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1.073

신뢰받는 블로그 콘텐츠의 특성 탐구:
파워블로그의 사용후기분석과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Attributes of Trusted Blog Contents:
Through Analysis of Product-reviews in Powerblogs and Consumer Survey

소현진 

성신여자 학교 미디어커뮤니 이션학과 

Hyeonjin Soh(hjinsoh@sungshin.ac.kr)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블로그 콘텐츠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블로그 속성을 찾는 것이다. 이를 하여 1단계

에서는 블로그 이용자의 질  설문을 통하여 워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 속성을 도출하고, 2단계로 온라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 신뢰 속성의 요도를 평가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가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해 고려하는 35개의 신뢰 속성이 도출되었다. 개별 신뢰 속성

은 유명도, 실재감, 매력도, 진실성, 문성의 다섯 신뢰요인으로 범주화되었다. 둘째 반 으로 ‘가치 있는 

정보의 제공’과 ‘진실한 의도’가 블로그 신뢰성 평가에 가장 요한 향을 미치는 속성으로 나타났다. 한 

블로그의 매력도 역시 신뢰성 단에 향을 미치는 속성이었다. 셋째 통 인 신뢰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실재감’이 주요한 신뢰속성으로 등장하 다. 남녀의 차이와 블로그 이용 동기에 따른 신뢰속성의 

요도가 함께 분석되었으며, 이에 근거한 이론 ·실무  함의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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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ttributes of trusted blog product-reviews and to 

examine the weight of each attribute. First, the attributes of trusted blog product-reviews were 

collected through consumer interviews. Second, the trust attributes were examined in terms of 

their relative importance. The results are: 1) Thirty-five of trust attributes were discovered and 

categorized into ‘popularity’, ‘presence’, ‘attractiveness’, ‘trustworthiness’, and ‘expertise’. 2) In 

general, attributes reflecting usefulness, trustworthiness and attractiveness seemed the most 

important trust factors. 3) ‘presence’, which have not been highlighted so far in trust research, 

was emerged as an important trust factor in the web blog contex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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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제품 구매결정  온라인에서 극 으로 정보검색

을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워블로거의 사용후

기를 이용한 블로그 구 마 의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블로그 사용후기의 장 은 독자가 이를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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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반소비자의 경험

에 근거한 솔직하고 믿을만한 정보라고 인식한다는 

이다. 한 블로그는 댓 , 트랙백, RSS, 링크, 스크랩 

등의 부가기능을 통하여 정보를 단시간에 확산시키는 

능력이 우수하다. 따라서 특정 블로그의 독자가 많고, 

그 정보가 독자의 공감을 얻어낸다면 해당 정보는 은 

비용으로 매우 큰 도달률을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블로그 사용후기의 장 을 이용하기 하여 

많은 기업들이 워블로그를 활용하고 있다[1]. 워블

로그는 ‘특정 주제에 해 문가 수 의 지식과 

심을 가지고 활동하여 많은 고정 방문객을 확보한 블로

그’로 통용되며, 특히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 입소문을 

이끄는 역할에서 막강한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 그러나 워블로그라고 하여 모두가 동일한 

수 의 커뮤니 이션효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어떤 블

로그 사용후기는 소비자의 신뢰를 획득하여 구 을 유

발하고 구매 욕구를 진시키는 반면, 어떤 블로그 사

용후기는 단순한 홍보성 로 인식되어 독자의 의구심

을 자아내기도 한다. 블로그 사용후기가 소비자의 신뢰

를 얻거나 혹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 까지 블로그  신뢰성을 탐구한 연구들은 부분 

이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선호 블로그의 신뢰’에 향을 

주는 요인에 을 맞추었다[3-5]. 그러나 우리나라 

블로그 이용자들은 선호 블로그를 정기 으로 재방문

하기보다는, 포털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로 제시

되는 블로그에 속하여 자료를 얻고는 재방문하지 않

는 경향이 있다[6]. 우리나라 블로그 콘텐츠 이용자는 

특정 블로그를 이용하기 보다는 각 상황에 맞는 개별 

블로그 포스트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블로

그 콘텐츠의 신뢰성 연구는 ‘블로그 계정의 신뢰’ 요소

보다는, 해당 블로그에 한 기존 경험이 없는 상태에

서 하게 되는 ‘개별 블로그 포스트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속성을 탐색하는 것이 더 합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 하여 본 연구는 블로그 계정

이 아니라,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도출하고, 이들의 요도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포 으로 수집, 

조사하여 블로그 사용후기의 어떤 속성이 콘텐츠의 신

뢰성 단에 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 다. 이와 더

불어 각 속성이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성에 미치는 

요도를 통계 으로 비교하 다. 요약하자면, ‘블로그 사

용후기의 어떤 특성이 이용자가 그 정보를 믿도록 하는

가?’에 한 탐색이 이 연구의 주요 목 이다.   

II.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문제

1.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뢰성이란 신뢰의 상이 제시하는 메시지를 믿고 

수용하고자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뢰성은 

상의 내재  속성이 아니라 신뢰 상에 해 이용자가 

내리는 주 인 단이다[7][8].  

다양한 요인들이 신뢰성 단에 향을 미치는 것으

로 제시되어왔으며 그  가장 공통 으로 제안된 신뢰

의 요인은 진실성(trustworthiness), 문성(expertise), 

호감(affect)이다[9][10]. 진실성이란 제공된 정보가 정

보 원천의 솔직한 의견이며 왜곡되지 않았다는 인식으

로,  진실성을 나타내는 속성으로는 공정함, 솔직함, 선

한 의도 등이 있다. 문성은 정보 원천이 련 주제에 

해 타당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

다는 믿음으로, 일반 으로 문지식의 보유여부, 경험

의 풍부함, 내용의 깊이 등의 속성으로 측정된다. 마지

막으로 호감은 신뢰 상에 해 이용자가 느끼는 흥미

와 매력을 의미한다. 호의 인 감정의 요성은 인간 

신뢰 계에서 더욱 강조가 되고 있으나, 인지  평가가 

심이 되는 계에서도 역시 요한 신뢰의 차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블로그 콘텐츠의 신뢰요인
온라인 콘텐츠의 신뢰성을 단하는 것은 오 라인 

콘텐츠의 신뢰성 단보다 더욱 어려우며, 일반 인 신

뢰성 단방법은 온라인 콘텐츠에는 합하지 않다는 

지 이 있다. 를 들어 온라인에서는 정보의 상업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는 경우가 드물며, 메시지의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용된 자료에 한 정확한 인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한 정보원천에 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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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의 불가능하여 정보원천의 진실성과 문성에 

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11-13].  

블로그 콘텐츠의 신뢰성을 탐구한 많은 연구들이 블

로거 신뢰도과 블로그 콘텐츠의 품질을 블로그 신뢰성

에 향을 미치는 주된 변인으로 고려해왔다. 국내연구

를 살펴보면 윤혜정 등은 콘텐츠의 범 , 정확성, 유일

성, 링크 정확성, 문법  문장력 등의 콘텐츠 품질인식

과 블로거의 지각된 평 이 워블로그의 신뢰에 유의

미한 향을 끼친다고 밝혔다[3]. 주우진과 노민정은 

워블로거의 문성과 진실성에 더하여 블로그 이용자

들의 가치추구 동인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들은 소비자

가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는 정보원의 문성

에 근거하여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성을 단하는 반

면,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간 연결에 한 욕

구가 높은 경우에는 정보원의 진실성에 근거하여 사용

후기의 신뢰성을 단하는 경향이 높다는 을 보고하

다[4]. 

콘텐츠 생산자인 블로거의 신뢰도가 블로그 신뢰성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기존의 통  오

라인 상황에서 정보원 신뢰를 측정하는 데 쓰 던 진실

성, 문성, 경험 등의 척도를 이용하여 블로거 신뢰성

을 측정하 다[14]. 한편 통 인 정보원의 신뢰성 측

정 척도는 온라인 상황의 특징과 블로그 이용자의 독특

한 을 반 하지 못한다는 비 이 있다. 이러한 비

에 근거하여 블로거 신뢰성을 측정하기 해서는 

문성과 경력 등의 통 인 척도보다는 열정 인

(passionate), 투명한(transparent), 향력 있는

(influential) 등의 블로그 이용자의 을 반 한 척도

가 더욱 합하다는 주장이 있다[15].    

블로그를 학문 으로 탐구하는 연구자들은 신뢰받는 

블로그 콘텐츠의 요건으로 명료한 (focused), 풍부

한 자료(authentic), 깊은 통찰(insightful) 등을 제시하

다[16]. 이에 더하여 정보성(informative), 일 성

(consistent), 공정함(fairness), 유명함(popular) 등의 속

성도 신뢰받는 블로그 콘텐츠의 속성으로 제시된 바 있

다[15].  앞서 언 한 연구들이 블로그 콘텐츠의 신뢰성

에 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인식을 탐구하 다면, 

Rubin과 Liddy는 신뢰받는 블로그 콘텐츠의 구체 인 

속성을 제시하 다. 그들은 블로거의 문성  자기정

보 공개, 블로거의 진실성, 정보의 품질, 표 의 매력도

가 블로그 콘텐츠의 신뢰성을 단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17]. 블로거의 문성은 이름과 

거주지역, 직장, 경력을 포함한 자기정보의 공개와 더불

어 기존 블로그 게시물의 리스트를 통하여 인식된다. 

블로거의 진실성은 게시 의 편향성이나 솔직함, 게시

에서 느껴지는 블로거의 신념과 의견 등을 통해서 

단할 수 있다. 자세함과 정확함, 최신성, 이용자의 정보

욕구와의 일치성 등이 정보의 품질을 구성하며, 마지막

으로 문장력과 디자인의 매력도를 포함하는 표 의 매

력도가 블로그의 신뢰성 단에 향을 미칠 것으로 제

시하 다. 블로그를 직  운 하는 유명 블로그에서도 

블로그의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들은 블로깅 기간, 주제의 문성, 디자인의 우수함, 

매력 인 문장력, 블로그 구독자 수, 블로그 구독자의 

참여수  등이 블로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고 제안하 다[18-20]. 이러한 제안은 신뢰도에 기여하

는 블로그의 속성을 구체 , 포 으로 제시하 다는 

의미가 있으나, 경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자의 제안

을 검증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는 이용자들의 응답을 수집하고 이를 통계

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들의 한계 을 보완하고, 

블로그  사용후기 신뢰도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발견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블로그 이용자들이 블로

그 사용후기의 신뢰성을 단하는 데 있어 블로그의 어

떤 속성을 고려하며, 한 각 속성이 블로그 사용후기

의 신뢰성 평가에 미친 향의 요도를 비교, 검증하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 다. 

연구문제 1. 이용자들이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성 

단을 해 고려하는 블로그의 속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성 평가에 활용

되는 속성들의 요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3. 각 속성의 요도는 이용자의 성별과 블

로그 이용 동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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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Fogg 등의 웹사이트 신뢰성  연구방

법을 원용하 다. Fogg와 그의 동료들은 온라인 정보

의 신뢰성 단에 웹사이트의 어떤 구체 인 요소가 

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하여 그들은 우

선 웹사이트를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한 후, 각 범주에 해

당되는 표  웹사이트를 2개씩 선정하 다. 연구참여

자들은 짝지어진 두 웹사이트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높

은 신뢰성 평가와 낮은 신뢰성 평가의 이유를 자유롭게 

기술하 다. 자유기술된 신뢰성 평가의 이유를 분석하

여 웹사이트의 신뢰성 평가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도출하 다. 그 후 독립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각 신

뢰성 요소의 요도를 측정하 다[21-23]. 국내에서는 

김 기가 Fogg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국내 웹사이트

의 신뢰성을 연구한 바 있다[24][25]. 

본 연구는 상기 연구의 기법을 원용하되, 연구주제인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성 분석에 합한 조사항목으

로 수정하여 진행되었다. 한 Fogg 등이 웹사이트의 

개별 신뢰속성 도출에 그친 것을 보완하여, 신뢰 속성

을 범주화하 다. 이를 하여 변수 간에 내재하는 체

계 인 구조를 발견하는데 가장 합한 방법인 요인분

석을 실행하 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개별 신뢰속성을 

몇 개의 동질 인 신뢰요인으로 범주화하 다. 각 단계

의 자세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 속성 도출: 질적 설문
첫째, 소비자 인터뷰에 이용할 워블로그 사용후기

를 선택하기 하여 사 조사가 진행되었다. 60명의 

학생이 제품 구매를 하여 블로그 사용후기를 참고한 

경험이 있는 제품군을 5가지씩 어내었다. 총 278개의 

응답  화장품(20.9%), 맛집(18.7%), 화/공연(8.6%), 

여행지(7.2%), 의류/잡화(6.9%), 노트북 등 IT용품 

(6.5%)이 주요한 제품군으로 나타났다. 이  성별에 

따른 이용도 차이  구매 시 고려사항의 차이가 비교

 은 노트북, 맛집, 시회, 여행지를  선정하 다. 

그리고 각 제품군별로 유사한 상품의 사용후기를 게시

한 워블로그를 2개씩 검색하여 모두 8개의 워블로

그 사용후기를 선정하 다. 

둘째, 블로그 이용자의 사용후기 신뢰성 평가에 향

을 끼치는 속성을 추출하기 하여 질  설문이 시행되

었다. 총 240명의 블로그 이용자가 연구에 참여하 으

며, 각 제품군에 60명씩 배치되었다. 각 연구참여자는 

주어진 동일제품군에 한 워블로그 사용후기 1 에 

속하여 내용을 충분히 읽어본 후, 짝지어진 두 사용

후기  상 으로 신뢰성이 높은 후기와 낮은 후기를 

선택하 다. 이어서 해당 블로그 사용후기의 어떤 특성

이 다른 후기에 비해 신뢰도에 정  는 부정  

향을 미쳤는지를 자유형식으로 기술하 다. 최 한 실

제 블로그 검색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만들기 하여 블

로그 주소를 제공하고 연구자의 감독 하에 이용자가 직

 속하게 하 으며, 가능한 모든 신뢰성 단요소를 

수집하기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보다는 자유기술 형

식을 취하 다. 

마지막으로 훈련받은 두 명의 연구보조원들이 연구 

참여자의 응답을 내용분석하여 의미가 유사한 응답을 

항목화하 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은 응답자만 

답하여 의미 있는 항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응답은 제

외하여 최종 으로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성에 향

을 미치는 속성을 도출하 다.  

2. 신뢰 속성의 중요도 평가: 양적 설문
도출된 신뢰 속성의 요도를 평가하기 하여 온라

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에서는 이  단계

에서 도출된 신뢰 속성이 제시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

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해당 속성이 신뢰성 평가에 

매우 정 으로 향을 미치면 +2, 약간 정  향

을 끼치면 +1, 별다른 향을 미치지 않으면 0, 다소 부

정 인 향을 미치면 –1, 매우 부정 인 향을 미쳤

으면 –2의 항목에 표시하 다. 설문에는 블로그 이용

동기(정보추구동기 2개 문항, 교류추구동기 2개 문항), 

블로그의 사용후기 이용정도, 그리고 연령과 성별을 묻

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편의표본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390명

의 성인남녀가 연구에 참여하 다. 불완 한 응답과 블

로그 사용후기 이용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제외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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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으로 338명의 응답이 분석되었다. 응답자는 모두 

만 19세～29세의 연령에 속하며, 남성 47.9%, 여성 

52.1%로 구성되었다. 

개별 신뢰 속성의 요도는 연구참여자들이 평가한 

요도 수를 평균하여 산출하 다. 한 각 신뢰 속

성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신뢰성 요인으로 범주화되고 

요인에 재된 항목의 내용을 반 하는 요인명이 붙여

졌다. 마지막으로 신뢰성 요인들의 상  요도가 분

석되었다. 

IV. 연구결과 

1. 파워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 속성
제시된 워블로그의 제품 사용후기에 한 소비자

의 반응을 분석하여 35개의 신뢰 속성이 도출되었다.

 

a1. 련 주제에 한 포스트가 많이 게시되어 있다

a2.해당 분야의 제품 사용후기를 많이 게시하 다.

a3.제품 설명 시 문용어를 사용한다.

a4. 워블로거(우수블로거) 인증을 받았다. 

a5.검색엔진 검색결과에서 상 에 나타난다.

a6.격식을 차린 어투를 사용한다.

a7.사용후기에 달린 댓 이 많다.

a8.블로거가 댓 에 극 으로 응답한다.

a9.블로그의 고정 구독자가 많다.

a10.사용후기의 조회횟수가 많다.

a11.제품의 장 만을 제시한다.

a12.제품평가에 필수 인 정보를 달한다.

a13.제품의 요 특성 외 부수 인 속성을 설명한다.

a14.다른 제품과의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a15.제품의 장 과 단 을 모두 제시한다.

a16.제품 구매 고려 시 필요한 내용을 달한다.

a17.제품에 한 블로거의 주  평가를 제시한다.

a18.포스트에서 사용한 정보의 출처를 표시한다.

a19.정보제공보다는 본인의 경험을 기록하기 한 목

으로 작성되었다.

a20.자신 의견을 배제하고 객  정보를 제공한다.

a21.디자인, 활자체, 색깔 등에 반 인 호감이 간다.

a22.블로그의 다른 게시 을 찾기 쉽게 구성되었다.

a23.문법  맞춤법에 오류가 있다.

a24.내용이 이해하기 쉽다.

a25.내용을 흥미롭게 달한다.

a26.선명하고 세련된 양질의 사진을 싣고 있다.

a27.포스트를 정성들여 작성하 다.

a28.포스트의 분량이 길다.

a29.친근한 어투를 사용한다. 

a30. 쓴이는 나와 비슷한 이 있는 것 같다.

a31. 쓴이는 문가가 아닌 일반소비자인 것 같다. 

a32. 찬을 받은 홍보 목 의 리뷰라는 느낌이 든다.

a33. 쓴이가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진이 있다.

a34. 쓴이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

a35.실제 경험에 근거한 솔직한 리뷰라는 느낌이다.

블로그 이용자들은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성을 

단하기 해서 블로그의 문성, 블로거의 의도, 제공되

는 정보의 구조  내용  특성, 오락성, 이해용이성, 유

명도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개의 신뢰요소 

 부분은 사용후기의 신뢰성에 정 인 향을 주

는 요인이나, a11, a23, a32는 신뢰에 부정 인 요인으

로 언 되었다. 특이한 사항은 a3, a19, a20는 응답자에 

따라 정 이거나 부정 인 요소로 모두 고려되고 있

다는 이다. 를 들어 어떤 응답자는 문용어를 사

용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인다고 한 반면, 다른 응답자

는 문용어가 오히려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답하 다. 

2. 블로그 콘텐츠 신뢰 속성의 중요도 
2.1 개별 신뢰 속성의 중요도와 집단별 비교
[표 1]에는 35개의 블로그 사용후기 신뢰속성이 요

도의 순서로 제시되었다. 체 평균을 심으로 살펴보

면, 총 35개의 신뢰성 속성  요도가 +1(다소 정

인 향)보다 높은 속성은 9개 다. 해당 속성을 살펴보

면 제공하는 정보의 유용성에 한 속성들과(a15. 제품

의 장 과 단 을 모두 제시한다, a16. 내가 해당 제품

의 구매를 고려할 때 필요한 내용을 달한다. a14. 다

른 제품과의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a12. 제품 평가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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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요소

체

성별 블로그 이용 동기

남 여
정보교류
균형추구

정보 심
추구

A15 1.36 1.26(1)a 1.44(1)a 1.25(1)b 1.47(1)b
A16 1.30 1.19(2)a 1.40(2)a 1.23(2)b 1.38(2)b
A35 1.24 1.17(4) 1.30(3) 1.15(5)b 1.34(3)b
A26 1.19 1.19(2) 1.19(6) 1.17(3) 1.20(6)
A14 1.18 1.08(8)a 1.27(4)a 1.13(6) 1.23(4)
A27 1.18 1.16(5) 1.20(5) 1.16(4) 1.21(5)
A12 1.10 1.09(7) 1.11(7) 1.07(7) 1.13(7)
A25 1.06 1.06(9) 1.07(9) 1.07(7) 1.06(9)
A33 1.02 0.96(12) 1.08(8) 0.94(13)b 1.11(8)b
A24 0.99 0.97(11) 1.00(10) 0.95(12) 1.02(10)
A7 0.99 1.04(10) 0.95(12) 0.97(11) 1.02(10)
A8 0.99 1.12(6)a 0.88(19)a 1.02(9) 0.97(12)
A10 0.90 0.91(13) 0.90(15) 0.90(14) 0.91(14)
A9 0.89 0.88(15) 0.90(15) 0.98(10)b 0.80(18)b
A30 0.87 0.75(20) 0.98(11) 0.88(16) 0.86(15)
A22 0.86 0.81(17) 0.91(14) 0.89(15) 0.84(16)
A1 0.85 0.80(18) 0.90(15) 0.78(21) 0.93(13)
A2 0.84 0.78(19) 0.90(15) 0.88(16) 0.80(18)
A18 0.83 0.86(16) 0.80(20) 0.85(19) 0.80(18)
A21 0.83 0.70(22)a 0.95(12)a 0.85(19) 0.82(17)
A13 0.82 0.89(14) 0.76(21) 0.88(16) 0.76(21)
A17 0.72 0.68(23) 0.76(21) 0.75(22) 0.68(24)
A4 0.71 0.58(26) 0.53(27) 0.59(26) 0.52(27)
A5 0.71 0.74(21) 0.68(24) 0.71(23) 0.70(22)
A34 0.62 0.60(25) 0.64(25) 0.61(25) 0.63(25)
A29 0.60 0.62(24) 0.59(26) 0.63(24) 0.57(26)
A31 0.60 0.44(28)a 0.74(23)a 0.51(27) 0.69(23)
A6 0.38 0.47(27) 0.31(28) 0.44(28) 0.32(28)

A3 0.36 0.30(30) 0.22(30) 0.42(30)b 0.08(32)b
A19 0.30 0.28(31) 0.31(28) 0.34(31) 0.25(29)
A20 0.28 0.36(29) 0.20(31) 0.44(28)b 0.09(31)b
A28 0.17 0.15(32) 0.19(32) 0.23(32) 0.11(30)
A23 -0.61 -0.46(33)a -0.76(33)a -0.52(33)b -0.71(33)b
A11 -0.72 -0.57(34)a -0.85(34)a -0.59(34)b -0.85(34)b
A32 -1.17 -0.99(35)a -1.34(35)a -0.94(35)b -1.40(35)b

수 인 정보를 달한다), 블로거가 실제 경험에 근거

하여 사용후기를 작성했는지의 여부를 단하는 속성

들(a35. 실제 경험에 근거한 솔직한 리뷰라는 느낌이 든

다, a33. 블로거가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진이 제시

되었다), 그리고 블로그의 매력도에 련된 속성들이다

(a26 선명하고 세련된 양질의 사진을 싣고 있다, a27. 

포스트를 정성들여 작성하 다, a25. 내용을 흥미롭게 

달한다). 이와 더불어  블로그 포스트의 이해용이성 

(a24), 타 이용자들의 정  반응(a7, a8, a10, a9)도 평

균 1 을 넘지는 못하 지만 신뢰성 평가에 비교  

요한 속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블로거와의 유사 인식(a30), 블로그 디자

인  구성의 매력도 (a22, a21), 주제에 련된 블로거

의 기존 게시물(a1,a2)  이용한 정보의 출처 표시

(a18)와 제품의 부수 인 속성설명(a13)등이 블로그 사

용후기의 신뢰성에 다소 향을 미치는 요소로 나타났다.  

표 1. 신뢰성 평가 속성의 중요도

괄호 안은 각 집단 내에서의 중요도 순위
a: 남녀 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는 항목(p<.05)
b: 정보교류 균형추구집단과 정보중심 추구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

는 항목(p<.05)

공식 이며 딱딱한 문가형식보다는 친근하며 일반

소비자의 사용후기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신뢰성

을 높이는 데 보다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인다. 를 들어 블로거의 주  평가(a17)와 객 성 

유지(a20)를 보면 주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 신뢰성 

단요소에서 더 요한 정요소로 나타났다(a17의 

요도 0.72 , a20의 요도 0.28 ). 한 친근한 어투

사용(a29)과 일반소비자라는 인식(a31)이 격식을 차린 

어투사용(a6)과 문용어 사용(a3)보다 신뢰성 단에 

더욱 정 인 향을 주었다. 한편 격식차린 어투(a6), 

문용어 사용(a3), 본인경험 기록목  블로그(a19), 객

 정보제공(a20), 포스트의 분량(a28)등은 약간 정

이기는 하나,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데 큰 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이다. 

35개의 항목  신뢰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3

개의 항목은 a32. 찬받은 홍보목 의 리뷰라는 느낌

이 든다( 요도 –1.17), a11. 제품의 장 만을 제시한다 

( 요도 –0.72), a23. 문법  맞춤법에 오류가 있다 

( 요도 –0.61)이다. 이  홍보목 의 리뷰라는 인식

은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성에 매우 부정 인 향을 

미쳤다. 

남녀를 비교해보면 체 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각 

신뢰 속성에 다소 높은 요성을 부과하고 있다. 여성

이 남성에 비하여 유의미한 수 에서 더 요하게 생각

하는 항목은 제품의 장단  제시(a15), 필요한 내용 

달(a16), 비교정보제공(a14), 블로거와의 인식된 유사성

(a30), 블로그의 디자인  요소(a21), 일반 소비자가 작

성한 사용후기(a31)이다. 한 여성은 문법  맞춤법

의 오류(a23), 장 만 제시(a11), 홍보 목 의 사용후기

라는 느낌(a32)의 속성이 사용후기에서 발견된 경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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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다 더 부정 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한편 남성의 

경우 ‘블로거가 댓 에 극 으로 응답한다(a8)’를 여

성보다 더 요한 속성으로 평가하 다. 

수 뿐 아니라 요도 순 의 비교를 통해서도 남녀

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블로거와의 유사성 인식(a30)과 

블로그의 디자인  요소(a21)는 여성에게는 비교  높

은 요도 순  (11 와 12 )를 차지하는 반면, 남성에

게서는 낮은 순 에 치되었다(20 와 22 ). 그리고 

남성의 경우 블로거의 극  응 (a8)의 요도는 

체 35항목  6 에 치되었으나 여성의 경우는 19

에 치되어 비교  덜 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성별 차이와 더불어 블로그 이용동기에 따른 사용후

기 신뢰 속성의 차이를 분석하 다. 선행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정보욕구 충족동기와 인간 교류욕구 충족

동기에 따라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성에 한 단 기

이 달라진다는 을 밝힌 바 있다[4].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을 블로그를 통하여 정보와 교

류를 모두 추구하는 정보교류 균형추구형과 정보탐색

을 주된 목 으로 삼는 정보 심 추구형으로 구분하

다. 유형분류를 하여 정보추구동기 문항 수에서 교

류추구동기 문항의 수를 빼는 방식을 사용하 다. 두 

문항 모두 5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가능한 수의 범

는 –4(정보동기 1 -교류동기 5 )에서 +4(정보동

기 5 -교류동기 1 )이다. 분석결과 자료는 –1.5에서 

+4의 범  안에 분포하 으며 평균 1.19 , 수는 1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 을 기 으로 1  이하는 

정보교류 균형추구형(172명, 51%)으로, 1  과는 정

보 심 추구형(166명, 49%)으로 분류하 다.

표 1을 보면 두 집단은 10개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보 다. 정보 심 추구형은 정보교류 균형추구형

에 비하여 제품의 장단  제시(a15), 구매 시 필요내용 

달(a16), 실제 경험에 근거한 솔직한 리뷰(a35), 실제

로 이용하는 사진 제시(a33), 문법  맞춤법 오류(a23), 

제품의 장 만 제시(a11)과 홍보 목 의 리뷰라는 인식

(a32)을 더욱 요한 신뢰 속성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편 고정 독자의 수(a9), 문용어 사용(a3), 주 을 배제

한 객  정보 제공(a20)은 정보 심 추구형보다는 정

보휴식 균형추구형에게 더욱 요한 고려사항으로 나

타났다. 

2.2 신뢰 속성의 범주화
도출된 신뢰 속성간의 구조를 찾아내기 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요인추출 모델: 주성분 분석, 회

방법: Varimax). 35개의 항목이 모두 투입된 기 요인

분석은 총 10개의 요인을 도출하 다(요인도출 기  

eigenvalue>1,  설명 분산 61%). 두 개 이상의 요인

에 0.4이상으로 재된 다 재 항목을 제거하고, 어떤 

항목과도 묶이지 않고 단일항목이 개별요인을 생성하

는 항목들을 제거하여 다시 요인분석을 하 다. 결과

으로 1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

다(요인도출 기  eigenvalue>1,  설명 분산 59.7%).

표 2. 신뢰성 요소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신뢰성 요소
요인
수

I
사용후기의 조회 횟수가 많다. .759
블로그의 고정 구독자가 많다 .747
사용후기에 달린 댓글이 많다. .706
블로거가 댓글에 적극적으로 응답한다. .662

II
블로거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 .796
블로거가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진이 있다. .706
글쓴이는 나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 .691
실제 경험에 근거한 솔직한 리뷰라는 생각이 든다. .641

III
디자인, 활자체, 색깔 등이 전반적으로 호감이 간다. .812
블로그의 다른 게시글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되었다. .783
사용후기 내용을 흥미롭게 전달한다. .623
선명하고 세련된 양질의 사진을 싣고 있다. .554

IV
제품의 장점만을 제시한다. .815
협찬을 받은 홍보 목적의 리뷰라는 느낌이 든다. .763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제시한다. -.636

V
관련 주제에 대한 포스트가 많이 게시되어 있다. .764
해당 분야의 제품 사용후기를 많이 게시하였다. .744
제품 평가에 필수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465

[표 2]에는 각 요인과 요인에 재된 문항이 제시되

어 있다. 각 요인에 재된 항목의 내용을 반 하여 요

인명이 결정되었다. 조회횟수, 댓 , 구독자 수 등 다른 

블로그 이용자의 평가를 반 하는 요인1은 ‘블로그 유

명도’로 명명되었다. 요인2는 쓴이의 실제 모습과 실

제 사용경험의 유무로, 이는 온라인의 한계인 비실재감

을 보완하는 요소에 한 평가이다. 따라서 요인2는 ‘블

로그 실재감’으로 명명되었다. 요인3은 디자인과 흥미, 

사용용이성을 반 하여 ‘블로그 매력도’로, 요인4는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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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거가 상업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왜곡하지 않는다

는 인식으로 ‘블로그의 진실성’으로 명명되었다. 마지막

으로 요인5는 련 주제에 한 블로거의 과거 경력과 

콘텐츠 제공력에 한 항목으로서 ‘블로거의 문성’으

로 명명되었다. 

[표 3]은 각 요인의 요도 수를 비교한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체표본에서 도출된 각 요인별 요도 

수를 살펴보면 반 으로 매우 비슷한 수 을 나타

내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성별과 

블로그 이용동기에 따라서는 요인별 요도의 차이가 

드러났다. 남성의 경우 유명도-매력도- 문성-실재감-

진실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집단 내 분산분석 결과 각 

요인의 요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며(F=2.451, 

p<.05), LSD를 통한 추가분석에서는 다섯 요인  유명

도가 가장 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요도 

순 는 진실성-매력도-실재감- 문성-유명도의 순으

로 나타났다. 집단 내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F=2.982, p<.05로 각 요인의 요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진실성에 한 인식이 유명도와 블로거의 문

성보다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매력도 역시 유명

도보다 요하게 평가되었다. 남녀의 비교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은 남성의 경우 진실성 요인의 요성이 가

장 낮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진실성이 가장 높은 요

성을 차지하 다. 한 남성표본에서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하는 유명도 요인이 여성표본에서는 가장 낮은 

요성을 가진다는 도 주목할 만한 이다. 

표 3. 신뢰성 요인의 중요도 (within subject ANOVA)

신뢰요소 체

성별 블로그 이용 동기

남 여
정보교류
균형추구

정보 심
추구

유명도 .95 .99abc .90df .96g .92k

실재감 .94 .87a .99 .90i .98l

매력도 .99 .94 1.03f .99hij .98m

진실성 .94 .78b 1.09de .76gj 1.14klmn

전문성 .93 .89c .95e .91h .95n

*각 알파벳기호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쌍을 나타냄.
**진실성 요인 중 상업적 의도 속성은 부(-)적인 중요도를 보이므로  
  절대값으로 환산하여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정보교류 균형추구 집단에서 각 요인의 요도 차이

는 유의미하 으며 (F=3.29, p<.05) 이  블로그의 매

력도와 유명도가 가장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보 심 추구집단 역시 요인별 요도의 차이가 나타

났으며 (F=2.25, p<.05), 진실성 요인이 가장 향력있

는 신뢰성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블로그 사용후기 신뢰성 평가에 향을 미

치는 사용후기의 속성을 탐색하고, 그리고 각 속성이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성 평가에 미친 요도를 분석

하 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로그 이용자들이 블로그에 제시된 제품 사용

후기의 신뢰도를 평가할 때 고려하는 35개의 신뢰 속성

이 도출되었다. 개별 신뢰 속성은 유명도, 실재감, 매력

도, 진실성, 문성의 다섯 신뢰요인으로 범주화되었다. 

특히 제품의 장단  모두 제시, 해당 제품 구매에 필요

한 내용 달, 실제 경험에 근거한 리뷰, 비교정보 제공, 

홍보 목 의 리뷰 등, 정보의 문성과 진실성에 련

된 속성이 매우 요하게 고려되었다. 이와 더불어 선

명하고 세련된 사진, 흥미로운 내용 개, 정성들여 작성

한 포스트와 같은 블로그의 오락  매력이 신뢰성 단

에 향을 미치는 주요 속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은 블로그 사용후기의 상업  의도나 진실

성에 한 민감성이 낮고 신에 유명도에 민감한 반

면, 여성은 블로그의 진실된 의도와 매력에 매우 큰 

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한편 블로그를 통하여 정보추

구와 사회  교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보교류 균형추

구형의 경우는 블로그 포스트의 매력도와 유명도가 신

뢰형성에 요한 요인이며 정보 심 추구형의 경우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단하는 진실성에 한 

평가가 신뢰형성에 가장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신뢰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는 두 

가지 흥미로운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일반  신

뢰상황에서 가장 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 문성’이 블

로그에서는 상 으로 낮은 요도 순 를 차지한다

는 이다. 블로그에서 쓴이의 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블로그의 기존 게시물인데,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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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게시물의 주제와 양의 요성이 사용후기의 진실

성, 매력도, 유명도 보다 낮은 요도 수를 받았다. 이

는 아마도 블로그 정보검색의 기본  동기가 문가의 

의견보다는 일반소비자의 의견을 찾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둘째, 통 인 오 라인 신뢰연구에서 주

목받지 못했던 ‘실재감’이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성 평

가에서는 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등장하 다. 실

재감은 블로거가 실존 인물이며 실제로 제품을 경험하

고 사용후기를 작성하 다는 인식으로, 상의 존재여

부를 알 수 없는 온라인 세상의 한계를 실세계의 요

소로 보완해주는 방법이라 하겠다. 한 유명도 역시 

정보원천에 한 직간  경험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나보다 먼  해당 블로그 콘텐츠를 이용한 사람들의 평

가를 참고함으로써 블로거의 문성과 유용성에 한 

단을 내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온라인 메

시지의 신뢰 평가를 해서는 신뢰성 평가에 쓰이던 

통  척도들이 보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블로그 구 마 에 몇 가지 시사

을 제시한다. 기업의 마 담당자는 워블로그를 선

정할 때 단순히 구독자의 수를 기 으로 할 것이 아니

라 기존 블로그 콘텐츠의 품질과 독자들의 평 이 우수

하며, 특정 분야에 콘텐츠가 집 된 블로그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여성이 목표수용자인 경우는 상업

 의도가 느껴질 만큼의 과도한 장  제시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남성의 경우는 블로그 독자와 댓 수가 많으며, 댓 을 

통한 활발한 블로그 활동을 하는 블로거를 선택하는 것

이 효율  블로그 마 을 해 요하다. 한편 블로

그 사용후기를 작성하는 블로거는 제품을 개 하는 장

면이나, 실제 자신의 생활환경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모

습을 보여주는 것이 독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블로그의 주제를 명확히 하고 해당 주제에 

집 된 게시 을 작성하는 것 역시 독자의 신뢰를 획득

하는 데 정 인 향을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진다. 첫째, 편의

표본을 이용한 모바일 설문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모바일 설문은 집단 면 설문법에 비하여 상황 통

제가 힘들어 불성실한 응답이라는 문제가 두될 수 있

다. 향후에는 모바일 설문보다는 오 라인으로 직  자

료를 수집하여 연구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참가자를 만 19세~29세의 연령 로 국한하

여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블로그 

사용후기의 신뢰 속성을 도출하기 하여 블로그 사용

후기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집단인 20 를 선정하

으나, 향후 연구에는 타 연령 로 확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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