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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number of blog users has been increasing 
significantly, a lot of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find 
out what makes people use a blog or feel satisfied with it.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assumed that 
dissatisfaction is the opposite of satisfaction and a person 
who is dissatisfied with a blog does not use it, failing to 
explain about blog users who do not feel satisfied with their 
blogs but use them continually. In addition, the studies 
found out just blog users' motives and satisfying factors in 
using blogs, and did not suggest any way to improve and 
promote blog servic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blog users in order to examine how the satisfying factors 
of a blog selected through a prior study affect both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of a user.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satisfying factor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group A which affect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equally, and group B which affect them 
differently.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bdivides group 
A into high involvement factors and low involvement ones, 
and group B into motivators, which strongly affect 
satisfaction, and hygiene factors, which strongly affect 
dissatisfact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and promote blog 
services.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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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단순한 정보 
검색 수단이 아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교류를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그 기능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출현한 인터넷 1인 미디어가 바로 
블로그(Blog)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해 보고된 2007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률 및 이용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2007년 12월 현재 만 6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6.3%이며, 인터넷 
이용자 수는 34,820천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40.4%가 본인의 블로그․ 미니홈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7]. 
대표적인 블로그라 할 수 있는 싸이월드는 2001년 
9월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4년에 회원 수 
1,000만 명을 돌파한데 이어 2007년 2월에는 이미 
2,000만 명을 넘어서[디지털데일리, 2007] 2008년 
5월 현재 2,200만을 보유하고 있다[디지털타임스, 
2008].  

블로그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은 
블로그의 활용성에 주목해 왔으며, 학계에서는 
블로그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블로그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블로그 현상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다. 
그러나 기존의 블로그에 대한 연구는 블로그를 
이용하는 동기, 만족 등을 살펴봄에 있어서 사용자 
행위의 긍정적인 한 측면만을 고려함으로써 
“만족의 반대개념은 불만족이며 불만족하면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바탕에 두고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연구들이 “왜 사람들이 
블로그를 이용하는가”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왜 
사람들이 블로그를 이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만족하면 블로그를 
이용하지만  불만족하면 이용하지 않는다는 ‘1요인 
이론’적 사고를 전제로 문제에 접근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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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으로는 만족하지 않으면서도 

블로그를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만족과 불만족이 양극단에 
존재하는 연속체가 아닌 별개의 개념이라는 
Herzberg의 2요인 이론(two Factors Theory)과 
이를 품질 개념에 적용한 Kano의 이원적 품질 
이론을 바탕으로 블로그 만족에 미치는 요인과 
불만족에 미치는 요인이 상이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선행연구를 통해 선별된 만족요인이 만족과 
불만족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블로그의 이용동기 
혹은 만족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쳤을 뿐 그 
결과를 통해 블로그 서비스를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만족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 서비스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를 
진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하여 블로그 만족 혹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였다.  

둘째, 선별된 만족요인이 만족과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한 지 여부를 블로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블로그 만족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유형별 특성에 따른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블로그의 개념 및 특성  
 

블로그(blog)는 웹(web)과 자료를 뜻하는 
로그(log)의 합성어인 웹로그(Weblog)를 줄인 말로, 
인터넷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개인 사이트를 지칭한다[레베카 블러드, 
2003].  

블로그의 일지형태는 다음과 같은 형식상의 
특성과 내용상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형식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기 
형태이고, 주로 짧은 글이 쓰인다. 둘째, 글을 자주 
올리므로 자주 갱신되고, 최신 사건 순으로 글이 
배치되므로 최근 글이 가장 위에 올라온다. 셋째, 
제목과 본문이 첫 화면에 함께 노출된다. 넷째, 
게시물을 작성하과 동시에 발행되고 반영되며, 
각각의 게시물은 HTML로 작성되어 고유한 주소를 
가진다. 다섯째, 카테고리화 되어 있고 트랙백을 
통해 서로 그물망처럼 엮여있다.  

 다음으로 내용상의 특성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 개인이 편집되지 않은 
목소리이다. 주로 개인적인 주제의 글로 기존의 
인터넷 게시물에 비해 편집이 적은 편이다. 둘째 
공개적이다. 셋째, 일대일, 일대다, 다대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블로그 운영자가 
올려놓은 글에 댓글을 달았을 때, 그 글에 대한 또 
다른 블로거가 댓글을 쓸 수 있다. 때문에 독백에 
가까운 글쓰기가 지인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다수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될 수 
있다.[권상희, 우지수, 2005].  

당초 미국에서 시작된 블로그는 사회, 문화, 정치 
종교, 군사 등 다방면에 관심을 지닌 아마추어 
저널리스트들이 전문 지식을 올리는 준 저널리즘 
성격의 사이트를 가리켰다. 블로그는 ‘1인 
1미디어’라고 불려지고 있으나 이것이 한국으로 
이식되면서 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한국형 블로그’로 성격이 
다소 변모하게 되었다[정성호, 2004].  
 
2.2 블로그 만족에 대한 선행 연구  
 

블로그 이용의 만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자아추구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적 요인 그리고 오락적 요인과 정보제공적 
요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은미[2004]는 블로그 서비스의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블로그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블로그 서비스 품질이 요인 중 흥미 
제공성, 디자인, 기능성, 안정성이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싸이월드의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상호작용성 요인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채택되었다. 

박광순, 조명휘[2004]는 웹 블로그 이용동기와 
이용행위가 이용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에서 이용만족도 형성을 
주도하는 요인은 자긍심/정체성, 교제수단, 
상호작용성, 유행성, 영상물 게재 및 감상, 습관, 
이용의 편리성/사회성 등으로 나타났다. 

임지연[2005]은 블로그 이용동기와 이용행위가 
이용만족 및 부정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블로그의 이용동기 중 오락/친교 수단의 
동기와 휴식/현실 도피의 동기는 블로그의 
이용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블로그의 
이용행위 역시 블로그 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블로그 이용 시간, 횟수, 
글 올리는 횟수 등의 블로그 이용이 많을수록 이용 
시 느끼는 만족감이 더 높아짐을 규명하였다. 

권상희, 우지수[2005]는 블로그 이용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하였는데 ‘사회상호작용’, 
‘정보추구’, ‘자아추구’적인 면에서 만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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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블로그 만족요인 관련 선행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특징 

구분 주요 내용 및 특징 

- 블로그 서비스의 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이용과 충족이론을 토대로 접근 
- 서비스 품질의 구성 요인을 기능성, 디자인, 상호작용성, 흥미 제공성, 소속감, 안정성, 

응답성으로 정의하여 정의된 블로그 서비스 품질 요인들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한은미[2004] 

- 인터넷의 웹블로그 이용동기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박광순,  - 이용과 충족이론을 토대로 접근 

- 웹 블로그 이용만족도 형성을 주도하는 요인은 자긍심/정체성, 교제수단, 상호작용성, 
유행성, 영상물 게재 및 감상, 습관, 이용의 편리성/사회성 등으로 나타남 

조명휘[2004] 

- 블로그 이용동기와 이용행위가 이용만족 및 부정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과
충족이론을 토대로 접근함 

- 블로그의 이용동기 중 오락/친교 수단의 동기와 휴식/현실 도피의 동기는 블로그의
이용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블로그 이용이 많을 수록 이용 시 느끼는 만족감이
더 높아짐 

임지연[2005] 

- 블로그 이용 및 만족과 인지 행태에 관한 연구 
- 이용과 충족이론을 토대로 접근 권상희,  
- 블로그 이용에 따른 만족도 조사 실시한 결과 ‘사회상호작용’, ‘정보추구’, 

‘자아추구’적인 면에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나타남 
우지수[2005] 

- 청소년들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만족도 유형이 무엇인 지 알아보기 위해 만족도 관련
38개 문항의 응답결과에 따른 만족도 요인을 살펴봄 

- 이용과 충족이론을 토대로 접근 안지언[2006] 
- 미니홈피의 이용동기와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미니홈피의 이용동기와

만족도 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함 

- 블로그 서비스 품질을 발견하고 블로그 이용자들에게 가치와 고객만족을 주는 서비스
이용동기들을 탐색 조철호,  

- 오락성, 상호작용성, 신뢰성, 편리성의 4개의 서비스 품질요인을 정의하고 이 요인들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함 

강병서[2007]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지언[2006]은 청소년들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만족도 유형이 무엇인 지 
알아보기 위해 만족도 관련 38개 문항의 
응답결과에 따른 만족도 요인을 살펴 본 결과 
‘정보․ 상호작용 만족’, ‘이용․ 관리 만족’, 
‘오락․ 휴식만족’, ‘자아실현 만족’ 유형으로 
구성하여 실증분석 한 결과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가 취업주부인지 미취업주부인지의 여부, 
방과 후 학원에 다니는가 아닌가의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만족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미니홈피의 
이용동기와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미니홈피의 이용동기와 만족도 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조철호, 강병서[2007]는 블로그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가치와 고객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블로그 서비스 품질을 발견하고 블로그 
이용자들에게 가치와 고객만족을 주는 서비스 
이용동기들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오락성, 
상호작용성, 신뢰성, 편리성의 4개의 서비스 

품질요인을 정의하고 이 요인들이 고객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블로그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면 만족하고 만족하면 이용한다는  

 
이용과 충족 이론을 기초로 하여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를 만족에 있어서 
요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불만족을 가져오더라도 
블로그를 이용하거나, 요구가 충족이 되어도 
만족하지 않게 되는 현상에 근거하여 만족과 충족은 
별개의 관점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를 
위하여 Herzberg의 동기-위생 이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3 동기-위생 이론  
 

1  Herzberg et al.[1959]는 동기-위생 이론을 

                                                           
1
 동기-위생 이론은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2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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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원적 품질 이론  제시했다. 그는 미국 피츠버그 지역 내의 11개 
산업체에서 선정한 203명의 기술자와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인간의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밝혔다. 그는 “종업원들이 직무수행을 
할 때 어떤 것이 그들을 불유쾌하고 불만족스럽게 
하는가”, “어떤 것이 그들을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가” 등의 요인들을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Herzberg는 이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즉, 인간에게는 
상호독립적인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욕구범주가 
있는데 이것들이 인간의 행동에 각각 다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을 느끼게 되면 자신이 일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반면에 
인간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는 
경우는 그 만족이 일 그 자체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품의 품질은 객관적 물리적 성질의 측면과 그 

객관적 실체에 대한 주관적 성질의 측면의 두 
가지가 존재함을 일찍이 Shewhart[1931]는 
지적하였다. 특히 고객지향적인 제품개발 또는 
신제품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는 
고객만족이라는 주관적 측면과 요구조건의 부합성 
또는 설계표준에 적합성이라는 객관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류한주, 1995]. 종전에는 
어떤 물리적 상황이 충족되면 사용자가 만족감을 
느끼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느끼게 되는 
일원적 인식방법이 주종을 이루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의 미비한 부분까지는 
불만을 가지면서도, 충분한 경우에는 당연하다고 
느낄 뿐 만족감을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Kano[1984]는 <그림 1>과 같이 품질의 이원적 
인식방법을 제시하며 제품품질뿐만 아니라 
서비스품질을 포괄하여 고객만족이라는 주관적 
측면과 물리적 충족이라는 객관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다. Kano는 소비자 요구사항을 매력적 품질, 
일원적 품질, 당연적 품질의 세 가지 품질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고객만족의 범위를 초월한 
고객의 즐거움(고객감동→감성품질), 가치창조 
측면까지를 고려하는 확대된 품질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요컨대 전통적인 
품질의 정의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사용자의 만족’이라는 주관적 측면과 
‘요구조건과의 일치’라는 객관적 측면 중 하나를 
따르고 있는데 반해 Kano의 이원적 품질인식은 
이러한 품질의 두 가지 측면을 대응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김연성 외, 2004].  

Herzberg는 이 첫 번째 범주의 욕구가 인간의 
환경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직무 불만족을 
예방하는 기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위생요인(hygiene factor)이라 불렀으며, 두 번째 
범주의 욕구는 인간을 보다 우수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효과적인 것이라 여겨, 
이를 동기요인(motivator)이라 불렀다[Herzberg, 
1959]  

2동기요인은 만족요인(satisfier) 이고 위생요인은 
불만족요인(dissatisfier)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서로 반대개념이 아니라 별개의 차원이다. 
즉, 만족요인이 결핍되었다고 해서 직무에 대한 
불만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불만족요인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직무에 대한 만족이나 
직무의 동기부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이론에 근거하면 직무와 관련해서 나타는 
위생요인들을 개선하여 직무동기를 높이려는 
동기부여 전략은 성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족

불만족

불충족 충족
물 리적 충 족  상황 

만족 감

하지만 모든 상황에 있어서 동기-위생 이론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나눠지지 않는 일원적인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원적 요인과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은 없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으로 Kano가 제시한 이원적 품질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여기에서의 만족요인(Satisfier)은 본 연구에서 말하고 

있는 만족요인(Satisfaction Factors)과는 구분된다. 

전자는 동기-위생 이론에서의 동기요인에 해당하며, 

후자는 동기요인 및 위생요인뿐만 아니라 일원적 요인을 

모두 총칭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혼돈을 막기 위해 만족요인(Satisfier)은 동기요인으로 

불만족요인(dissatisfier)은 위생요인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그림 1> 품질의 이원적 인식방법[Kano, 1984] 

 
Kano의 이론은 동기-위생이론에서 유추한 

이론으로 ‘품질의 M-H성’이라고도 한다. 
동기-위생이론의 경우는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의 두 

일원적

매력적 

당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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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인이 존재하지만 Kano의 이론은 매력적 
품질(동기요인에 해당)과 당연적 품질(위생요인에 
해당) 외에 일원적 품질까지 같이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위생요인이 있을 것이다. ([3] < [4])  
가설 3. 블로그에 대해 블로거가 느끼는 만족요인 
중에는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 가지는 관계의 정도가 
비슷한 일원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5] = [6])  
 가설 4. 일원적 요인 중에는 블로거의 관여도에 

따라 만족․ 불만족의 수준이 높은 고관여 요인과, 
만족․ 불만족의 수준이 낮은 저관여 요인이 있을 
것이다.  

Ⅲ. 연구 설계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 요구사항의 충족(불충족)이 
소비자 만족을 선형적으로 증가(감소)시키는 소비자 
요구사항이 있는 반면[임정훈 외, 2004] 요구사항이 
불충족 되면 불만을 갖게 되지만 요구사항이 
충족되더라도 당연하다고 느낄 뿐 만족감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Ⅳ. 연구 방법  
 
4.1 연구변수 및 설문의 구성  
 

블로그도 서비스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때 블로그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원적 요인은 다시 관여도에 
따라서 고관여와 저관여 부분으로 나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립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블로그 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사된 
만족요인들과 콘텐츠 관련 요인 3가지를 추가하여 
총 30가지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3  <표 2> 블로그 만족요인 

만족요인들을 일원적 요인, 동기요인 그리고 
위생요인으로 구분해 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블로그 이용 및 블로그 서비스 
품질의 만족요인 

참고 문헌 

콘텐츠의 품질, 콘텐츠의 양,  
추가함 

콘텐츠의 다양성  
콘텐츠 링크의 편리성,  

 
 

<그림 2> 연구 모형 

 
가설 1. 블로그에 대해 블로거가 느끼는 만족요인 
중에는 블만족보다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이 있을 것이다. ([1] > [2])  
가설 2. 블로그에 대해 블로거가 느끼는 만족요인 
중에는 만족보다 불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3  일반적으로 관여도란 소비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개인적인 관련성이나 관심도를 말한다. 개인이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관여도의 수준에 따라 설득을 위한 

중심적 메시지 단서(cue)와 주변적 단서의 중요성이 

달라지게 된다.  
 

카테고리 변경의 용이성  
P. D. Bachiochi(1997) 

블로그 사이트의 회원 수,  
지인의 높은 참여도 

McMillian(1986) 

콘텐츠의 흥미도  최은미(2004)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에 대한 적극성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에 대한 응답성 

Jos van Iwaarden,  
Ton Van der Leslie Ball, 
Rovert Millen(2003) 
이훈영, 박기남(2000) 

블로그 전체 디자인,  
아이템의 다양성,  
아이템의 가격, 아이템의 품질, 
가입 및 탈퇴절차의 용이성 

Daholkar, et al.(1996) 
이문규(2002) 

의사소통의 용이성,  
블로그 검색의 용이성,  
인맥관리의 용이성, 스크랩 기능,  
랜덤 방문 기능 

Anderson(1996) 
Morh & Nevin(1990) 
김형준(2001) 

자료 업로드의 편리성,  
자료 편집의 편리성,  
모바일 접속 기능,  
로그인 절차의 용이성,  

Novak & Hoffman(2000)
Szymanski & 
Hise(2000) 
Liu & Arnett(2000) 

접속상태의 안정성,  
페이지 이동속도,  
개인정보 보호,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 

Zemke & 
Connel·lan(2001) 
Christy & 
Matthew(2000) 
Doney & Cannon(1997)
Lynch(2000) 
Peppers & 
Rogers(1998) 

블로그 디자인 제작과 공유 기능, 
콘텐츠 공유 허용 및 금지 기능 

Rayport & 
Jaworski(2002) 

 

일원적 

요인 

위생요인 

만족 동기요인 1 

블로그 만족요인 

2 5 

6 3 

불만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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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사된 설문 결과를 SPSS 12.0을 사용하여 
신뢰성 분석을 통한 설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블로그 만족요인에 대하여 충족과 관련하여 
느끼는 만족/불만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추출된 
만족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만족/불만족을 
종속변수로 하여 상반되는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하나는 블로그의 만족요인에 대해 느끼는 만족의 
정도에 대한 긍정적인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블로그의 만족요인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의 정도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이다(그림 3). 

둘째, 두 집단 간의 점수를 토대로 실증 분석을 
위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t-검정은 두 
모집단간의 평균의 차이 유무를 판단하는 통계적 
검정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고 일원적 
요인인 지 이원적 요인인 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본 연구에서의 주가 되는 실증 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림 3> 설문방법의 예시 
 
  설문지는 블로그 만족요인 30개의 만족에 대한 
30개 문항, 불만족에 대한 30개 문항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4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6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항목에 대한 응답은 리커트 11점 등간척도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11점 척도를 사용한 이유는 5점 
척도나 7점 척도보다 섬세한 반응을 유도하여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척도 점의 수가 많을 수록 
측정의 분산도가 커지는 동시에 분석결과가 더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채서일, 2003).  
 
4.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조사는 인터넷 상에서 블로그를 이용하는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표본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비용 상의 한계로 편의표본 
추출법에 의해 국내 인터넷 사용자 중, 특히 
인터넷의 이용이 많고 개인 블로그의 접속이 활발한 
사람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으며, 10~60대의 
다양한 나이 대에서 직장인, 학생 및 주부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경우 블로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총 
35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내용이 
누락된 27부의 설문을 제외한 323부의 표본을 
통해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셋째, 실증 분석 결과 차이가 있음이 유의하게 
나온 이원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만족과 불만족 중 
어느 부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를 구했다. 평균차가 양의 값을 보인 
요인들은 동기요인으로, 음의 값을 보인 요인들은 
위생요인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넷째,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요인들에 
대해서는 일원적 요인으로 판단하되 평균값이 5점 
이하를 나타낸 일원적 요인에 대해서는 저관여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V. 연구 결과  
 
5.1 표본의 특성  
 

표본 분석 결과 총 응답자 350명의 구성을 보면 
남자가 153명(47%)이고 여자가 170명(53%)로 
여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10대가 53명(17%), 20대가 217명(67%), 30대가 
42명(13%), 40대 이상이 11명(3%)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를 가지고 있고, 타인의 
블로그에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145명(45%), 반면 나의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타인의 블로그를 방문하며 이용하는 
사람들은 178명(55%)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분류 빈도 비율(%)

남성 153 47 
성별 

여성 170 53 

10대 53 17 

20대 217 67 

30대 42 13 
연령 

40대 이상 11 3 

직장인 104 32 

학생 190 59 

자영업 13 4 

주부 10 3 

직업 

기타 6 2 

개인 블로그 운영 145 45 블로그 
이용 형태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음 178 55 

콘 텐츠 의 품 질은  블 로 그  
만족 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 

콘 텐츠 의 품 질은  블 로 그  
불 만족 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가? 

두  집단간의 점수 를  토 대로  
t-검정(독 립표 본  t-검정)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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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측정 척도 검토  
 

신뢰도(reliability)는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으로 비교 가능한 독립된 측정 방법에 의해 
대상을 측정하는 경우 결과가 비슷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채서일, 2003]. 신뢰성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검사법,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을 고려한 Cronbach's α 계수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어 측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사용하였다. Nunnally[1978]에 의하면 탐색적인 
연구분야에서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가 0.6 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0.8,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0.6 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다(Van de Ven and Ferry, 1980).  

신뢰성 분석 결과 30문항에 대한 전체 
Cronbach's α 값은 0.932로 높은 신뢰성을 
보였으며, 각 요인들에 해당하는 항목이 삭제될 
경우의 Cronbach's α 값 역시 30개 항목 모두 
0.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5.3 실증 분석  
 

만족과 불만족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각각의 요인마다 만족에 대해 느끼는 
정도와 불만족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하여 차이의 유무를 
검증하였다.  

t-검정은 주로 두 집단 간의 차이의 여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독립변수는 2개이며, 
종속변수가 하나인 경우 사용한다. 또한 변수의 
척도는 독립변수의 경우 두 집단으로 분리할 수 
있는 명목변수가 되어야 한다. 또한 종속변수의 
척도는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등간척도 이상의 척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설문자들이 
집단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에 해당하는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을 
통하여 집단을 설정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이 
특정 요인의 영향도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아닌 
요인들에 관하여 분류를 한다는 취지를 고려하여 
10%의 신뢰수준으로 살펴보았다.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가는 신뢰수준 
95%일 경우 P값이 0.05보다 낮게 나타난다면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기며, 신뢰수준 
90%일 경우는 P값이 0.1보다 낮게 나타난다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우연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t-검정 수행결과 신뢰수준 10%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총 15개로 
나타났다. 이는 블로그 이용의 만족요인 중 15개의 
요인은 충족되면 만족하고 충족되지 않을 때는 
만족하지 않는 선형적 증가를 보이는 일원적 
요인과는 달리 충족이 되더라도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불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원적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표 4> 독립표본 t-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블로그 만족요인 

T값 
P 

(유의확률)
평균차

1 자료 업로드의 편리성 0.352  0.725 0.0650 

2 콘텐츠 링크의 편리성 1.822  0.069* 0.3251 
3 카테고리 변경의 용이성 -0.227 0.821 -0.0402 

4 자료 편집의 편리성 -1.587 0.113 -0.2910 

5 모바일 접속 기능 -1.394 0.164 -0.2910 

6 로그인 절차의 용이성 -0.383 0.702 -0.0743 

7 스크랩 기능 3.118  0.002*** 0.5759 

8 가입 및 탈퇴절차의 용이성 -1.813 0.070* -0.3653 

9 블로그 검색의 용이성 1.409  0.159 0.3282 

10 아이템의 품질 1.487  0.137 0.2848 

11 아이템의 다양성 2.125  0.034** 0.5635 

12 아이템의 가격 -2.665 0.008*** -0.5356 

13 블로그 전체 디자인 3.086  0.002*** 0.5418 

14
블로그 디자인 제작과 공유 
기능 

0.998  0.319 0.2786 

15 인맥 관리의 용이성 4.919  0.000*** 0.8731 

16 랜덤 방문 기능 0.091  0.927 0.0186 

17 의사소통의 용이성 2.383  0.017** 0.4427 

18 블로그 사이트의 회원 수 2.423  0.016** 0.4830 

19 지인의 높은 참여도 3.122  0.002*** 0.6068 

20 접속상태의 안정성 0.860  0.390 0.1548 

21 페이지 이동 속도 1.961  0.050* 0.3529 

22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 0.869  0.385 0.1610 

23 콘텐츠 공유 허용 및 금지 기능 0.998  0.319 0.1703 

24 개인 정보 보호 -0.367 0.714 -0.0712 

25 콘텐츠의 품질 3.810  0.000*** 0.6687 

26 콘텐츠의 양 3.952  0.000*** 0.6811 

27 콘텐츠의 다양성 3.155  0.002*** 0.5294 

28 콘텐츠의 흥미도 5.031  0.000*** 0.8452 

29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에 대한 
응답성 

-0.384 0.701 -0.0712 

30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에 대한 
적극성 

-0.065 0.948 -0.0124 

 *** : p<0.01, ** : p<0.05, *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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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원적 요인을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으로 
구분해보기 위해서 평균차를 살펴보았다. 
평균차에서 양의 값을 보인 요인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으로, 음의 값을 보인 요인은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요인으로 판단하였다. 
1번부터 30번까지의 문항에 해당하는 만족집단에서 
31번부터 60번까지의 문항에 해당하는 
불만족집단의 차가 양의 값을 보인다면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음의 
값을 보인다면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5> 동기요인 및 위생요인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블로그 만족 요인 
P 

(유의확률) 
평균차 

요인 
구분 

1 콘텐츠 링크의 편리성 0.069* 0.3251  동기요인

2 스크랩 기능 0.002*** 0.5759  동기요인

3 가입 및 탈퇴절차의 용이성 0.070* -0.3653 위생요인

4 아이템의 다양성 0.034** 0.5635  동기요인

5 아이템의 가격 0.008*** -0.5356 위생요인

6 블로그 전체 디자인 0.002*** 0.5418  동기요인

7 인맥 관리의 용이성 0.000*** 0.8731  동기요인

8 의사소통의 용이성 0.017** 0.4427  동기요인

9 블로그 사이트의 회원 수 0.016** 0.4830  동기요인

10 지인의 높은 참여도 0.002*** 0.6068  동기요인

11 페이지 이동 속도 0.050* 0.3529  동기요인

12 콘텐츠의 품질 0.000*** 0.6687  동기요인

13 콘텐츠의 양 0.000*** 0.6811  동기요인

14 콘텐츠의 다양성 0.002*** 0.5294  동기요인

15 콘텐츠의 흥미도 0.000*** 0.8452  동기요인

  *** : p<0.01, ** : p<0.05, * : p<0.1.  

 
평균차를 이용해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을 구분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15개의 이원적 요인 중 
‘가입 및 탈퇴절차의 용이성’과 ‘아이템의 
가격’은 위생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13개 
요인들은 모두 동기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콘텐츠 관련 요인들인 ‘콘텐츠의 양’, ‘콘텐츠의 
품질’, ‘콘텐츠의 다양성’, ‘콘텐츠의 흥미도’ 
부문과 ‘인맥 관리의 용이성’ 요인은 모두 0에 
근접하는 높은 유의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블로그의 이용동기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아실현’이나 ‘상호작용성’과 그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반면 ‘아이템의 가격’이나 
‘가입 및 탈퇴절차의 용이성’ 등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만족을 야기하지만 충족이 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큰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위생요인임을 
유추할 수 있다.  

t-검정 수행 결과, 신뢰수준 10%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총 15개로 

나타났다. 이 15개의 요인들은 충족에 비례하여 
만족감이 선형적 증가를 보이는 일원적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원적 요인은 평균값을 통하여 관여도를 
파악하였다. 평균값의 중간 값이 5점을 초과하면 
상대적으로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5점 
이하의 수준일 경우는 관여도가 낮은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표 6> 일원적 요인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블로그 만족 요인 

P 
(유의확률)

평균값

관여도

1 자료 업로드의 편리성 0.725 6.658 고관여

2 카테고리 변경의 용이성 0.821 6.379 고관여

3 자료 편집의 편리성 0.113 6.396 고관여

4 모바일 접속 기능 0.164 4.827 저관여

5 로그인 절차의 용이성 0.702 6.440 고관여

6 블로그 검색의 용이성 0.159 6.783 고관여

7 아이템의 품질 0.137 6.198 고관여

8
블로그 디자인 제작과 공유  
기능 

0.319 6.461 고관여

9 랜덤 방문 기능 0.927 5.006 고관여

10 접속상태의 안정성 0.390 7.028 고관여

11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 0.385 7.192 고관여

12 콘텐츠 공유 허용 및 금지 기능 0.319 6.599 고관여

13 개인 정보 보호 0.714 7.091 고관여

14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에 대한 
응답성 

0.701 6.890 고관여

15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에 대한  
적극성 

0.948 6.889 고관여

 
일원적 요인들 중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관여도를 살펴본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15개의 
일원적 요인들 중 ‘모바일 접속기능’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접속기능’은 블로그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만족과 불만족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랜덤 방문 
기능’ 역시 5점의 점수대에 걸쳐 있으나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적 요인으로 분류된 
요인들을 살펴보면 이원적 요인과는 달리 요인들이 
주로 시스템의 기능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P값이 높게 나타난 ‘고객의 불만에 대한 
응답성’과 ‘적극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 역시 만족과 불만족이 충족과 
선형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실증 분석을 통하여 블로그 이용의 
만족요인들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만족요인들을 
정리해보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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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블로그 만족요인의 분류 

이원적 요인 일원적 요인 

동기 요인 위생 요인 고관여 요인 저관여 요인

자료 업로드의 편리성, 
콘텐츠 링크의 편리성, 

카테고리 변경의 용이성, 
스크랩 기능, 

자료 편집의 편리성, 
아이템의 다양성, 

로그인 절차의 용이성, 
블로그 전체 디자인, 

블로그 검색의 용이성, 
인맥 관리의 용이성, 

아이템의 품질, 
의사소통의 용이성, 가입 및 탈퇴 

블로그 디자인 제작과 공유 기능, 모바일 
블로그 사이트의    회원 수, 절차의 용이성, 

랜덤 방문 기능, 접속 기능 
지인의 높은 참여도, 아이템의 가격 

접속상태의 안정성, 
페이지 이동속도, 

업로드 및 다운로드 속도, 
콘텐츠의 품질, 

콘텐츠 공유 허용 및 금지 기능, 
콘텐츠의 양, 

개인 정보 보호, 
콘텐츠의 다양성,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에 대한 응답성, 
콘텐츠의 흥미도 

고객의 불만이나 요구에 대한 적극성 

Ⅵ. 블로그 서비스 품질 개선 방안  
 

앞서의 연구 결과 블로그 만족요인은 <표 7>과 
같이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요인들은 각기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각 유형별로 
블로그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가. 고객 감동 전략(이원적 동기요인)  
 

만족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전략으로 고객의 만족을 이끄는 요인들이다.  
이 유형의 요인들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고객들의 
불만족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고객이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이므로 충족을 시켜줄 경우 
고객의 만족은 높아지게 된다.  

많은 블로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블로그 
이용동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인이 
오락 및 즐거움, 자기만족 그리고 상호작용성이다. 
이는 Maslow가 주장한 욕구위계설의 자아실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며, 충족과 달리 만족은 
한정적이지 않은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모든 요인들은 동태성을 가지고 있다. 
일테면 TV의 리모콘 기능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고객만족을 창출하는 동기요인이었으나 
현재에는 모든 TV에 리모콘 기능이 있으므로 
당연히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 즉 위생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을 이끄는 이와 같은 유형의 요인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어 구현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노력 지속 전략(일원적 고관여 요인)  
 

만족과 불만족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이 유형의 요인들은 최소한 경쟁사 보다 
같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접속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고객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 
소극적이며 신속하지 못하게 되는 등, 이 유형의 
요인에 대한 노력에 게을러진다면 고객은 
불만족하게 되고, 결국 이용회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다. 최우선 노력 전략(이원적 위생요인)  
 

불만족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이유형의 요인들은 고객이 좋아하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완전히 확보하여야하는 요인들이다. 
고객의 요구는 대부분 일원적인 요인과 관련되며 
고객이 예기치 않은 부분의 충족은 동기요인과 
관련이 될 수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요인들은 
고객으로서는 당연히 갖추어야할 당연적 품질에 
해당하므로 최우선적으로 확보한 뒤 다음으로 
동기요인과 일원적 요인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아이템의 가격이 
턱없이 비싸다거나 로그인 절차가 까다롭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콘텐츠(동기요인)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고객들은 불만을 품게 될 것이다.  

이 유형의 요인들은 한계체감의 법칙이 고스란히 
적용된다. 만족과 달리 충족의 개념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충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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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족이 제거되는 수준까지만 확보하는 것이 
적당하며 그 이상의 투입은 비효율적이며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라. 점진 발전 전략(일원적 저관여 요인)  
 

만족과 불만족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적으로 관여도가 낮은 요인들이다. 이 유형의 
요인들은 자칫 중요도가 적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관심과 중요성이 적어서 
만족과 불만족의 수준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지라도 장기적으로 개선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요인들이다. 특히 블로그 모바일 접속기능의 경우는 
현재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모바일 접속 
환경의 수준이 미비한 수준 등의 문제가 있어 
체감되는 만족과 불만족의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관여도의 접근에서 생각한다면 저관여 요인은 
해당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의 본질적 속성보다는 
주변요소를 더 중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바일 접속 기능 자체의 유용성 보다는 모바일 
접속의 이용률을 높인 뒤 상호작용성을 증대시켜 
유인하는 정책이나 모바일 접속 기능의 유희성 등 
감정적 요소를 개입시켜 차별화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Ⅶ.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블로그 만족에 있어서 만족과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다름을 설명하기 위하여 블로그 
만족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4가지 유형으로 
만족요인이 분류되었다.  

우선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만족요인들을 추출한 
후 만족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블로그의 만족요인을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동기요인과 불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위생요인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원적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다시 일원적 요인은 관여도에 따라 
고관여 요인과 저관여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 4가지 
유형으로 블로그 만족요인이 분류되었다. 아울러, 
분류된 4가지 유형을 바탕으로 향후 블로그 서비스 
품질의 개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보완되어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동기-위생 이론 및 품질의 이원적 인식방법에서 볼 
때 요인들이 영구하지 않고 동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자 사람마다 느끼는 만족과 
불만족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떠한 특정 요인이 꼭 
동기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동기요인 및 위생요인은 시대와 환경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향후에는 집단에 따른 구분을 두고 집단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서 각 유형의 요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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