제 2장에서는 기존의 블로그, 포스트 랭킹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이 논

문에서 제안하는 평가 방법을 소개한다. 제 4

장에서는 성능을 평가하고 제 5장에서는 본 논

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

시한다.  

2. 관련연구 

 블로그의 구조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블로그의 

순위를 매기기 위해 과거 검색엔진 알고리즘을 

응용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Fujimura et 

al[1]은 eigenvector 알고리즘을 통해서 

blogger와 page의 링크 연결을 벡터를 기반으

로 구성된 eigenvector를 계산하여 블로그 랭

킹에 도입하였고, Mishne[2]는 블로그 포스트

의 점수를 계산하는데 있어 토픽 관련도, 감성

분석, 스팸탐색 등을 이용하여 opinion검색을 

향상시켰다. Won-Seok Hwang et al[3]은 포스

트, 댓글, 스크랩 등을 액션으로 정의하고 액

션으로 구성된 이분그래프를 이용하여 포스트-

블로거 그래프를 정의하고 포스트랭킹을 시도

하였다. Junghoon Kim et al[4]은 트랙백, 태

그, 댓글을 기반으로 블로거의 명성, 트랙백 

연결성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블로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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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정의하여 블로그의 랭킹을 시도하였다. 

Junghoon Kim et al[5]은 더 나아가 블로거 명

성, 트랙백 연결성 등을 기준으로 블로그 검색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Seung-Hwan Lim et 

al[6]은 파워블로그를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

었다. 파워유저(Power User)라는 개념을 정의

하여 사용자의 콘텐츠 파워와 재생산 파워를 

계산하고 어느 기간까지를 파워유저로 판단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3. 블로그의 구조적 특성과 가치평가 방법 

3.1 기본 개념과 블로그의 구조적인 특성 

 모든 블로그는 일종의 웹문서들의 집합으로 

공통적인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포스트, 

댓글, 트랙백, 스크랩 등이다.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사람들은 웹 상에서 능동적인 행위와 

수동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데 능동적인 행위는 

포스트를 만드는 행위 등이 있으며 반면에 자

신의 포스트에 댓글이 달리는 행위는 수동적인 

행위로서 블로그는 이렇게 구조적인 특성을 가

진 웹페이지의 집합이고, 사람들은 그 웹페이

지에 대해서 행위를 하며 그 숫자의 합으로서 

효용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할 블로그 평가 방법을 

고려하기 위해서 용어의 정의와 몇 가지의 가

정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자동화된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한다. 표1은 이 논문에

서 제시되는 방법을 위해 필요한 블로그의 구

조적인 요소에 대한 정의이다. 구조 요소는 다

양하게 존재하지만 모든 블로그를 통해서 자동

화된 형태로 수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요소는 

표1과 같으며 가정은 다음과 같다.  

l 포스트수, 댓글수, 스크랩수, 태그수

가 많으면 타 블로그에 비해 더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 가정한다.  

l 댓글이 많은 포스트를 다량 보유한 블

로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

다.   

l 최근 포스트는 과거 포스트보다 정보

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가정한다.  

 

<표1> 용어정의 

또한 블로그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가

지의 개념인 브랜드지수와 미디어지수, 커머스

지수를 정의한다   

먼저 브랜드지수(Brand Index, BI)는 브랜드

라는 단어의 정의와 같이 블로그의 특성 중에

서 블로그 콘텐츠 자체로의 의미를 가지는 포

스트나 태그, 링크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계

산하는 방법으로 브랜드지수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다. 미디어지수(Media Index, MI)는 정보

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의미로서 블로그와 방

문자간의 소통을 주로 하게 되는 요소인 댓글, 

스크랩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계산하는 방법

이다. 결국 최종적인 블로그의 평가인 커머스

지수(Commerce Index, CI)는 두 지수의 합이다.  

3.2 블로그 가치평가 방법 

l 브랜드지수(BI)와 미디어지수(MI) 평

가 방법   

평가 지수 CI를 계산하기 위한 BI와 MI를 계

산하는 요소들은 모두 같다. 이 계산법에서 BI

와 MI의 계산을 위한 요소가 같은 이유는 BI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트이고 댓글은 다소 

덜 중요한 요소이다 하더라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고 MI 또한 댓글이 더 중요한 

요소이지만 나머지 요소들도 미디어적인 요소

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요

소들에 대해서 고려하되 다만 각 요소에 대한 

비중(W)을 달리하여 적용하여 BI와 MI의 속성

에 맞게 지수를 계산하며 최종적으로 BI와 MI

값을 합계한다.  

 

<표2> 평가를 위한 요소들 

P : 작성한 포스트수, S : 타인의 포스트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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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블로그에 스크립한 포스트수, PTB : 작성

한 포스트의 트랙백수, STB : 스크립한 포스트

의 트랙백수, PCT : 포스트의 댓글수, SCT : 

스크랩한 포스트의 댓글수, T : 포스트에 입력

한 태그수, PL : 포스트의 링크수, pr : 각 요

소당 노동력에 기준한 가격(포스트는 연간 발

표되는 최저임금, t : 시간적인 비중으로 30일

을 1의 값을 기준으로 30일마다 0.5씩 차감, 

W : 요소별 비중 

l W비중 부여방법                                        

 비중은 각 요소들을 브랜드와 미디어적인 속

성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부여한다. 방법은 0에

서 1사이의 값으로 각 요소가 높은 비중이라면 

1에 가깝고 낮은 비중이라면 0에 가깝다. 또한 

각 지수는 임의로 변동되지 못하도록 확률을 

이용하여 1-BI=MI로 계산하였다. 예로서 브랜

드지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블로거가 직접 

작성한 포스트이며 미디어지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타인이 작성한 댓글이다. 현재 포스트

수의 경우 브랜드지수에서의 비중은 0.8이고 

미디어지수에서의 비중은 0.2이다. 댓글의 경

우는 0.1, 0.9를 사용하고 있다. 비중값은 초

기에 1에서 0.1씩 일정하게 차감되었으나 지나

치게 숫자가 높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을 기준으로 0.05씩 

낮춰가며 비중을 조정하여, 5년4개월간 필요에 

따라 비중이 조금씩 조정되었다. 2013년 5월까

지의 가격분포는 107,694,000원에서 0원까지이

며 기준은 일반적인 포털사이트 디스플레이 광

고금액과 유사하도록 조정되었다. 현재 적용중

인 W비중값은 표3과 같다. 

 

<표3> 요소별 W비중값 

4. 실험결과 및 성능평가 

본 논문을 위해 블로그 평가 사이트인 블로

그얌(http://www.blogyam.co.kr)사이트를 오픈

하여 11만개의 네이버 블로그를 수집하였다. 

이 결과와 함께 매년 네이버에서 발표하는 분

야별 파워블로그 랭킹을 비교하여 수작업으로 

결정한 네이버 파워블로그의 결과와 자동화된 

블로그얌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성능을 분석

한다. 비교 방법은 블로그의 구독자수를 이용

하였다. 구독자수는 일반적으로 신문과 잡지 

같은 미디어에서 파워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블

로그의 구독자수는 개인미디어의 파워를 알려

주는 것이며 구독자수가 높다는 것은 결국 파

워블로그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

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매년 파워블로그를 

발표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중 가장 인기있는 

분야인 요리, 육아, 미술/디자인 블로그 각각 

5개씩 블로그얌 블로그와 네이버 파워블로그의 

구독자수를 비교함으로써 성능을 평가한다.  

4.1 블로그 가치평가 방법을  통한 결과 

 표4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5년 4

개월간 수집한 11만개의 블로그의 주요 데이터 

중 상위 5개의 블로그 랭킹자료이다.  

 

<표4> 블로그얌의 평가결과 상위5위(단위 원)  

 또한 요리, 육아, 미술/디자인 카테고리에서

상위 5위까지의 블로그의 평균 평가금액은 블

로그얌 블로그가 84,915,704원,  40,250,308원, 

33,700,287원이며 네이버 파워블로그는 

28,890,507원, 29,733,432원, 11,118,789원으

로 블로그얌의 블로그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4. 2 구독자수 비교를 통한 성능평가 

일반적으로 신문, 잡지 등의 미디어는 오랫

동안 구독자수로 파워를 측정하고 평가해 왔는

데 블로그 또한 개인 미디어로서 네이버 블로

그를 비롯한 구글 등의 모든 블로그 도구가 구

독자수를 표시하고 있다. 구독자수가 높다는 

것은 높은 미디어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블로그얌 블로그와 네이버 파워

블로그의 구독자수를 비교함으로서 본 논문에

서 제시하는 평가 방법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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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동중인 요리, 육아, 미술/디자인 카테고

리에서 구독자수를 비교하였다. 두 비교대상간

의 카테고리별 구독자수의 평균은 각각 블로그

얌이 63702, 14222, 29556이며 네이버가 29104, 

12645, 25773으로 블로그얌 블로그의 구독자수

가 근소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5, 표6, 

표7은 카테고리별 구독자수에 대한 상세 수치

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일부의 경우에 높

은 편차를 나타내는 것을 제외하고 두 비교대

상이 유사한 형태의 구독자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5> 요리 파워블로그 구독자수 비교 

 

<표6> 육아 파워블로그 구독자수 비교 

 

<표7> 미술/디자인 파워블로그 구독자수 비교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블로그의 구조적인 특징의 브

랜드나 미디어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이용하여 

자동화된 평가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에 시간과 

금액을 고려하여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자동화 하였다. 이 방법은 국내 1위 포털사이

트인 네이버에서 발표하는 파워블로그의 구독

자수와 비교하였을 때 근소한 차이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파워블로그를 

평가하는 계량화된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금

액화 하여 상업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블로그의 평가를 통해서 블로그

를 통한 새로운 광고기법을 개발하거나 광고상

품을 구성할 때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 향후 새로운 미디어로 대두되고 있는 SNS

의 마케팅, 광고 상품을 개발 시에 기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스팸블로그

를 제거할 수 없어서 높은 가격을 평가 받기 

위해 스팸 형식으로 개설된 블로그를 판단할 

수 없었다. 따라서 향후에 스팸 블로그를 구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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