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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안내

주의 [1]

전자책은 PC(컴퓨터)로 보기에 최적화 되어 있으므로 모바일 보다

PC(컴퓨터)로 읽으시면 더 좋습니다.

주의 [2]

전자책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불문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은

저자인 워프쌤에게 있으며 전자책의 내용을 2차 저작물로 사용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업데이트 안내

[1] 2022년 5월 : 전자책 출시

[2] 2022년 7월 : 1차 업데이트

[3] 8월 중 2차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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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이벤트 선물 4가지 #

전자책 구입하신분들 중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을 위해 3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 GeneratePress 테마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2] 워프쌤 따라잡기 평생 업데이트

[3] 글쓰기 쉬운 주제 PDF 평생 업데이트

[4] 시크릿 질문권 3회 + α

첫번째는 선물은 테마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입니다.

전자책 리뷰를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GeneratePress 테마를 프리미엄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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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개인적으로 1년 이용권으로 구매하여 이용하신다면 매년 59$를 내면서 프리미엄

테마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평생이용권을 사용한다면 249$를 지불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책 구매자에 한하여 1개의 웹사이트에 1회에 한하여 평생이용권으로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해드리오니 이점 주의 하시고 오래 사용하실 워드프레스 사이트에 업그레이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멋진 웹사이트와 함께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7] 시간을 10배 아껴줄 프로그램 설치.까지 진행 한 후 신청하세요!

두 번째 선물은 전자책 평생 업데이트 입니다.

2022년 5월 5일 시작으로

6월 중 1차 업데이트 : 워드프레스+애드센스+잘 나가는 블로그 분석

8월 중 2차 업데이트 : 워드프레스+제휴마케팅+잘 나가는 블로그 분석

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 지면서 전자책 가격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첫 전자책 구매와 함께 리뷰를 작성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향후 업데이트 를 진행함에 있어 별도 비용 없이 업데이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돈 벌려면 이런 글 써라! 전자책 입니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블로그를 운영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주제 입니다. 대부분의 입문자 또는 초보자 분들은 당장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글을 쓰기 쉬운 주제이면서

생각보다 많은 유입량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는 별도의 전자책(구글 독스 이용) 으로 제공되며 본책의 1차, 2차 업데이트와 같은

일정에 맞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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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선물은 시크릿 질문권 3회 + α 입니다.

워드프레스를 하시면서 또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궁금한 것들 질문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립니다. 입문자, 중급자 할 거 없이 모든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립니다. 어디서? 아백에서!

이벤트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www.aros100.com 으로 이동하여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02> 1초 회원 가입 버튼을 누르고 회원 가입을 한 후 로그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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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워드프레스 강의로 이동.

<04> 후기 작성하기. 결제 이후에 후기 작성 공간이 생깁니다.

<05> 후기를 작성하시면 메뉴 : 커뮤니티 - 1:1 시크릿 질문 으로 이동하세요.

<06> 질문하기 버튼을 누르고 워프쌤을 선택하고 제목은리뷰 이벤트 신청이라고

작성해주세요.

<07>구글 이메일 주소,워드프레스 관리자 주소,워드프레스 관리자 아이디,

워드프레스 관리자 비밀번호 4가지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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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매일 저녁 확인을 한 후 일괄적으로 테마를 업그레이드, 구글 독스 전자책 초대를

해드립니다.

<09> 같은 방법으로 시크릿 질문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진행하는 워드프레스 관련한 설명의 경우 프리미엄 테마로 진행하오니 어려움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꼭 업그레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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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1 워드프레스로 제 2 의 월급 만들기

[1] 워드프레스로 바뀔 인생 스토리.

안녕하세요? 워프쌤입니다.

이 전자책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는 분이거나 본업 외의 부업으로 수익을 더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저도 시작할 때는 그랬으니까요.

이런 부수익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부업 중에서 수익형 블로그가 있습니다.

수익형 블로그도 크게는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가 있지요.

그 중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 워드프레스는 2년전 처음 제가 접했을때만 해도 인터넷

여기저기에 퍼져있던 내용들을 토대로 힘들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어느정도 다뤄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었으며 책과 강의들도 이전 버전의

워드프레스 내용들이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국내 블로그에서는 네이버나 티스토리 사용자는 많지만 워드프레스 이용자는

매우 적고 따라서 진입장벽이 높게 느껴지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책은

“워드프레스를 쉽게 시작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든 4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드프레스 바로 알기

(2)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만들기 8단계

(3) 수익형 블로그 글쓰기의 모든 것.

(4) 고수익을 향해 떠나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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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챕터 내용을 통해 간단하게 수익형 웹사이트 워드프레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인사말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전자책을 통해 배울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이론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 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왜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2챕터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은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만 여기던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제작, 운영 할 수 있게 됩니다. 순서대로 따라

오시면 됩니다. 그래도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몇 시간이면 만들 수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하루 2~3시간 정도 작업하면 2일이면 만드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3챕터 내용을 통해 워드프레스 글쓰기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운영하시는

다른 블로그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저 또한 많이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익힌 내용들입니다. 꼭 정독 하시고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스킬을 배워가시면 됩니다.

수익은 차근차근 따라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4챕터 내용을 통해서는 디지털 노마드가 꿈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팁들을 풀어 놓았습니다. 애드센스 고수익과 여러 가지 수익 파이프라인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에는 다양한 [W-Tip]이 있습니다. 전자책을 완독 하시고 난 후에는 회독할

필요없이 꾸준히 팁들만 반복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웹사이트는 유입량과

노출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어느새 생각지도 못한 수익을 얻으시게 될거라 확신합니다.

이 10가지의 팁들은 현재 저도 꾸준히 사용하는 방법들이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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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본 전자책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적합한 교재입니다.

(1) 처음 수익형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

(2) 워드프레스로 수익형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려는 분

(3) 티스토리 블로그와 워드프레스를 병행하거나 갈아타시려는 분

(4) 나만의 웹사이트로 여러 가지 수익화를 생각하시는 분

처음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여러분은 걱정 붙들어

매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같이 만들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만의 워드프레스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제2의 월급을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 Y-NOTE ☆

(1) 이 전자책으로 당신은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다.

(2) 이 전자책으로 당신은 글쓰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

(3) 이 전자책으로 당신은 디지털 노마드를 실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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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이버 vs 티스토리 vs 워드프레스

우리가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있어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블로그 3종입니다.

여러 기준으로 비교가능하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 기업 영향력 있음. 저품질 있음. 펍벤 없음. 진입 쉬움. 애드센스 불가능.

티스토리 : 기업 영향력 있음. 저품질 있음. 펍벤 있음. 진입 쉬움. 애드센스 가능.

워드프레스 : 기업 영향력 없음. 저품질 없음. 펍벤 없음. 진입 보통. 애드센스 가능.

※ 기업 영향력 : 네이버, 카카오의 결정으로 인해 많은 간섭

※ 저품질 : 대기업 검색엔진 노출 약화

※ 펍벤 : 애드센스 관련하여 노출 약화

국내 포털 1위 네이버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애드포스트부터 시작하여 협찬, 제휴마케팅, 최근에는 인플루언서까지 여러 수익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네이버 블로그 고수익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네이버 블로그는

안타깝게도 구글 애드센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포스팅 누락, 저품질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습니다.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로 티스토리 블로그도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다음 포탈을 시작으로 구글, 네이버로도 유입이 되지만 아무래도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유입이 힘들지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협찬, 제휴마케팅 등을 할 수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와는 다르게 애드센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네이버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저품질, 펍벤, 그리고 카카오의 티스토리 관리

미흡 등으로 자주 운영에 걸림돌이 생깁니다.

네이버, 티스토리 블로그 둘 다 좋은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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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블로그로도 충분히 수익이 발생합니다. 네이버에는 고수익자 블로거들도 많지만

그에 반해 대다수의 블로거들의 수익은 미미합니다. 정말 인플루언서 급이 아니면

고수익의 길은 힘듭니다. 또한 잘못된 광고글들로 인해 수입을 잘 얻다가도 쉽게 저품질에

빠지며 새로 블로그를 만들어 다시 시작하는것도 어렵습니다.

반면에 티스토리에서는 애드센스를 활용하여 충분히 고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7년

티스토리 서비스 종료 논란, 2018년 티스토리 블로거 영구차단 논란 등 카카오 측의 운영

미흡과 더불어 2021년 애드센스 팝업 광고 논란과 같이 구글이 티스토리 애드센스 사용자

전체에게 가해지는 문제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인데 이를 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체가능한 플랫폼이 바로 워드프레스입니다. 본인 입맛에 맞춰 운영이 가능하고 또한

애드센스를 운영하여 수익이 나오는 플랫폼입니다. 즉, 네이버 와 티스토리는 대기업의

플랫폼으로 초반 유입에는 수월하여 블로그를 하는 맛이 있지만 네이버는 애드센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티스토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간다는 점에 있어

워드프레스에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고 느껴지시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전자책을 통해 여러분은 저와 같이 워드프레스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직접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여러분만의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 Y-NOTE ☆

(1) 워드프레스는 기업 영향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2) 워드프레스는 저품질, 펍벤의 걱정이 없다.

(3) 워드프레스는 처음에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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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0억 온라인 건물주, 워드프레스.

자 지금부터 워드프레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워드프레스는 국내 검색엔진으로부터의 저품질, 펍벤으로 인한 문제들에서 자유로우며

특히 구글 애드센스를 활용한 수익을 우선으로 제휴마케팅, 1인 사업, 개인 브랜딩 등

얼마든지 많은 수익화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43%의 웹사이트에서 워드프레스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16%에 머물렀던 이 수치는 올해 2배 이상의 사용량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인 2032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w3techs CMA 동향 보고서)

워드프레스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능을 위한 수 많은 애드온과

개별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 무료의 테마와 플러그인

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웹사이트는 네이버, 티스토리의 제한된 기능들에서

벗어나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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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다룰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완전 초보라도

걱정마세요. 워드프레스는 매우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번 배우면 얼마든지 멋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개인 블로그부터 시작하여 소규모의 비즈니스 관리,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위한 사이트까지 제작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 SNS 와의 호환성도

높으며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테마 및 플러그인도 존재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초보자분들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도메인 계정과 호스팅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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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계정은 인터넷상의 웹사이트 주소를 말하고 호스팅 계정은 워드프레스가 설치되고

필요한 파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을 이야기 합니다.

각각의 계정에 대해 우리는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처음에는 월 1~2만원 정도의

유지비로 매우 적습니다. 물론 유입량이 많아지면 더 많은 유지비가 들겠지만 이는

곧 수익이 많다는 증거이므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며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면 SEO(검색 엔진

최적화)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와 플러그인이 제공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부터 워드프레스는 검색 엔진 트래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검색 엔진에 친화적인 고품질 코드들로 작성 되었기에 구글 및 기타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 순위가 높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나아가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꼭 운영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애드센스에 최적화 된 플랫폼은 없습니다. 단발성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한다면 워드프레스는 첫 번째 관문이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 Y-NOTE ☆

(1)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

(2) 워드프레스를 사용하려면 호스팅 계정, 도메인 계정이 필요하다.

(3) 워드프레스는 애드센스에 친화적인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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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 1위 구글의 광고 시스템, 애드센스.

자 이번에는 애드센스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2015년 ~ 2018년 애드센스 로고]                                [2019년 ~ 현재 애드센스 로고]

구글 애드센스(Google AdSense)는 구글이 운영하는 광고 프로그램입니다.

광고주들이 구글에게 광고를 의뢰하고 구글은 웹사이트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각 웹사이트들에 광고를 게시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일정 수익 이상이 생기면 웹사이트의

소유자들에게 광고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개인 블로그, 유튜브 영상 등 여러 매체를 통해 구글 애드센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클릭 위주로 수익이 측정되고 유튜브는 노출시간과

클릭으로 수익이 측정 되어 지급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익형 블로그는 클릭형 광고수익(CPC)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른 수익창출 파이프보다도 지속가능한 수익으로 효율이 가장 높은것이 CPC 입니다.

이런 광고는 애드포스트(네이버), 애드핏(카카오), 애드센스(구글), 데이블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포스트만 가능하고 티스토리 블로그는 애드핏, 애드센스,

데이블이 가능합니다. 워드프레스는 애드센스, 데이블이 가능합니다.

같은 유입량, 클릭률을 봤을 때 광고 수익을 간단하게 비교하면

애드포스트 ≒ 애드핏 < 데이블 < 애드센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9



우리는 구글 애드센스를 주 수익원으로 갈 생각이기에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 애드센스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광고를 내고 싶은 광고주는 애드센스에 광고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광고를 달고 싶은 웹사이트 소유자는 애드센스에 신청을 합니다. 애드센스에서는 모든

웹사이트에게 광고를 게시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품질이 좋은 웹사이트라 판단되면

통과되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므로 본인의 웹사이트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생긴 말이 바로 ‘애드고시’입니다.

여기서 통과한 웹사이트에는 애드센스에서 광고를 게시하며 해당 광고를 보고 클릭한

양 만큼 우리는 광고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광고가 노출되고 클릭이 많아

질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광고들이 내 웹사이트에 걸리게 될까요? 크게 2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웹사이트 사용자의 관심분야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전거에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자전거 관련한 물품이나 사이트를 방문하다가 갑자기 오늘 이슈가 된

A 연예인 기사를 본다고 합시다. 이 때, 그 기사가 게제된 페이지에서 나오는 애드센스

광고는 자전거 관련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광고는 현재 인터넷 사용에서

본인의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광고는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웹사이트의 분야에 맞춰 광고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내 웹사이트의 분야가

요리에 대한 글들로 가득한 곳이라면 일반적으로 접속한 사람에게는 요리 기기, 식품,

요리 강의 등 요리 관련 광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광고는 구글에 로그인 되어 있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 후 바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런 광고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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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이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내 웹사이트에 애드센스 광고를 게시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광고를

많이 클릭하게 하면 우리는 월급처럼 그 수익을 받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애드센스로 수익을 얻는 것을 정리하면

(1) 내 웹사이트 만들기

(2) ‘애드고시’ 통과하기

(3) 제대로 된 글 쓰기

(4) 내 웹사이트가 노출되게 하기 = 노출량 늘리기

(5) 내 웹사이트에 방문하게 하기 = 유입량 늘리기

(6) 내 웹사이트 광고 클릭하게 하기 = 클릭률 높이기

(1)는 챕터2에서 다룹니다. 당연히 워드프레스로 웹사이트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2), (3)는 챕터3에서 다룹니다.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여 글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 (5), (6)는 챕터4에서 설명합니다. 내 사이트가 노출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노출이 되어도 내 웹사이트로 유입시키지 않으면 소용 없지요. 또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도 정작 광고 클릭율이 낮으면 수익은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 시켜줄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애드센스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만들러 가보실까요?

☆ Y-NOTE ☆

(1) 애드센스 수익은 다른 어떤 CPC 보다도 효율이 좋다.

(2) 광고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

(3) 워드프레스는 애드센스에 친화적인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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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2 워드프레스 웹사이트 제작하기 (입문자 전용)

[1] 워드프레스 기초 공사.

우리는 먼저 웹사이트를 기획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 하기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하기 제작 1단계 제작 2단계 제작 3단계 운영하기

주제 정하기.

분류 정하기.

미리 글쓰기.

호스팅 선정.

도메인 선정.

워드프레스 설치.

테마 설치.

테마 설정.

플러그인 설치.

플러그인 설정

웹사이트 꾸미기. 검색엔진 등록.

애널리틱스 등록.

글 작성.

수정 및 보완.

처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과 생각없이

접근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을 잘 하고 시작해도 앞으로 수정과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 생각없이 제작하다보면 중간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멈추게 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제작하기에 앞서 가능하다면 많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들일 수록 제작 속도와 1차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또한 본인 주제와 관련된 웹사이트가 있다면 벤치마킹 하여 분석하기 바랍니다. 이는

중간에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현재 트렌드를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나 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관심있는

이야기들에 대해 미리 알 수 있으므로 초반 웹사이트 운영에서 유입량을 늘리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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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와 웹사이트 목적 생각하기

주제를 정해보세요. 이때 너무 큰 대주제 뿐만 아니라 디테일한 소주제까지 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이번 전자책을 통해서 예전부터 생각한 주제인 IT기기 관련 리뷰, 비교

웹사이트를 여러분과 같이 제작해 보려 합니다. 막연히 IT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큰

범위입니다. 담아 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반면에 이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분야라고 해도 그 안에서 세분화된 주제를 정하는게 좋습니다.

저는 이럴때 그 주제에 관련된 30개 이상의 글들을 작성하여 채울 수 있는지 생각하고

세분화된 주제를 정합니다. 그 정도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IT 분야 안에서도 제일 먼저 소형 제품 리뷰에 대한 이야기로 채울 생각입니다.

소형 제품 리뷰에 대한 이야기만 다룬다 하여도 저는 해야할 이야기들이 많으며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은 나중에 채워

나가면 됩니다.

실제로 https://www.laptopmag.com/이라는 웹사이트는 처음에 노트북에대해서만 다루기

시작하여 현재는 모바일 분야로 핸드폰과 태블릿 까지 넓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주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디테일한 분야를

정하고 본인이 웹사이트를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제와 함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소형 IT 제품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 정보, 후기 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시작하지만 향후에는 제품의 전문가적인 분석,

제품끼리 비교 등 많은 이야기들을 채워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3~4인 가구에 적합한 제품, 가성비 제품, 고성능 제품 등 여러가지 이야기들로 웹사이트를

채워 나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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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디어 생각하고 미리 글 써놓기

주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머리 속에 많은 아이디어들을 갖추게 될 것 입니다. 이 때

가능하다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워드프레스 전자책 및 강의를 생각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웹사이트 제작을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소형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이지요.

보조 배터리, 무선 이어폰, 유선 이어폰, 무선 충전기, 유선 충전기, 고속 충전기,

컴퓨터 관련 소형 제품인 마우스, 마우스 패드, 키보드, 스피커,

등등 생각나는대로 적어 두고 궁금할 것들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들을 토대로

나중에 우리는 글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글까지 써 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웹사이트 소개 글과 가능한 많은 글들을 미리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챕터3, 챕터4 에서도 이야기 하겠지만 이때 생각한 아이디어들은 매우 쓸모가 있으며 미리

글을 써 놓는 습관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하게 블로그를 운영하게 도와줄 것 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벌써 30여개의 글들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웹사이트가 제작되면

이제 편집만 하여 발행하면 됩니다. 예약발행도 가능하니 향후 큰 부담 없이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카테고리 정하기

너무 많은 카테고리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3개 정도의

메인 카테고리면 충분합니다. 네이버의 메뉴, 티스토리의 카테고리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보통 웹사이트 소개글 1개와 대분류 2가지로 총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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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페이지(카테고리 없이)로 제작된 웹사이트나 소개글 1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치없는 콘텐츠라는 명목하에 애드고시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 IT 제품 리뷰 분야의 웹사이트를 만들겠다 했으니

웹사이트 소개를 해주는 소개 카테고리,

PC 주변기기 리뷰 들을 작성할  카테고리,

모바일 주변기기 리뷰들을 작성할 카테고리,

정도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추가할

생각이고 일단은 위의 3가지 카테고리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미리 많이 만들어 놓고 비운 채로 운영한다면 애드고시 통과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미리 만들지는 말고 어느정도 1~2개의 카테고리에 글이 차서

애드고시를 통과한 후에는 계획에 맞춰 카테고리를 추가하셔도 무방합니다.

☆ Y-NOTE ☆

(1) 웹사이트 제작 전에 디테일한 주제를 미리 생각하자.

(2) 아이디어는 따로 써 두자. 글을 써 놓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

(3) 처음부터 카테고리는 너무 많이 잡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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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드프레스 주소 설정. 호스팅과 도메인.

이번에는 호스팅에 대해 알아봅시다. 앞서 잠깐 이야기 했던 것처럼 우리는 워드프레스가

설치될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컴퓨터에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할 수도 있고

개인서버를 사용하여 해도 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많습니다. 직접 찾아보면 여러가지 호스팅

업체들이 있고 각 업체별로 장,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호스팅 업체와 해외 호스팅 업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호스팅 업체로는 카페24(https://hosting.cafe24.com/),

가비아(https://webhosting.gabia.com/), 닷홈(https://www.dothome.co.kr/)등이 있습니다.

해외 주요 호스팅 업체로는 아마존(https://aws.amazon.com/ko/lightsail/)

블루호스팅(https://www.bluehost.com/), 드림호스팅(https://www.dreamhost.com/)등이

있습니다.

먼저 국내 업체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상담이 수월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응대하므로

자잘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무리없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호스팅 업체들에

비해 같은 용량대비 조금 비용이 비싼 편입니다. 그렇다고 무식하게 비싼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반해 해외 호스팅 업체는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영어로

소통해야하므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운영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은 FAQ

또는 구글링을 통해 많이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귀찮을 뿐.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내 호스팅업체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엄청 차이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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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요시 되는 것이 속도 입니다. 웹사이트 접속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로딩 속도가

느리다면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검색엔진에서도 안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국내에 서버가 있는 국내 호스팅이 더 빠르다 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업체의 경우에도 국내에 서버를 둔 글로벌 호스팅 업체들이

많아져서 지금은 호스팅 업체를 선택하는 기준이 속도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크게 4가지로 언어, 디스크 용량, 트래픽 용량, 비용 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므로 국내 업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향후 워드프레스에 적응하시고 충분히 더 공부하여 문제가 없다면 글로벌 호스팅

업체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권장하는 용량은 11 입니다. 11은 디스크 용량은 1G 내외, 트래픽 용량은

일일 1G 내외를 뜻합니다. 이정도면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고 초반에 연습하기 충분한

용량이며 이후에 방문자가 늘어나 이를 초과하는 상황이 온다면 33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저처럼 처음에 글들을 어느정도 써 두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면

처음부터 33으로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유호스팅의 기본 비용은 11의 경우 설치비 5천원 + 월 사용료 5천원 선이며

33의 경우 설치비 5천원 + 월 사용료 1만원 정도 이므로 부담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가 다룰 카페24의 호스팅의 경우 기본 공유호스팅 이외에 워드프레스에 특화된

호스팅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안인증서 SSL와 함께 웹메일, 스팸차단,

방화벽 등 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물론 기본 공유호스팅에 비해 비용은 설치비가

조금 더 들긴 하지만 추천합니다. 그래봐야 월 5천원 내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애드센스로 충분히 뽑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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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국내 웹 호스팅 점유율 https://ko.hostadvice.com/참조]

여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처음 워드프레스를 시작한다면

국내 호스팅 업체인 카페 24 호스팅을 추천 합니다. 그 이유는 위 점유율과 같이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들(FAQ 또는 구글링)이 많고 초보분들이

사용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카페24 호스팅을 통해 워드프레스에 적응하시고

운영해보는 경험을 가지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로 웹호스팅과 VPS호스팅 그리고 클라우드호스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이야기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팅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호스팅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호스팅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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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웹호스팅은 한 공간을 서로 나누어 쓰는 구조입니다.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생각지 못한 속도 저하 및

과부하 등에 걸릴 수 있습니다.

VPS 호스팅은 한 공간에서 자신에게 할당된 만큼은 혼자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른 사용자들이 침범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본인 문제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클라우드 호스팅은 VPS 호스팅과 비슷한데 훨씬 더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작하는 분들은 일단 웹호스팅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누구에게

영향을 주거나 받을 만큼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공간을 나누어 쓰는

호스팅을 사용하더라도 내 사이트의 트래픽 초과 문제 말고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국내 웹호스팅을 사용하면서 워드프레스의 적응기를

거치고 나서 이후에 정말 감당못할 정도의 트래픽이 발생한다면(이러면 너무 좋겠지요.)

글로벌 VPS 호스팅 업체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 Y-NOTE ☆

(1) 처음 호스팅 업체는 국내 업체로 시작하자.

(2) 해외 호스팅 업체가 느리다는 것은 옛말이다.

(3) 처음부터 너무 욕심 내서 비싼 상품을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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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학생도 따라하는 워드프레스 설치.

카페24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카페24를 방문하여 회원가입부터

하겠습니다. 1) 먼저 카페24(https://www.cafe24.com/) 에 방문해 주세요.

2) 상단 메뉴에서 호스팅 ➠ 웹호스팅으로 이동하세요.

3) 중앙에 호스팅 센터를 클릭해서 이동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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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럼 다음 화면까지 오게 됩니다. 만약 한번에 방문을 원한다면

카페24 호스팅센터(https://hosting.cafe24.com/)로 방문하셔도됩니다.

5) 여기서 좌측에 있는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1

https://hosting.cafe24.com/


6)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7) 약관에 동의하고 인증을 합니다. 간단하게아이디 등 회원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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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갑니다.이 때,가입한 아이디와패스워드는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9) 회원가입이 마무리 되면 이제 웹호스팅 상품을 살펴봅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0G광호스팅을 선택하셔도 되고 우리는 워드프레스에 특화된

상품인 매니지드워드프레스 상품을 선택하겠습니다.

10) 월마다 결제되는 상품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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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경험이 전무하다면 스타트업 상품을 선택하시고

블로그 경험이 어느정도 있고 내가 글, 사진, 영상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하면

비즈니스 상품을 추천합니다.

사용 도중 상위 단계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니 처음에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1) 상품을 선택하시면 로그인한 계정으로 사용하지 않은 아이디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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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가로 계정을 생성한다면 신규 아이디 등록을 이용하여 만들면 됩니다. 정보들을

입력 후에 약관 동의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FTP, SSH, DB 비밀번호는 기존의

사이트 비밀번호와 다르게 만드시고 따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12) 신청내역은 보통 1년이나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습용이라면 더 적은 기간으로

35



설정하시면 됩니다. 서버 환경 설정에서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스팸 SHIELD 은 일단 미사용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차후에 필요한 경우 다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선택에서 생각한 주소가 있고 가능하다면 신규도메인 등록을

하시고 13)로 이동하세요. 나중에 도메인을 구입하여 연결할거라면 카페24 호스팅 무료

도메인으로 선택하고 15)로 이동하세요. [4] 도메인 등록 및 연결을 꼭 읽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3) 신규 도메인 등록을 누르면 여기서 주소로 사용할 도메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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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검색 후 나오는 주소 중 본인이 사용할 주소를 선택하세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로 .com / .co.kr / .kr / .net 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4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없을 때 다른 주소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도메인 신청하기를 누르고

약관 동의와 소유자 정보에 대해 작성하시고 한번 더 도메인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15)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알맞은 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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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 이렇게 호스팅 구매가 완료 되었습니다. 매니지드워드프레스 서비스의 경우

워드프레스가 자동 설치가 됩니다. 즉, 구입한 호스팅 공간에 워드프레스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약 5~10분 소요) 이제 우리의 웹사이트로 방문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호스팅 센터로 돌아가 주세요. 호스팅 센터 : https://hosting.cafe24.com

17) 우측에 나의 서비스관리 탭에서 서비스 사용현황으로 들어가 주세요.

18) 대시보드가 나오는데 워드프레스 설정을 위해 관리자 주소를 복사해서 이동하세요.

19) 관리자 주소로 들어가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아이디는 대시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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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아이디이고 비밀번호는  FTP, SSH, DB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0)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기본 워드프레스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호스팅 구매와 함께 워드프레스 설치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규 도메인 등록을

하신 경우 도메인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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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워드프레스 전입신고 하기.

카페24에서 도메인 구입시 비용이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싼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아도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끼실 분들이나 또는 다른 사이트를 통해 도메인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내가 구매한 도메인을 카페24 호스팅과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저는 호스팅케이알에서 도메인을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호스팅케이알

(https://www.hosting.kr/)로 이동하여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2) 검색창에 사용하실 도메인 이름 입력하여 사용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되도록이면  .com / .co.kr / .kr / .net 으로 구입 가능한 도메인을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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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맘에 드는 도메인을 찾으셨다면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4) 도메인 개인정보보호 상품은 좋습니다. 선택하시는걸 권장합니다.

보통 기간은 2년으로 사용합니다. 본인 호스팅 기간과 맞춰서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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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메인의 경우 소유권의 중요도가 높기에 이에 필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내용에 알맞게 입력하세요.

메일 인증의 경우 가끔 느리거나 인증이 안될 때도 있으니 재시도 하시면 됩니다.

영문주소의 경우 자동 번역이 되나 상세주소 부분은 본인이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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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래에 있는 네임서버 정보에서는 분류탭에서 카페24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7) 다 하셨으면 저장 후 결제정보 입력하기 버튼을 눌러 결제해주세요. 그리고 카페24

서비스 사용현황 대시보드로 이동해주세요.

43



8) 아래로 내려서 도메인 추가 연결 및 관리를 클릭하세요.

9) 중간에 도메인 연결하기 - 도메인 직접 연결하기 클릭후 구입한 주소를 입력하시고

아래에 연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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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대로 연결 되면 대표 도메인1개(카페24 제공 도메인) 과 등록한 도메인이 보일

겁니다. 구입한 호스팅 상품에 따라 스타트업 상품은 1개, 빌드업 상품은 2개,

비즈니스 상품은 5개, 스케일업 상품은 20개까지 추가로 도메인을 연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워드프레스 상품을 사용하시면 SSL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이제는 카페24 제공 도메인과 구입한 도메인을 사용하여 내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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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워드프레스 메인 화면 알아보기.

자 이번에는 간단하게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 대해 설명하고 기본 설정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세요.

한글로 설정 되어 있기에 직접 눌러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림판 : 대시보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글 : 글을 작성, 편집하거나 카테고리 등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 사진, 영상들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 페이지를 편집,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글 과는 조금 다릅니다.)

댓글 : 댓글들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외모 : 테마들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 플러그인 들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구 : 여러가지 사이트 정보 및 설정에 대해 알려줍니다.

설정 : 웹사이트 및 워드프레스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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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작업할 곳은 바로 외모, 플러그인 입니다.

외모는 흔히 말하는 테마라고 불리우는데 네이버, 티스토리 블로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스킨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스킨은 전체 웹사이트 외형을 보여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스킨과 여러 기능들을 탑재한 유료 스킨도 있습니다.

플러그인은 네이버, 티스토리보다 훨씬 많은 기능들을 탑재할 수 있는 어플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설정한 이후 잘 건들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어느정도 정리했다면 이후로는 꾸준한 글쓰기를 위해 글, 페이지, 댓글 부분을

자주 보게 됩니다. 글은 포스팅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곳이고 페이지는 글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생각보다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댓글은 많은 사용자들과 소통을 위해 본인이

댓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면 자주 들리게 될 곳입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를 생각해보면 네이버나 티스토리 블로그들처럼

처음 설정 이후 글쓰기 외에는 크게 신경 쓰는 곳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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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탄하는 워드프레스 꾸미기.

이제 우리는 외모로 먼저 들어가서 테마를 설치해보겠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테마로 3가지가 있으며 우측에 새로운 테마 추가를 눌러보시면

수많은 테마들이 있습니다. 맘에 드는 테마를 사용하시려면 충분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겉으로 보이는게 내 스타일이라고 해서 선택하시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기능들을 잘 사용하려면 충분히 테마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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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은 테마 중에 우리는 GeneratePress 테마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유는 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기도 하며 매우 쉽고 필요한 기능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웹사이트 https://generatepress.com/로 접속하셔서 먼저 둘러보시기바랍니다.

제공 되는 여러 테마들을 확인하시려면 https://generatepress.com/site-library/로

접속하셔서 다양한 테마들을 둘러보세요.

자 다시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외모로 돌아가셔서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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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epress 를 검색하신 다음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설치중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설치가 완료되고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활성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generatepress 테마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른 테마를 사용하시려면

원하시는 테마를 검색, 설치하신 후에는 꼭 활성화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시게 되겠지만 전자책 구입 및 리뷰를 작성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generatepress 프리미엄 (평생권) 쿠폰을 1회 무료 증정할 예정이오니

급하게 프리미엄 버전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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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간을 10배 아껴줄 프로그램 설치.

자 이번에는 플러그인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플러그인으로 들어가세요.

필요에 의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플러그인 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우리에게는 큰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다시 필요하게 되면 설치하면 되니 걱정마시고 전체를 선택하시고

나서 일괄 작업을 눌러 삭제, 적용 버튼을 눌러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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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작업으로 삭제 되지 않는 플러그인의 경우 비활성화를 눌러 비활성화를 시킨 후

삭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플러그인 들을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설치 방법도 매우 쉽습니다. 새로추가 → 검색 → 지금설치 → 활성화

이 4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설치할 플러그인들은 앞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플러그인

들이니 설치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다른 플러그인들을 설치하신다면

같은 방법으로 설치 및 삭제 하시면 됩니다. 하여 우리가 설치할 플러그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utoptimize : 사이트에 사용된 여러 코드들을 최적화 하여 사이트 최적화에 도움.

(2) Smush : 사이트에 사용된 이미지들을 최적화 하여 사이트 최적화에 도움.

(3) Insert Headers and Footers : 헤더에 코드를 쉽게 넣을 수 있게 도움.

(4) UpdraftPlus : 백업/복원에 도움.

(5) Rank Math SEO : SEO 최적화에 도움

자 이제 새로추가 → 검색 → 지금설치 → 활성화 4단계에 맞춰 5가지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Autoptimize 플러그인 설치 방법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또한 처음에

좋다는 플러그인 많이 사용했지만 필요한 몇개의 플러그인을 잘 사용하는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같은 종류의

플러그인의 경우 1가지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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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 새로 추가로 들어오셔서 Autoptimize를 검색하세요.

그림과 같은 플러그인을 찾으셨다면 지금 설치 - 활성화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4개의 플러그인들을 검색, 설치, 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 없지만 설치 후 설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할 것이니 일단 설치부터!

이름이 비슷하게 많아 이미지 확인 후에 설치 하세요. 나중에 이미지가 변경 될 수 있으니

작성자 명을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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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Math SEO를 설치하시면 설정 창이 뜨는데 skip now - return dashboard 를 누르시면

됩니다. 설정은 나중에 할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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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플러그인을 모두 설치 하셨다면 이제 간단하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웹사이트를 사용 하면서 먼저 설치를 다 한 후에 설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하나하나 설치하시면서 설정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은 삭제, 설치가 매우 간단하니 원하시는 플러그인들을 충분히 설치

해보셔도 문제 없습니다. 많은 경험이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엄청 많은 문제들을 뚫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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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utoptimize 의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Autoptimize는 사이트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코드(JS, CSS, HTML)들을 최적화 하여

사이트 최적화에 도움을 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최적화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면 보이는 첫 번째 탭 [JS, CSS & HTML] 에서 4개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는 편집한 것이니 화면에서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해당 하는 것에 체크하세요.

다른 설정은 손 대지 않으셔도 기본적인 코드 최적화는 자동으로 진행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구글링 또는 차후 Q&A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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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플러그인 창으로 돌아와서 Smush 의 setting 버튼을 누르세요.

Smush는 사이트에 사용되는 이미지들을 최적화 하여 사이트 최적화에 도움을 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미지는 사이트 속도 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으로 최적화는

필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설치 하셨다면 Settings 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간단한 설정으로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가운데 BEGIN SETUP 을

눌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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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등록할 시에 자동으로 최적화를 시켜주는 옵션입니다.

활성화 한 상태로 NEXT를 눌러줍니다.

이미지의 세부 정보들을 없애주는 옵션입니다. 활성화 한 상태로 NEXT를 눌러줍니다.

다만 내가 이미지의 정보(위치, 시간, 날짜 등)들을 사용하길 원한다면 비활성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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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 글을 읽기 전에 이미지를 미리 읽고 최적화하여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사이트 속도에 도움이 되므로 활성화 한 상태로 NEXT를 눌러줍니다.

사이트 정보에 대해 플러그인 제작 업체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옵션입니다.

비활성화 된 상태로 FINISH SETUP WIZARD를 눌러줍니다.

Smush 플러그인 설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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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Insert Headers and Footers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우리가 쉽게 Header나 Footer 위치에 코드를 넣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따로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법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워드프레스 대시보드에서 설정 - Insert Headers and Footers 을 누르세요

앞으로 필요할 경우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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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칸이 보이는데 첫 번째 칸이 Header 이고 세 번째 칸이 Footer 자리입니다.

앞으로 이곳에 필요한 코드를 입력하시면 되며 입력 후에는 꼭 마지막에

Save를 누르셔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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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플러그인은 UpdraftPlus 입니다.

솔직히 이 플러그인은 추천하기 애매했습니다. 저도 여러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또한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 백업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백업에 대해서는 보험처럼 들어 놓아야 하므로 추천 플러그인으로 넣어

두었습니다.

플러그인 창으로 돌아와서 UpdraftPlus 의 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62



설정에 들어가서 보이는 지금 백업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나오는 화면에서 지금 백업하기를 누르세요. 따로 설정을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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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기다리시면 아래쪽에 Existing backups 탭에 하나의 백업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설정을 모두 포함한 상태로 지금 시점의 웹사이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백업 파일입니다.

필요에 의해 백업을 하는 것이지만 너무 많은 백업 파일은 사이트에 쓸모없는 자리를

차지하므로 일정 기간동안 백업 파일을 만들면서 이전의 백업 파일들은 삭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Actions 에 있는 Restore 버튼과 지우기 버튼입니다.

Restore 버튼은 현재 저장된 백업 파일로 복원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우기 버튼은 현재 저장된 백업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주기적인(1~2달에 1번꼴) 백업파일은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쌓인 (2~3개 정도까지) 백업파일은 오래된 순으로 삭제 하시는게

사이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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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Rank Math SEO 플러그인입니다.

많은 SEO 최적화 및 관리 플러그인 들 중에서 저는 Rank Math SEO와 Yoast SEO 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지만 둘 다 매우 좋은 플러그인 입니다.

솔직히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이와 같은 플러그인 들이 없이도

충분히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시각적인 형태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 플러그인들을 통해

좀 더 나은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면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대시보드에서 플러그인 - Rank Math SEO - Setup Wizard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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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화면에서는 Advanced를 유지한 채로 Start Wizard 를 클릭하세요.

Easy 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기본적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Advanced 모드를 선택해야 하므로 우리는 Advanced 모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Custom Mode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정할 수 있어 매우 좋지만

유료 버전이므로 우리는 그냥 Advanced 모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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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에서는 웹사이트 기본 사항에 대해 설정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는 사이트의 성향을 선택하는 곳이고

두 번째는 사이트의 로고를 선택하는 곳이고

세 번째는 SNS에 보여질 이미지를 따로 등록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므로 읽어보시고 Save and Continue 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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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에서는 구글 서비스들과 연동하는 계정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구글 서치 콘솔, 구글 애널리틱스, 사이트맵 등 구글에 연동 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Skip Step으로 넘어 갑니다.

여기서 스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은 처음이지만 나중에 어느정도 워드프레스에

익숙해지면 그때 하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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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에서는 사이트맵과 관련된 설정입니다.

Sitemap은 검색 엔진을 통해 우리 사이트의 정보들을 제공할 때 사용되는데

기본적인 설정은 유지한 채로 Save and Continue 를 누르세요.

사이트맵에 들어가는 정보들은 많을수록 노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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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면에서는 SEO와 관련한 설정이 있습니다.

Noindex Empty Category and Tag Archives 는 글이 없을 때 쓸모없는 리소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옵션으로 활성화 해두시면 됩니다.

Nofollow External Links 는 외부 링크에 관한 옵션인데 비활성화 해두시면 됩니다.

Open External Links in New Tab/Window 는 외부링크 클릭시 새 탭, 새 창에서 열리는

옵션으로 활성화 해두시면 됩니다. 이는 현재 사용하는 사이트의 지속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Save and Continue 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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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기본적인 설정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세부설정으로 가기 위해 우측 아래에 Setup Advanced Options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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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Manager 옵션은 다른 관리자를 통해 플러그인 설정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블로그, 웹사이트를 운영하므로 비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카페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ave and Continue 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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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Monitor 옵션은 에러 페이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로 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Redirections 옵션은 우리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비활성화 합니다.

Save and Continue 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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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 Markup 은 웹사이트 검색 결과에 도움을 주고 더 많은 트래픽을 가져오도록

도와주는 설정입니다. 해당 설정을 유지한 채로 Save and Continue 를 누르세요.

여기까지 기본적인 플러그인 설정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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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워드프레스 멋지게 업그레이드 하기.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된 이후 관리자계정-외모-GeneratePress 로 들어가세요.

Modules - Site Library 탭에서 Activate(활성화) 하세요.

Site Library 는 테마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스킨들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Site Library 탭에서 Activate(활성화)했다면 Open Site Library 가 생깁니다.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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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Library 를 활용하면 티스토리에서 스킨을 설정하듯 제공되는 웹사이트의

형태들이 있으니 골라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른 테마를 사용할 때에도 같은 기능을

제공하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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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우리는 Marketer 스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클릭하시고 Get Started 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Import는 사용할 옵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두시고 아래 쪽에 I understand 를 활성하시고 Begin Import 를 클릭하세요.

잠시 후에 View Site가 나오는데 이는 테마를 불러온 본인의 웹사이트를 보여줍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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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본 형태의 모습이 완성 되었습니다.

이 중 상단에 위치한 메뉴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카테고리와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Home 은 웹사이트 기본 화면이며 About, Best Deals, Tools 는 페이지에 해당합니다.

페이지는 글 하나가 등록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팅과는 다른

의미로 보통 한 번 작성 해 놓고 변경을 잘 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씩 눌러 보시면서 확인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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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리자 계정 - 글 - 카테고리 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카테고리 이름을 설정하시고 슬러그는 영어 소문자로 간단하게 카테고리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부모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안에서 1단, 2단으로 메뉴를 만드는데

사용하며 설명 부분은 굳이 기입하지 않으시는게 깔끔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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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카테고리를 추가 하셨으면 이제 외모 - 메뉴로 들어가세요.

편집할 메뉴 선택에서 Primary - Marketer 를 고르고 선택 버튼을 누르세요.

메뉴 추가 - 카테고리  누르시고 추가할 메뉴를 넣으세요.

메뉴에서 제거할 부분은 삼각형 모양 부분을 누르시고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이동할 때는 해당 메뉴를 누르고 드래그앤 드롭으로 옮기면 됩니다.

위로 위치한 메뉴일수록 실제 화면에서 좌측에 위치합니다.

어느정도 정리한 다음 우측 아래에 메뉴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꼭 눌러야 합니다. 안하시면 변경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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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웹사이트로 방문해 보세요. 적용된 메뉴가 보일 것 입니다.

지금은 카테고리 안에 글이 없기 때문에 메뉴를 눌러도 다음과 같이 보일 것입니다.

나중에 글을 쓰시면서 카테고리를 설정하면 해당 카테고리에 글이 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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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3 워드프레스 글쓰기

[1] 100% 돈 버는 마인드 세팅.

우리는 수익을 얻기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에 맞춰 여러 분야의 글쓰는 방법 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각 분야에서 상위권에 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슈 분야의 글쓰기의 경우 매일매일 글을 쓰는게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많은 이슈들을 통해 웹사이트로 유입을 유도하고 광고를 노출하는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연습하는것도 진짜 초반에 많은 경험을 줍니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슈분야가 아닌 다른 모든 분야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롱테일 키워드로 가득한 블로그라면 매일매일 관리할 필요도 없이 꾸준히

정기적으로 포스팅 해주는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많은 초보 블로거들이 이슈 블로그를 운영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너무 이슈

블로그에만 매달리게 되면 여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정말 어떤 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를 같이 운영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어차피 티스토리도 한 번에 5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워드프레스의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운영이 가능하니 꼭 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잘 만든 블로그 하나가 엄청난 기반이 됩니다. 제 블로그 중 하나는 약 2~3개월 마다

포스팅을 하는데도 유입량, 클릭률, 수입 모두 만족할 수준까지 유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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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블로그야 말로 진짜 연금 블로그 아닐까요? 아시겠지만 이슈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출, 유입, 클릭 모두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꿀빠는 기간이 지나면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정성깃든 한 분야에 집중한 블로그는 한번 상위 노출 되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꾸준한 수입으로 직결됩니다. 여러분도 꼭 이런 분야를 선택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만드는 워드프레스 웹사이트가 여러분의 연금 블로그가 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챕터 3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양질의 정보성 포스팅으로 가득 채워질

여러분의 워드프레스 웹사이트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로 담았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몇몇의 이야기들은 네이버, 티스토리 등 여러 블로그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슈 블로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쉽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은 아니기에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 방법들을 흡수하시면서 꾸준히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됩니다.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들더라도 양질의 정보성 블로그.

이게 제가 만들고자 하는 블로그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W-tip ☆

(1) 이슈블로그에 너무 매달리지 말자.

(2) 최종 목표는 “양질의 정보성 포스팅으로 가득한 블로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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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돈이 되는 글쓰기 노하우.

이제는 진짜 글쓰기를 해 봅시다. 이번 내용은 워드프레스에서 글쓰는 것에 대해 다룹니다.

제가 포스팅하는 순서에 맞춰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글 - 새로

추가로 이동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올 곳 입니다. 저는 워드프레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글쓰기 편집기를 사용합니다만 향후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를 다루면서 여러가지 글쓰기

플러그인들을 사용할 기회가 생겼을 때 얼마든지 변경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이버나 티스토리 블로그와 다른 글 편집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초반에는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번 하다보면 이것도 편해집니다.

처음부터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천천히 연습하면서 글을 하나하나

올려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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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추가에서 제일 먼저 제목을 작성 하세요.

<2> 본문에 위치한 + 모양의 버튼을 사용하여 우리는 필요한 블럭개체를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 할 수 있습니다. 누르신 다음 아래쪽에 모두 찾아보기를 눌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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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에 여러 블록개체들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글을 써 내려 갈 것입니다.

블록 선택 + 버튼 클릭 → 글 작성 → 블록 선택 + 버튼 클릭 → 이미지 삽입 → ⋯

그러니까 글이나 이미지, 영상 등 모든 작업을 하기 위해 우리는 블록 선택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블록을 만든 다음 그 안에 글을 쓰면 되는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되는 블럭들에 대해 미리 연습 삼아 본문에 다 넣고 글을 써보시고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를 보고 이에 맞춰 글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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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우스로 언제 다 클릭하나 싶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입력/블록 선택 칸에 /(슬러시)를 입력하면

자주 쓰는 블록들이 나오므로 이것을 사용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필요한 블럭을 제거 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찾아서 하기가 힘이 듭니다. 해당 위치를

마우스로 찾아 백 스페이스 또는 Delete 키를 누르면서 하다보면 정작 실수를 자주 하기

때문에 단축키 Shift + Alt + O 하나는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해당 단축키는 현재

본문에 사용된 모든 블럭을 보여 주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찾기도 편하고 복사, 수정 등

편집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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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키 Shift + Alt + O를 누르면 좌측에 블록 목록이 보입니다. 선택을 하시면 해당 블록

위치로 이동하고 우측 옵션 버튼을 누르면 여러 편집이 가능하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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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존에 블로그를 운영하시던 분들이라면

전체적인 글의 형태가 눈에 보여 쉽게 적응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워드프레스로 시작하신 블로거의 경우 조금 힘드실 수 있으나 충분히 하실 수

있을테니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어느정도 글 쓰는 것에 익숙해 지셨다면 위에서 설치한 플러그인 들을

활용하여 백업도 해보시고 SEO 체크도 해 가면서 워드프레스를 꾸며 가시면 됩니다.

☆ W-tip ☆

(1) 처음부터 너무 욕심 내지 말자.

(2) 고기도 먹어봐야 잘 먹듯이 워프도 해봐야 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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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목으로 상위노출 하는 비밀.

우리는 하루에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했을 때 나오는 한 두개도 아닌 수 많은 검색 결과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글들을

선택하시나요? 또 그 선택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제목” 입니다.

글의 제목이 가지는 중요성은 정말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PC나 모바일에서

검색 결과에서 가장 먼저 보이기 때문이죠. 우스갯소리로 내 글은 안봐도 내 제목은 본다.

라는 말이 있듯이 검색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글의 포스팅은 다 보진 않더라도 제목은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것을 검색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글에 맞추어

생각하는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글을 검색하면서 제일 먼저

클릭하게 되는 글의 제목들을 유심히 보고 정리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이버나 다음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타겟으로

노출량을 늘리고 싶을 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저도 여전히 이 방법을 고수하면서

접근하고 있으며 추가로 아까 이야기한 분야에 맞는 디테일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정합니다.

제가 꾸준히 보는 웹사이트 분석 사이트들의 이야기를 참고해보면 상당한 방문자를 보유한

웹사이트(일일 방문 50만 이상) 들의 편집자들이 제목을 정하는데 있어 최대 25개의 시안을

잡고 이 중 하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그만큼 제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목이 좋다고 노출이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 좋게 노출 되었을 때 내 글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글들이 많다면 충분히 우리의 블로그는 힘을 얻고 이후 더욱 많은

노출량과 유입량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하루 아침에 딱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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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텨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이에 추천하는 제목 짓는 노하우들을 이야기 해 드립니다.

제목 글자수는 공백 포함 한글은 30자 미만, 영문은 60자 미만을 추천합니다.

글자수는 짧고 명확 할 수록 좋습니다. 메인키워드 1개인 경우나 메인키워드 1개와

서브키워드1개를 섞어 만든 제목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즉, 글자수가 좀 늘어나도

키워드가 2~3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포함될 수 있다면 숫자를 포함한 문장이 좋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하는 이유 5가지, 저녁 운동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 3가지,

블로그 하기 좋은 노트북 BEST 5, 부모님 선물 추천 7가지등.

궁금증을 유발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엘지 노트북으로갈아타는 이유, 아이폰을다시 쓰게 된 이유.

어떻게부수입으로 100만원을 벌까? BTS가 세계적으로발돋움한 노래는?

핀 포인트를 건드리는 단어도 좋습니다.

10만명 블로거가알려주는블로깅방법. 상위 노출 블로그가되는 5가지공략법.

인스타에서 블로그로 유입할 수 있는 방법. 보조배터리추천.

키워드+숫자+궁금증유발+핀포인트+글자수 이 5가지를 고려하여

제목을 지을 수 있도록 연습한다면 충분합니다.

☆ W-tip ☆

(1) 키워드 + 숫자 + 궁금증 유발 + 핀 포인트 + 글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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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글 SEO 는 제목이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은 헤딩 태그라는 것을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흔히 말하는 H1, H2, H3 태그를 말합니다. 태그별로 크기가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제목을 대-중-소 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부분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큰 힘을 발하지 못하지만 구글 타겟 티스토리 블로그, 워드프레스

사용자, 블로그스팟 사용자들이라면 무조건 지킬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에서 “H 태그”는 검색엔진이 올바른 웹사이트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H 태그”는 포스팅의 전반적인 제목들로 구성되는 HTML 태그

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웹 브라우저에서 콘텐츠를 표시하게 되는 조각들로 검색엔진은

이를 토대로 포스팅의 계층적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워드프레스에서는 H1, H2, H3, H4, H5, H6 까지 6가지의 제목 태그를 사용할 수 있으며

H1은 포스팅의 제목으로 H2부터 H6까지는 포스팅 본문에서 부제목들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 태그는 지정된 스타일을 변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억지로 기울이거나 색상을

넣거나 다른 글꼴을 사용한다면 검색엔진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H태그 없이도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글은 지루해 질 것입니다.

중간에 부제목을 넣게 되면 글의 문단이 생기고 사람들은 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할 수 있고

다음 글에 대해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정리된 글들은 읽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양질의 포스팅이 되는데 있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는 SEO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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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이 블로그의 포스팅을 판단하면서 그 계층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청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보게 되는 화면 읽기에서도 H태그를 인식하여

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접근성은 이를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들보다 높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뒤에 4챕터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이는 스니펫에 올리기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종류의 스니펫이 있습니다만 스니펫이 된 포스팅의 약 90% 의 포스팅에서

H태그를 사용한 포스팅이라는 점은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스니펫에 올라간 제 포스팅은 100% H태그 사용 포스팅입니다.

H태그는 꼭 사용할 수 있는 블로그라면 꼭! 사용하세요.

워드프레스에서 포스팅 제목은 H1 태그로 잡혀 있으며 본문의 글에서 다른 H태그를

활용하여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글로 들어가면 옵션에서 제목이 있습니다.

이를 추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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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면 H태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저는 포스팅 제목은 H1 으로 잡혀 있어서

건들지 않고 본문에 들어오면 서브 타이틀을 H2로 작성하고 이후 문단 소제목들은

H3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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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태그를 사용하는데 있어 몇가지 더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포스팅 제목에만 H1 태그를 사용하세요.

본문에는 H1 태그를 사용하지 마세요.

H태그에 사용한 제목들에는 키워드를 꼭 사용하세요.

H태그에 사용한 제목들은 너무 길지 않게 만드세요.

☆ W-tip ☆

(1) SEO에 H tag 는 필수입니다.

(2) 귀찮더라도 H 태그는 꼭 신경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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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블로그 만들기.

여기서는 체류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포스팅에 체류시간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체류시간은 길 수록 좋습니다. 물론 1시간, 2시간 이렇게

늘어나는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가 머무르게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방법이 바로 포스팅의 길이를 늘리는 것이고

이는 곧 글자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포스팅을 하면서 글자를 얼마나 쓰시나요?

많은 분들이 애드센스 승인을 위한 글쓰기로 처음에는 1000~1500자를 권장하곤

합니다. 저도 시작할 때는 이에 맞추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드센스

승인에는 글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렇지만 양질의 정보성 포스팅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면 글자수는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일단 글이

잘 정리 되어 있는 포스팅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인정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방문율도 높아집니다.

저는 지금은 양질의 포스팅을 할 때 최소 1.5만자 내외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억지로 포스팅의 글자수를 늘리려 애를 썼지만 이는 몸만 고달픈

일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포스팅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되도록 정보성 포스팅의 경우

글자수를 채우는게 좋습니다.

그럼 글자수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억지로 말을 만들어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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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글을 합치는 것입니다.

주제별로 글을 작성하고 이를 합쳐 하나의 포스팅으로 만드는 것이죠.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소형 청소기를 주제로 글을 쓴다면

소형 청소기 A제품 추천 이유 5가지, 소형 청소기 A제품 청소 방법,

소형 청소기 A제품 수리 방법, 소형 청소기 A제품 모델별 차이점,

등 4~5가지 주제로 글을 작성한다면 이를 토대로

소형 청소기 A제품의 모든 것. 이라는 제목으로 4~5개의 글을 합쳐서

한 포스팅에 넣는 것입니다.

“워프쌤! 글의 개수가 4개인 것을 1개로 줄이는게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한 분이라면 글 4개로 블로그를 더 채우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고 내 블로그의 가치를 높여 양질의 정보성 포스팅이 가득한 연금성 수익

웹사이트를 생각하신다면 1개로 만들어서 하시는게 더 좋습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처음 시작할때는 약 120개 정도의 글을 채워 크기를 좀 키운

블로그로 이후에는 매달 2~3개정도만 글을 쓰면서 월 120만원 내외의 수익

(애드센스 약 80만, 제휴마케팅 40만)으로 포스팅 하나에 체류시간 평균 4분대의

블로그로 만들어 1년째 운영중에 있습니다.

☆ W-tip ☆

(1)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블로그가 되려면 체류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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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실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가실때는 아니랍니다.

우리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나의 포스팅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전에 쓴 포스팅 들을 재활용할 수는 없을까? 또는 이전에 포스팅한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포스팅하는데 추가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도 합니다.

이를 해소하면서 SEO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내부 링크 입니다.

이는 동일한 웹사이트(내 사이트) 내에서 다른 포스팅 또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사용되는 링크입니다. 많은 티스토리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이전글” 이 바로

이 내부링크가 되는 셈입니다.

내부링크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하나하나 관리해야 하므로 귀찮은 작업일지 몰라도

SEO 측면과 웹사이트의 사용자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점을 가집니다.

먼저 내부링크는 검색엔진이 판단하기에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포스팅에 좋은 점수를

줍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포스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혀

관련 없는 포스팅으로 내부링크를 한다면 이는 독이 됩니다.

예로써 노출이 높은 노트북 리뷰 포스팅 A로부터 링크를 걸어 노출이 적은 건강식품

리뷰 포스팅 B로의 내부링크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트북 리뷰

포스팅 A로부터 노트북 주변기기 리뷰 포스팅 B로의 링크는 도움이 되겠지요.

이런 내부링크는 사용자들이 내 블로그에서 정보를 얻는데 있어

다른 포스팅으로의 전환율(내 블로그의 다른 포스팅을 읽는데 도움)이 높아지고

블로그를 활용하는데 있어 참여율(체류 시간, 광고 노출 및 클릭률)에도 많은 도움을 주며

이탈율(내 포스팅을 끊고 나가는 비율)을 낮추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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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내부링크가 아닌 다른링크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다른 웹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를 외부링크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웹사이트에서 우리 사이트로 돌아오는 링크를 백링크라 합니다.

먼저 외부링크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이는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이탈율이 문제가 됩니다만

이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새창에서 열기” “새탭에서 열기” 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외부링크로 넘어갈 때는 본래 페이지가 닫히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이탈율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매우 좋습니다.

외부 링크를 사용하려면 글 옵션에서 링크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링크 주소를 입력하고 첫번째 Open in new tab 을 활성화 하시면 새탭에서 열기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외부링크로 넘어갈 때 원래의 사이트 이탈율을 조금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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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링크는 생각보다 높은 도움을 주며 외부링크는 되도록 자제하되 꼭 필요시에는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백링크.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블로거들이 조금씩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백링크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고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백링크가 중요한 점은 블로그의 점수를

높이는데 있어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의학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공신력 있는 의학 전문 사이트

또는 공신력 있는 의학 전문 잡지 웹사이트에서 내 블로그의 글로 링크를 달아준 경우

검색엔진 입장에서는 내 블로그의 가치를 높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 외국의 한 블로거는 나무위키나 위키디피아에 본인의 글이 참조 외부링크가 된 이후

부터 전체적으로 블로그 점수들이 높아 졌다고 이야기 합니다. (블로그 점수 측정

사이트의 점수입니다. 구글은 이런 부분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 이야기들로 부터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내 사이트로 들어오게 하는 백링크의

경우 매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네이버, 다음 입니다. 이런 곳에서 내 사이트로 백링크가

걸려있다면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침이 분명합니다.

물론 양질의 정보성 포스팅 + 꾸준한 방문율 등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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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히 쉽게 돈을 주고 백링크를 사는 경우,

운영하지도 않는 네이버 블로그에 티스토리 링크들만 채우는 경우,

운영하지도 않는 네이버, 다음 카페에 티스토리 링크들만 채우는 경우,

이런 경우 당연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신력 있는 사이트로부터의 백링크가 제일 우선순위 이지만 이는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양질의 정보성 글이 간택되길 바라는 것 뿐이지요. 참고로 제 포스팅

중 외국 유학에 관해 정리한 글이 있는데 이것이 유학 정보 사이트에 링크가 되어

이후 노출 및 유입량이 전 달에 비해 약 300% 상승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짝 오른 것이

아닌 꾸준히 그 유입량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3가지를 추천 드립니다.

하나의 블로그만 하지 마시고 여러 블로그를 하시면 됩니다. 양질의 정보성 글이

채워지는 블로그를 여러 가지 하시면서 관련 있는 포스팅을 쓰실 때에는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관련성이 높아야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지식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종일 네이버 지식인만

파는 것이 아니고 어떤 포스팅을 했는데 관련된 질문이 있는지 가끔 보셔도 됩니다.

꼭 채택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사이트의 포스팅 링크가 네이버에 걸리고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유입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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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카카오뷰입니다. 잭팟이 터졌을 때, 이로 인한 생각보다

높은 외부 유입율을 가져옵니다.

아시죠? 카카오뷰는아로스님의 카카오뷰 전자책으로 완결입니다.

(이런 링크도 외부 링크(다른 사이트로 연결하는) 입니다.^^)

☆ W-tip ☆

(1) 내부링크를 적극 활용하자.

(2) 백링크 제발 돈 주고 사지 말자. 차라리 포스팅을 하나 더 하는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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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4 고수익을 향하는 웹사이트 글쓰기

[1] 얼마나 포스팅 하시나요?

먼저 다음 영상을 봐주세요.

그만 힘들어해

보셨나요? 저는 귀찮고 힘들때마다 계속 찾아 보는 영상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블로그를 하지 않을 때에도 계속 보아온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블로그를 하고 싶어하는 여러 사람들을 많이 보아 왔고 많은 분들께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었지만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꾸준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장 수익은 보이지 않고 이것에 내가 시간을 왜 쓰고 있는지 싶고 그냥

귀찮고 반복 작업만 하는 것 같고 그러니 재미도 없고… 또 안하게 되죠.

그런데 정말 제가 해보니까 이 수익형 블로그는 그냥 하면 됩니다. 오히려 꾸준히 묵묵히

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목표한 수익보다 많은 돈을 벌고 계십니다. 그 지루한 시간을

버틴 분들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수익을 벌고 싶은 욕심.

내 연봉 1억만 넘으면 세상 부러울게 없겠다. 하지만 2억 벌고 싶고 3억 벌고 싶고..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도 욕심은 버릴 수 없습니다. 노력하는게 더 편하죠. 차라리 몸이

힘들고 말지 저 욕심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4월에 쓴 칼럼에 추천한 책 제목이

“나는 아끼는 대신 더 벌기로 했다.” 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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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은 얼마나 포스팅을 하시나요?

비록 저도 지금은 많은 양의 포스팅을 하지 않습니다만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늘어날 수록

포스팅 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수익이 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1일 1포스팅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는 진짜 1일 1포스팅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꾸준함을 키우기 위해 시작이 반이다 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말이지요.

사람들이 포스팅을 얼마나 안하면 강사들이 1일 1포스팅이라고 말하는지

지금에서야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도 1일 1포스팅 중이신가요?

제가 약 20여개의 블로그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운 바로 어떤 사이트이던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 두개의 글로 그정도의 유입량을

채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가능은 하겠지만 말입니다.

1개의 글로 10명의 유입량을 만드 실 수 있다면 100개의 글로 1000명의 유입량을

만들 목표를 두기 바랍니다. 최대한 빠르게 100개의 글을 채운 블로그가 된다면

이후에 정말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처음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글들을 많이 쌓아둡니다.

약 100여개의 글이 쌓일때까지는 다른 것보다 우선 순위로 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힘들기 때문에 미리 사이트가 만들어 지기 전에 자료조사를 통해 글들을

먼저 꾸준히 써 두고 사이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시간을 두고 글을 올립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계정에 있는 블로그에 15개의 글을 발행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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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제 티스토리 블로그 중 하나는 시작하면서 매일 15개씩 7일을 목표로 두고

글을 발행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보성 글 들로만 말입니다. 지금 와서 해당 블로그는

약 300개의 글이 쌓여 있지만 하루 약 3000명이 방문하는 블로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블로그를 꾸준히 만들어 보면 글쓰는 연습도 되며 수입도 점차 늘기 시작합니다.

워드프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첫 워드프레스 블로그의 경우 하루 약 2~30개씩

4일 투자하여 100개의 글을 채우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텀을 두고 천천히 글을 정리하고

새로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유입량 1000명까지 2주 내외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처음에 바짝 고생하시면

남들보다 두, 세 단계 위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글을 써 두시고 블로그를 운영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20여개의 블로그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루 약 3개정도의 글을 지속적으로 발행 중입니다. 물론 쉬는 날도 있지만 이 정도의 글을

발행하는데 1시간 내외(미리 글을 정리해두기 때문입니다.) 밖에 걸리지 않으며 이것이

정말 디지털 노마드의 형태가 아닐까 합니다.

☆ W-tip ☆

(1) 욕심이 있다면 미친듯이 해봅시다.

(2) 애드센스로 수입. 무조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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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에 99% 상위노출 되는 글쓰기 방법.

글을 쓰시면서 많이 힘드시지요? 저도 지금까지 약 2만여개의 글을 써보면서 제가 느낀 바

블로그나 웹사이트는 분야별로 글을 써 내려가는 형식이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글 형식이 도입부 - 1문단 - 2문단 - 3문단 - 끝맺음 형태입니다.

문단은 내용별로 추가되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말했듯이 이런 형태의 글을

3~4개 모아서 하나의 글로 정리하면 글자수를 충분히 채우면서 양질의 정보성 글이 됩니다.

저는 일단 해당 형태의 글을 하나 써두고 서식화 시켜서 사용합니다. 티스토리의 경우

서식으로 저장 한 후 불러와서 사용 하듯이 워드프레스의 경우에도 서식으로 저장 한 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을 사용해보고 약 3~4개의 플러그인을 사용해 보았는데 추천하고 싶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Yoast duplicate post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플러그인은 글을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게하는 플러그인으로

본인이 쓸 글에 대한 형태들을 미리 잡아둔 글을 써 놓고 필요할 때마다 복제해서

글을 쓰고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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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방법은 티스토리 블로그의 서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러그인으로 WP forms 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기본 기능이 있고, 유료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 기능으로 3가지 템플릿과 약 10여개의 필드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드로그앤드롭이 가능하여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플러그인들은 설치만 하면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2가지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사용해보시고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시면 훨씬 퀄리티

높은 포스팅을 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대부분 첫번째 플러그인을

사용하며 특이한 폼을 만들 필요가 있을때 두번째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W-tip ☆

(1) 효율적으로 글쓰는 것은 여유를 줍니다.

(2) 자기 자신에게 맞는 플러그인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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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목 하나만으로 구글 상위 노출하는 비밀.

검색 결과의 게재 순위는 블로그 운영자나 관리자가 임의로 영향을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네이버 검색 결과 1페이지 노출이 되면 유입량을 늘릴 수 있듯이

구글 검색 결과 1페이지 노출이 되면 당연히 유입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글들의 대부분 게재순위는 어떠신가요? 제 블로그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티스토리 블로그의 2021년 1년간의 평균 게재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 서치콘솔 실적 내역입니다.)

해당 블로그에서 인기 검색어 당 게재 순위 1순위가 되어 있는 검색어는 약 1500여개

입니다. 이런 게재 순위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평균 게재순위가 잡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같은 검색어로 검색을 하더라도 먼저 나오는

블로그 웹사이트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추정하고 실험하면서 만든 워드프레스 실적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1년 정도 늦게 시작한 워드프레스 실적입니다. (구글 서치콘솔 실적 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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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게재순위를 높이는 것은 노출량과 유입량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며

이로 인해 수입도 따라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고 실천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글의 제목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검색을 하였을 때 검색결과를 보시면서 나중에 알고보니 너무 오래전의

글이라 도움이 안된 경험이 있지 않나요? 맛집 검색해서 찾아가보니 폐업한 경우도 있거나

제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1~2년 전의 내용이라 도움이 안되는 경우 말입니다.

저는 해당 티스토리 블로그 및 워드프레스의 모든 글 제목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시이기에 지었을 뿐 해당 글은 제 글이 아닙니다.)

[2021년 12월 호캉스 가기 좋은 대전 호텔 ]

[2022년 1월 나들이 가기 좋은 대전 명소 ]

[2022년 2월 제철 재료로 나오는 광주 식당 ]

[2022년 3월 벚꽃 보러가기 좋은 곳 : 대전 ]

[2022년 4월 개봉한 영화 BEST5]

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해당 글에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꼭 년, 월, 일 이

아닌 계절도 좋고 기념일을 적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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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의 제목을 짓게 되면 처음에는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노출이 적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글의 게재순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사용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같은 키워드를 사용한

대전 벚꽃 보러가기 좋은곳 / 2022년 4월 대전 벚꽃 보러가기 좋은곳

두 개의 글을 보고 사람들이 클릭하는 것은 바로 우측의 글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사람들의 선택을 도와주고 게재순위를 올리는

쉬우면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시리즈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말한 글자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여러 글을 합치는 것과 다르게

글을 나누어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한 내부링크를 적극 활용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대전 5월 야경이 멋있는 카페 BEST5

[2] 5월에 애인과 야경 보러 가기 대전 카페 A

[3] 5월에 연인과 야경 보기 좋은 대전 카페B

[4] 5월에 가족들과 야경 보러 가기 좋은 대전 카페C

[5] 5월에 부모님과 가는 야경이 좋은 대전 카페D

[6] 5월에 반려견 동반으로 야경 볼 수 있는 대전 카페E

[1] 번 글은 [2] ~ [6] 에 소개하는 글들의 요약들로 구성하여 작성하고 [2] ~ [6] 글들은

양질의 정보성 글로 포스팅 하신 다음 서로서로 내부링크를 활용하여 연결해 주면

끝입니다. [1] ~ [6] 까지 순서대로 내부링크를 하나씩 거는 것이 아니라 글마다 5개씩

다른 글들의 링크를 걸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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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글이 게재 순위에 오르게 되면 다른 글들도 같이 올라가는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2] ~ [6] 제목과 같이 같은 형태로 제목을 작성하기 보다는 조금씩 변형을

두어 제목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 W-tip ☆

(1) 게재순위를 노리고 제목을 짓는 연습을 하세요.

(2) 상단 노출이 최우선이 되기 위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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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초로 공개하는 스니펫 전략.

게재순위의 최고봉은 바로 검색결과 0순위에 등장하는 스니펫 입니다.

스니펫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검색결과를 선정하여 최상단 (0순위) 위치에 노출하여

노출대비 유입량을 극도로 올릴 수 있는 블로거들의 꿈입니다. 저 또한 스니펫을 공략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몇몇 방법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스니펫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스니펫으로 보이는 결과들을

토대로 글을 작성해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스니펫 결과들은 일반 검색 결과들

중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에 분야별로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들을

사용하여 꾸준히 그 형태를 고수하여 글을 써야 합니다.

<1> 순위를 보여주는 스니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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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대한 많은 주제 중에 순위에 대한 글을 작성하면서 노려볼 만한 스니펫 입니다.

저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글이며 해당 글과 같이 월별로, 주별로 꾸준히 작성할

수 있는 주제의 경우 틈새를 노려보기 매우 좋은 스니펫 입니다.

<2> 자료 리스트형 스니펫

해당 키워드에 대해 조사한 자료들을 나열하여 글을 작성할 때 보여지는 스니펫입니다.

은근히 이런 리스트형 포스팅도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형식이니 노리고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로도 충분히 노려 볼 수 있습니다.

113



<3>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정의형 스니펫

저도 많이 사용했던 신조어 설명해주는 포스팅에서 많이 등장하는 스니펫입니다.

예시처럼 2019년 글이 0순위에 검색결과로 보여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신조어 및 여러 단어들의 유래와 같은 포스팅은 정말 롱테일 키워드인 듯 합니다.

<4>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해결형 스니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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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는 포스팅도 스니펫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때 자주 사용되는 포스팅입니다. 이런 경우에

검색 결과내에 포스팅 수가 적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상위 노출 및 스니펫에 오르기도

합니다. 비슷한 스니펫으로 ~하는 방법, ~만드는 법 등 의 예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료를 일목 요연하게 보여주는 테이블형 스니펫, 고유 명사의 설명에 대한

스니펫, 영상 스니펫 등등 이 있습니다만 잘 사용하지 않아 뺐습니다.

☆ W-tip ☆

(1) 스니펫에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2) 현재 스니펫에 노출되는 글들을 참고하여 글을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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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고 클릭률 2배 높이는 방법 TOP3.

높은 노출, 높은 유입까지 끌어 내었다면 이제는 광고를 클릭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높은 광고 클릭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광고 위치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일 뿐.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몫입니다. 포스팅에 사용하는 광고는 포스팅 상단, 본문 내, 하단, 좌우 등 여러 곳에 위치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필수는 애드센스 자동 광고 + 상단 + 하단입니다. 이 3곳은 필수로

넣고 본문 내에 광고는 크게 2가지로 배치 시키고 있습니다.

(예시로 사용한 블로그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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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이 글의 중간에 이미지와 같이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 광고를 볼 확률이 높아 지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글이 길다고 중간에 계속

광고를 넣으면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전체 글의 비율 중 ⅓ , ⅔  지점 해서

2개 정도 배치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광고 위치는 새 단락이 들어가기 전 단락의 끝 입니다. 이 때는 이미지 없이

사용하며 새 단락의 경우 좀 더 공란을 두고 위치 시켜줍니다.

사람들은 어떤 글을 읽을 때, 내용이 끝나면 머리속을 자동으로 정리합니다. 이 때 보여지는

광고는 머리속을 정리하면서 보기에 매우 좋습니다. 이런 경우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이미지와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아 이미지 없이 사용하며 그 다음 새로운 내용의

117



글은 조금 시간을 두고 읽게 하기 위해 더 떨어 뜨리고 시작하게 합니다.

이 방법도 매우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단락이 끝날 때마다 광고를 넣게

되면 이것 또한 사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2~3개의 본문내 광고만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광고 위치에 대해 다시 정리하자면 자동 광고 + 상단 + 하단 필수 3개와

본문 내 2가지 위치에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고 클릭률을 올리는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스팅 내에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하거나 링크를 활용하여 파일을 받게 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 하는 것입니다.

파일을 제공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연결하는 링크를 활용하는 방법, 포스팅 내에 자료를 첨부하여 자료를

다운받게 하는 방법,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드라이브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방법 등이 있지요.

가장 쉬운 것은 무료 어플리케이션, 무료 프로그램등의 자료 공유 입니다.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자료 들을 활용하여 포스팅하고 첨부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는 분야가

이런 자료들을 사용하는 분야가 아닌 경우 난감해 지겠지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이 포스팅한 자료를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 등 여러

문서들로 만들어 제공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보면 다음 블로그 포스팅과 같이 말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예시 블로그일뿐 저자의 블로그가 아닙니다.)

자료 제공 + 내부링크 활용 블로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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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블로그를 참고하면 2022년 달력을 HWP, 액셀, PNG 등 여러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글을 쓰고 하나의 포스팅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멋있고 잘 만들어야 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포스팅을 하면 됩니다.

정 안되면 내 포스팅의 내용을 HWP, 액셀, PNG 파일로 제공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자료 제공 블로그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때 높은 확률로

전면 자동광고가 노출 됩니다. 모바일의 경우 전면 자동광고가 정말 잘 노출되고 이로 인해

광고 클릭률도 급상승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블로그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블로그 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외국 블로그 마케팅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 사용자들의 블로그 참여율(좋아요 버튼, 댓글,

자료 다운로드 등이 포함 됨) 이 높을 수록 SEO에 더 좋다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이런(불법이 아닌) 참여를 유도하는 포스팅의 경우 광고를 클릭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매우 줄여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어떤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의 포스팅은 생각보다 높게 광고를 클릭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면서 사용자들의 참여도를 높여 SEO에 높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 W-tip ☆

(1) 내 정보를 나누세요. 나누는 힘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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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5 웹사이트 꾸미기 플러스

[1] 외모 꾸미기

우리는 GeneratePress 테마를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제공되는 스킨(테마)를

선택하여 기본 적인 형태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을 수는 없으므로

이번에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워드프레스 관리자 대시보드 - 외모 - 사용자 정의하기 로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트에 보여지는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설정

창들이 보입니다. 대부분 테마에서 임폴트를 통해 제공되는 스킨(테마) 들은 같은 방법으로

외모를 꾸밀 수 있으므로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여러분들도 직접 조절하면서 익히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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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메뉴에 보이는 옵션들은 직접 들어가서 설정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을 보여줍니다.

우측 사이트 미리보기에서 연필 모양 버튼은 해당 부분들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연필 버튼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메뉴에 있는 설정 옵션을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 들은 사이트 미리보기로 실시간으로 확인 하면서 조절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공개 버튼을 통해 눌러야만 사이트에 적용 되므로 이 부분을 꼭 눌러야 합니다.

이를 누르지 않고 “왜 적용이 안되지?” 라 하셔도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ㅠ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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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에서 처음 보이는 설정은

사이트 아이덴티티 입니다.

보이는 대로 사이트 제목을 입력 할 수

있으며 아래 Hide site title 버튼을 눌러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라인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로고는 본인이 사용하실 로고를 제작하여

업로드하면 제목 옆에 보이게 됩니다.

사이트 아이콘은 브라우저에 보이는 작은

아이콘 인데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하신 경우 제작하여 업로드 하면

됩니다.

사이트 아이덴티티에서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 사이트 제목 설정 + 숨길지 말지,

(2) 사이트 로고 사용할지 말지, (3) 사이트 아이콘 사용할지 말지 입니다.

본인이 구성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에 알맞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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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설정에서는 레이아웃입니다.

Container 에서는 첫 페이지에 보여줄

부분의  너비와 높이, 글 사이의 간격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Header, Footer 에서는 사이트의

헤더 부분과 푸터 부분을 설정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Primary Navigation과 Sticky Navigation

메뉴 부분인데 보이는 메뉴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Off Canvas Panel 는 신경 안씁니다.

Sidebars 부분도 나중에 사이드 바의 위치

설정에 필요하지만 지금은 건들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여러 부분들은 하나하나 적용시켜보면서 직접 익히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부분은 Blog 부분입니다. 블로그 설정이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사용하시고 외모 - 사용자 정의하기

- Layout - Blog 로 들어가셔서 마우스 우클릭 - 번역 을 통해 직접 보면서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꼭 여기를 들어가셔서 연습하면서 본인의

사이트가 어떻게 바뀌는 지 확인하시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외모 변경의 질문의 대부분이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꼭 여기서 해보시고 난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설정들은 저도 사이트 운영시에 잘 건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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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움이 되는 워드프레스 설정

위에서 외모 - 사용자 정의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외모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워드프레스 관리자 설정을 통해 몇 가지 설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대시보드 - 설정 - 일반으로 들어가 주세요.

여기서도 사이트 제목, 태그라인, 사이트 주소, 관리자 이메일 주소, 언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아래에 있는 설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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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날짜 표시 형식과 시간 표시 형식입니다. 날짜 표시 형식은 한국어 사이트의 경우

첫번째, 두번째 형식을 추천하고 외국 사이트의 경우 네번째 형식을 추천합니다.

시간 표시 형식은 어떤 사이트 이던 세번째 형식을 추천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꼭 눌러야 적용됩니다.

다음에 보이는 설정인 설정 - 쓰기, 설정 - 읽기 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손 댈 필요는

없지만 한번씩 꼭 보셔서 어떤 설정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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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정은 설정 - 토론 입니다.

저는 여러 웹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면서 부터 기본적으로 댓글, 커뮤니티 관련 설정은 모두

비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하기도 번거로울 뿐더러 굳이 글을 읽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목표로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작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댓글이 있겠냐 싶겠지만 이는 스팸

댓글도 동시에 차단시켜 주므로 저에게는 훨씬 낫다고 판단하기에 모두 비활성화 합니다.

다음 설정은 설정 - 미디어 도 크게 손댈 필요 없으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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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설정 - 고유주소 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글의 제목으로 주소가 설정되는 것. 바로 이 부분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목을 한글로 쓰면 그대로 주소로 설정되기에 검색 유입에도 도움이 되므로

강추하는 설정입니다.

나머지 설정들은 한번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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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6 플러그인 활용 200% 높이기

[1] Autoptimize 플러그인

우리는 앞서 [7] 시간을 10배 아껴줄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 플러그인을

설치 하고 기본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플러그인들을 통해 우리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더

활용하여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Autoptimize 플러그인은 사이트에 사용된 여러 코드들에 대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주고 최적화 하여 페이지 속도 및 사이트 최적화에 도움을 줍니다. 물론 정말 전문적인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해당 플러그인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책에서 하는 것은

개인 블로그 워드프레스 인 점을 고려하여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당

플러그인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정한 기본적인 설정으로  충분합니다.

기본 설정을 통해 Autoptimize는 사이트 최적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이트 속도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https://pagespeed.web.dev를 활용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사이트 속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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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확인해야 겠지만 우리는 설치한 후

사이트를 운영하므로 큰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분석 결과 윗 부분에서는 실제 사용자의 경험 부분에서 윗줄 3가지가 모두 녹색이면

큰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처럼 모두 윗줄 3가지가 녹색이면 OK!

분석 결과 아래 성능 문제 진단에서 보이는 점수는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낮아도 검색, 노출이 높으면 큰 문제 없기 때문입니다. 제 사이트들도 30~100

사이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한 티스토리나 네이버 처럼 대기업의 블로그인 경우 속도

측정에 큰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129



좌측은 월 평균 40만 검색 유입 티스토리 블로그인데 속도에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입이 잘 되고 광고 노출도 문제 없기 때문입니다. 우측은 월 평균 15만 검색

유입 워드프레스 블로그입니다. 해당 블로그는 소개한 Autoptimize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1년동안에는 6~70점대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93~99 를 왔다갔다 합니다.

아무래도 워드프레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시간도 필요한 듯 합니다.

이를 대체할 플러그인으로는 W3 Total Cahe, WP Fastest Cache 플러그인들을 통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몇몇의 사이트에서는 2개이상의 플러그인을 활용하여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이트 속도에 대해 민감하신 분이시라면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하시다보면 본인에게 맞는 플러그인을 찾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Autoptimize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알려드린

설정을 유지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티스토리의 경우 크게 속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경이 쓰인다면 스킨 변경 정도는 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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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mush 플러그인

두 번째로 소개한 플러그인은 Smush 플러그인으로 사이트에 사용된 이미지들을 최적화

하여 사이트 최적화에 도움을 주는 플러그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무료

버전보다는 유료버전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의 경우 한번에 압축할 수 있는

이미지의 개수에도 제한이 있고 압축 효과도 낮은 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일단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 한 후 포함된 이미지들을

최적화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시보드에서 Smush - Bulk Smush 를 선택합니다. 보이는

화면에 최적화 가능한 이미지의 개수와 BULK SMUSH NOW 버튼이 보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잠깐 동안 로딩되는 이미지가 보인 후 최적화가 이루어 집니다. 무료버전인

경우에는 한번에 50개를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최적화가

이루어 집니다. 많은 이미지를 사용하면 여러번 최적화를 실행 시키면 됩니다. 이정도면

충분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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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최적화가 끝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대량으로 이미지 압축을 할 때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Smush 는 자동 압축도 지원합니다. 대시보드에서 Smush - Bulk

Smush 를 선택합니다. 해당 대시보드 내에서 Settings에 위치한 Automatic compression

을 활성화 하면 사이트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최적화 하고 압축합니다.

저도 원래는 이미지를 최적화하여 업로드 했었습니다만 포스팅 개수가 늘어날 수록

하나하나 수동으로 최적화 하기 힘들어 지게 되어 무료 플러그인이지만 해당 플러그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운영하는 사이트가 늘어나면 유료로도 사용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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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sert Headers and Footers 플러그인

Insert Headers and Footers 플러그인은 헤더에 코드를 쉽게 넣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플러그인으로 애드센스, 구글 애널리틱스, 네이버 애널리틱스, 네이버 웹마스터도구 등의

소유자 확인 메타 코드 입력들을 매우 쉽게 도와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사용 방법은 워드프레스 관리자 대시보드 - 설정 - Insert Headers and Footers 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보이는 화면에는 코드 입력을 할 수 있는 3개의 칸이 보이는데 순서대로

Scrip in Header, Scrip in Body, Scrip in Footer로 각각 Head, body, footer 위치에 코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Scrip in Header 이며 대부분의 소유자

확인 메타코드를 입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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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메타코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이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므로 뒤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GeneratePress 테마와 같은 여러 다른

테마 중에는 해당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테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Insert

Headers and Footers 플러그인을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테마를

사용하려고 해보실 때는 이 기능이 내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설치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플러그인은 우리의 사이트를 느려지게만할

뿐이니까요.

UpdraftPlus 플러그인에 대해서는 더 추가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백업은 매우 중요하니 본인이 생각할 때 적절한 기간에 한번씩 백업해

두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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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ank Math SEO 플러그인

마지막으로 설명할 Rank Math SEO 플러그인은 SEO 최적화에 도움을 주는 플러그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글을 작성 한 후 우측 위에 Rank Math SEO 로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해당 글에 대해 필요한 SEO 관련 설정들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가지 설정 탭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General (일반), Advanced (고급), Schema (스키마), Social (소셜) 탭으로 우리는

대부분 General (일반) 을 통해 SEO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Advanced (고급) 탭에서

설정하는 옵션들은 지금은 크게 활용되지 않습니다. , Schema (스키마) 탭에서는 유료

버전으로 전환시에 활용할 수 있는 설정 옵션들이고 Social (소셜) 탭에서는 SNS에 공유될

때 표시될 미리보기 또는 제목, 설명들을 편집하는 곳인데 큰 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General (일반) 옵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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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먼저 보이는 내용에서 Preview / Edit Snippet 에서는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모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은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노출시에 자동으로 조정

하기도 하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버튼을 눌러 한 번 보면 기본적으로 노출 될 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모니터 모양은 데스크탑에서 검색 노출 되었을 때를 보여주고 폰 모양은

핸드폰에서 검색 노출 되었을 때를 보여 줍니다. 정확히 100% 일치하는 모습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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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 부분에는 노출되는 내용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제목, 퍼머링크(특정 페이지 주소), 글 설명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설정을 변경해도

되지만 모든 글에 하나하나 수동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신경을 쓴다면 글 설명 부분을 편집해주면 좋습니다. 설정을 그냥 둔다면 글의 초입

부분을 그대로 따와서 보여 주기 때문에 글을 함축적으로 해주면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다면 더욱 더 손 대기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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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 보이는 곳은 포커스 키워드 부분입니다.

포커스 키워드 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인 키워드로 생각하면 됩니다. 글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되며 최대 5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어 형태보다

조합된 단어가 좋습니다.

단순히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등 1단어 보다는 1인용 선풍기, 자취방 에어컨,  대용량

냉장고 등 2~3 단어를 조합한 단어를 뜻합니다. SEO에서는 1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키워드

보다는 훨씬 높은 가치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됩니다. 따라서 어떤 주제에 대한 글이 될 때,

이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에 대한 주제로 글을 쓴다면

제목 : 2022년 7월 가성비 좋은 사무용 노트북 추천

포커스 키워드 : 가성비 노트북, 사무용 노트북, 가성비 좋은 노트북, 50만원대 노트북

정도로 포커스 키워드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우측에 2개의 버튼 Content AI, 화살표 는 지금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 써 있는

This post is Pillar Content 는 사이트를 대표하는 주된 글인 경우 선택하면 됩니다. 주제가

가장 드러나는 글로 다른 글의 내부 링크로 많이 사용 되는 경우 선택하면 됩니다.

잡 블로그, 이슈 블로그의 경우에는 상관 없고 어렵다면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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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볼 수 있는 것은 Basic SEO 으로 기본 적인 SEO 설정입니다.

(1) Add Focus Keyword to the SEO title.

⇒ 뜻 : 제목에 포커스 키워드를 추가하세요.

⇒ 제목에 포커스 키워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2) Add Focus Keyword to your SEO Meta Description.

⇒ 뜻 : 메타설명에 포커스 키워드를 추가하세요.

⇒ 메타 디스크립션은 제일 처음 이야기 한 Edit Snippet 에서 글 설명 부분에

추가하면 됩니다. 보통 초반에 포커스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글을 시작하면 포함 됩니다.

(3) Use Focus Keyword in the URL.

⇒ 뜻 : URL에 포커스 키워드를 추가하세요.

⇒ 한글로 주소명이 나오도록 한다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4) Use Focus Keyword at the beginning of your content.

⇒ 뜻 : 글의 도입 부분에 포커스 키워드를 추가하세요.

⇒ 글의 초반에포커스 키워드를 사용하면서 글을 시작하면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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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se Focus Keyword in the content.

⇒ 뜻 : 글에서 포커스 키워드를 추가하세요.

⇒ 글 전체에 포커스 키워드가 추가되면서 해결 됩니다.

(6) Content is 256 words long. Consider using at least 600 words.

⇒ 뜻 : 글의 내용이 짧습니다. 더 추가하세요.

⇒ 글 내용이 충분하면 됩니다. 정확히는 2500 단어 이상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Additional로 추가 SEO 관련 설정입니다.

(1) Use Focus Keyword in subheading(s) like H2, H3, H4, etc…

⇒ 뜻 : H태그를 사용하면서 포커스 키워드를 사용하세요.

⇒ H태그를 적절히 사용하여 문단별로 글을 구성하고 포커스 키워드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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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d an image with your Focus Keyword as alt text.

⇒ 뜻 : 이미지의 ALT 텍스트에 포커스 키워드를 사용하세요.

⇒ 이미지의 대체 택스트에 포커스 키워드를 사용하세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대체 택스트의 경우 한글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3) Keyword Density is 0. Aim for around 1% Keyword Density.

⇒ 뜻 : 키워드 밀도가 너무 낮습니다. 키워드 밀도는 1%를 목표로 합니다.

⇒ 키워드 밀도는 전체 글 내용 중에 사용되는 키워드 사용량입니다. 정해진 밀도는 없지만

1% ~ 2% 를 권장합니다. 전체 글을 작성하시면서 포커스 키워드를 포함하여 키워드를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4) URL is 35 characters long. Kudos!.

⇒ 뜻 : 글 주소가 적당합니다.

⇒ 너무 글 주소가 길면 문제가 됩니다. 이 때, 75자 이하를 권장합니다. 이는 영어를

기준으로 이야기 하고 있으며 한글인 경우 50자 이내를 권장합니다.

(5) Link out to external resources.

⇒ 뜻 : 외부 링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외부 링크를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권위 있는 사이트로 외부링크는 작지만 도움이

됩니다.

(6) Add DoFollow links pointing to external resources.

⇒ 뜻 : 외부 링크로 DoFollow 링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이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외부 링크에는 DoFollow 링크와 NoFollow 링크가 있는데

대부분의 외부 링크는 DoFollow 링크이므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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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dd internal links in your content.

⇒ 뜻 : 내부링크를 사용하세요.

⇒ 우리 사이트 내의 다른 글들의 내부링크를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8) Set a Focus Keyword for this content.

⇒ 뜻 : 글에서 포커스 키워드를 추가하세요.

⇒ 글 전체에 포커스 키워드가 추가되면서 해결 됩니다.

(9) Use Content AI to optimise the Post.

⇒ 뜻 : Content AI 를 활용하여 게시물을 최적화 하세요.

⇒ 유료 기능으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은 Title Readability 으로 글의 제목과 관련된 SEO 설정입니다.

(1) Use the Focus Keyword near the beginning of SEO title.

⇒ 뜻 : 제목 초반에 포커스 키워드를 사용하세요.

⇒ 제목 초반에 포커스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포커스 키워드로 시작하는 제목이면

좋습니다. 한글이라 가끔 인식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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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ou are using a number in your SEO title.

⇒ 뜻 : 제목에 숫자를 사용하세요.

⇒ 제목에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SEO에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추천한 방법인 기간, 날짜를 입력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Content Readability 으로 글의 가독성과 관련된 SEO 설정입니다.

(1) Use Table of Content to break-down your text.

⇒ 뜻 : 목차를 사용하여 글을 작성하세요.

⇒ TOC(Table of Content)를 사용하세요. 그럼 충분합니다. 그러나 글의 내용상 억지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2) Add short and concise paragraphs for better readability and UX.

⇒ 뜻 : 더 나은 가독성을 위해 UX 와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세요.

⇒ 짧고 명확한 문장들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너무 길게 늘어지는 문장들을 사용하지 않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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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d a few images and/or videos to make your content appealing.

⇒ 뜻 : 콘텐츠 내에 이미지, 영상들을 적절하게 추가하세요.

⇒ 글 내에 필요한 이미지, 동영상들을 사용하면 해결 됩니다.

전반적인 Rank Math SEO 플러그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이 Rank Math SEO 플러그인 점수를 100점을 목표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채우지 않고 잊었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점수가 높을 수록 SEO에 최적화 되어 있다 판단하지만

이를 100%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글의 특성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한 아직 한글 최적화가 되지 않은

플러그인이라 영어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고서는 사이트 파악을 100% 해줄 수

없으며 또한 이를 신경쓰는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포스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을 하고 내가 놓친 부분을 확인하면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크롬을 사용하시면 한글 번역을 통해 간단하게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물음표를 누르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설명도 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깊은 공부를 원하신다면 꼭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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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OC 플러그인

TOC(Table Of Contents) 는 콘텐츠의 목차를 의미합니다. 보통 글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H태그들의 계층 구조를 인식하여 간단하게 본문 초반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TOC(Table Of Contents) 플러그인으로 여러가지를 써보고 있는데 마땅히 추천할 만한

플러그인이 따로 없기에 그래도 가장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으로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Easy Table Of Contents 플러그인 입니다. 기본기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TOC 플러그인들이 그렇듯 간단하면서도 제 기능에 충실한 편입니다. 예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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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글을 복사하여 글 하나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미리보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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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첫번째 H2 태그 제목 위에 TOC가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글을 작성할

때 적절한 H태그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TOC 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플러그인의 기본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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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대시보드 - 플러그인 -  Easy Table Of Contents - Settings으로 가주세요.

크롬을 사용하신다면 여기서도 우클릭 - 번역 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는 크게 3가지로 다음과 같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General (일반 설정) : 일반적인 기능에 관한 설정

Appearance (외형 설정) : 외형 꾸미는 것에 관한 설정

Advanced (고급 설정) : 고급 기능에 관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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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보이는 General (일반 설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정을 추천합니다.

Enable Support (지원 활성화) : 글, 페이지 선택

Auto Insert (자동 삽입) : 글, 페이지 선택

Position (위치) : 특별히 원하는 위치 없으면 그대로.

Show when (언제 표시) : 4개 이상 제목이 있을 경우가 기본. 변경 원하면 변경.

Display Header Label (헤더 레이블 표시) : 목차 제목 설정

Header Label (헤더 레이블) : 보통 한글로 “목차” 변경

Initaial View (초기 보기) : 목록이 처음에는 숨겨지고 버튼으로만(좌측) 보이게 됩니다.

사용자가 목록을 보기를 원하면 클릭(우측)하여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통 그대로 둡니다. 변경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 보세요.

두 번째 Appearance (외형 설정) 에서는 본인의 입맛에 맞게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세 번째 Advanced (고급 설정)에서는 다른 부분은 괜찮고 제목 선택을

h1 ~ h6 까지 선택 해 놓아야 나중에 본인이 h6까지 사용할 경우 모두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 저장 버튼을 꼭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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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7 애드센스. 애널리틱스. 검색엔진. 등록 방법

[1] 구글 애드센스

기본적으로 애드센스를 신청하는 것은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블로그스팟 등 여러

웹사이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애드센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인 사이트를

애드센스에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 후 사이트가 승인 되기 전에는 광고가 게재되지 않고

승인 이후에 광고가 노출 됩니다. 승인이 되기 전까지는 블로그에 글을 계속 채워가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승인 후에는 광고가 나오게 되므로 그때부터는 수익 go! go!

먼저 사이트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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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사이트를 선택합니다.

(3) 사이트 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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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를 게재할 사이트의 URL을 입력한 후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누릅니다. 애드센스

승인을 받을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야 저장하고 계속하기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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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트 주소를 확인하시고 복사하기 버튼을 눌러 애드센스 코드를 복사하세요.

그리고 이 창을 끄지 않은 채로 워드프레스 관리자 대시보드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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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시보드에서 설정 - Insert Headers and Footers 로 이동하여 첫번째 칸 (Scripts in

Header)에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아래의 Save 버튼을 눌러 저장하세요.

이 작업은 애드센스 에서 말하는 “페이지의 HTML에 <head> 태그와 </head>태그사이에

코드를 붙여넣습니다.” 작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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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다시 애드센스 사이트 추가 창으로 돌아와 아래 검토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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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제 검토를 진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글을 쓰면서 블로그를 채우는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9)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약간의 행운도 따라주기에 우리는 그냥 꾸준히 글을 쓰면서

우리의 웹사이트를 채워 나가면 됩니다. 1~2번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 마시고 힘은 나지

않겠지만 꾸준히 하면 나중에 애드고시를 통과했을 때 훨씬 빠르게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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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글 서치 콘솔 등록

구글 서치 콘솔은 SEO 분석을 위한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필수 툴 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 국내 구글의 검색트래픽이 네이버와 비등해지면서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치 콘솔을 통해 사이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이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서치콘솔에

연결해보겠습니다.

(1) Google 서치콘솔(Search Console)에 접속하여 시작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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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음 사용자의 경우에는 창이 바로 뜹니다. 기존 사용자라면 속성 추가를 사용하여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이때 우측에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세요. 주소를 올바르게 입력하면

아래에 계속 버튼이 활성화되므로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3) 이제 소유권 확인 작업이 진행됩니다. 애드센스에서 했던 것처럼 메타태그 복사를 해서

워드프레스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설정 - Insert Headers and Footers 로이동하여

첫번째 칸 (Scripts in Header)에 복사한메타태그를 붙여넣기 하고 아래의 Save버튼을

눌러 저장하세요. 그리고 다시 소유권 확인 창으로 돌아와서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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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 확인됨. 창을 확인하시면 마무리 된 것입니다. 이제 서치콘솔 내에 여러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보통 실적 부분을 자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데이터가 부족해서 실적 확인

할 것이 없지만 앞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점점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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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트 맵 제출하는 방법

(1) 가끔 사이트 맵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Rank Math SEO

플러그인을 통해 쉽게 사이트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플러그인을 통해 우리는 XML

타입의 사이트맵을 제공합니다. 먼저 워드프레스 관리자 대시보드 - Rank Math - Sitemap

Settings 로 이동합니다.

(2) 해당 링크가 사이트맵 주소 입니다. 이를 복사하여 제출하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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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검색엔진 등록

(1) 네이버나 다른 여러 검색엔진에 앞서 진행했던 소유권 확인 작업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사이트를 등록 하는 작업들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 애드센스, 구글 서치

콘솔, 구글 애널리틱스,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 네이버 애널리틱스 까지 총 5가지 등록은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2) 검색엔진에 등록하는 것은 도움이 되나 필수는 아닙니다. 참고로 Bing, Yahoo, Yandex,

바이두 등 여러 검색엔진이 있어 하나하나 등록해야 하나 싶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구글과 네이버 등록 만으로도 검색 유입은 충분하며 이후 시간이 흐르면

등록하지 않은 검색엔진들을 통해서도 유입이 이루어지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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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08 많이 하시는 질문 모음

여기서는 전자책 오픈 이후에 1:1 시크릿 질문 포함한 여러 제자분들의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해두었습니다. 모르셨던 부분은 공부하시고 알고 있는 부분은 복습을 하면서

또 궁금한 것이 생기면 확인하면서 앞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질문과 해결법에 대하여 분야별로 최대한 분류하여 놓았습니다. 많은 제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앞으로의 업데이트에서도 이 부분은 추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메인 / 호스팅 관련 FAQ

Q : 애드센스 승인 받은 도메인을 워드프레스에 씌워서 사용해도 될까요?

A :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애드센스 승인은 승인을 받은 사이트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A 사이트 - A도메인  - A 애드센스 이런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니 새로 워드프레스

사이트나 다른 사이트를 새로 생성하여 적용해도 B 사이트 - A도메인 - A 애드센스

형태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결이 불가능 합니다. 잠시동안은 문제 없이 광고가

송출되기도 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골치아파지므로 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Q : 애드센스 승인 받은 티스토리의 하위 도메인으로 워드프레스에 적용해도 되나요?

A :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상위 도메인이 티스토리 라면

하위 도메인도 티스토리로 상위 도메인이 워드프레스라면 하위 도메인도 워드프레스로

구성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니 워드프레스를 병행하신다면 힘드시겠지만

새로 승인 받으세요.

Q : 알려주신 업체와 다른 곳을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A : 네. 문제 없습니다. 카페24 협찬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자책에 다른 업체의 활용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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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고려 하셔야 합니다. 어디를 사용하셔도 비슷한 방법으로 호스팅을 구매하여

워드프레스를 설치하시면 되고, 이후 도메인을 구매 하시고 서로 연결하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Q : 도메인과 호스팅 업체가 다른데 문제가 되나요?

A : 이 부분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호스팅은 월세방과

같습니다. 여러 업체들에서 방을 월세로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도메인은 보통 2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살 수 있는 메일 주소와 같습니다. 호스팅과 마찬가지로 여러

업체들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A업체 호스팅을 구입하고

B업체에서 도메인을 구입하여도 상관 없는 것입니다. 단 최종적으로 구입한 호스팅과

도메인이 서로 연결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Q : 호스팅 이전이 궁금합니다.

A : 호스팅 이전은 FTP를 사용하여 충분히 가능한데 이전시 오류들을 초보자 분들이

감당하기 힘들 것 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혼자 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은 적도 있는데 가장 간편한건 고객센터를 이용하는게 직빵입니다! 오류가 생겨도

문의하면 바로바로 처리가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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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워드프레스 테마 / 플러그인 관련 FAQ

Q :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사용 가능한가요?

A : 네. 해당 업그레이드는 플러그인 - GP Premium 에 설치 되어 삭제하거나 변경 하지

않으면 평생 사용 가능 합니다. 이벤트 선물로 1회 제공 되므로 추가 설치는 불가하오니

조심하세요!

Q : 다른 테마 또는 스킨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A : 제 전자책을 통해서 기본 과정을 익히셨다면 무수히 많은 테마 중에서 본인 입맛에 맞는

테마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지금 현재

Generate 프리미엄 테마로 업그레이드 되어 있으니 다른 스킨들도 임폴트하여 많이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테마를 도전하실 때에는, 임폴트 가능한지, 나에게 필요한

기능이 존재하는지, 나에게 필요없는 기능을 뺄 수 있는지 등 내 상황에 맞는 여러

조건을 확인하시고 도전하시기 바라며 처음부터 유료로 지불하지 마시고 무료로

설치하여 해보시다가 정말 괜찮다 하시면 그 때 구입해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 플러그인 업데이트 창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A : 워드프레스 버전 업데이트는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책에서 안내해드린 플러그인

업데이트는 보이면 해주세요.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는 창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Q : Rank Math 플러그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Q : 다른 플러그인 중에 이런게 있는데 어떻게 사용 할 수 있나요?

A : 앞으로 칼럼을 통해 많은 다른 플러그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질문으로 다른 플러그인에 대해 물어보시면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ㅠ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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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오토(자동화) 관련 플러그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양한 API를 활용한 자동화 플러그인 들은 기능을

활용하는데 쓰이는 경우가 있지요. 다른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은 개성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필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오토 포스팅, 오토 댓글 등의 플러그인은 당연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글쓰기

귀찮아서 오토 포스팅 하시면 지금은 잠깐 수익이 생길지라도 향후 오래가는 블로그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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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팅 및 사이트 운영 관련 FAQ

Q : 의미 없는 댓글이 계속 달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일단 이 부분은 초반에는 무시하셔도 되고 나중에는 댓글 삭제를 통해 정리 한번

하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댓글을 아예 막는 것을 선택합니다. 글을 통해 충분히

정보를 전달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Q : 글을 쓸 때 글자수는 어느 정도나 해야 하나요?

A : 이 질문 정말 많은데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2~3000자

너무 힘이 들고 쉽게 놓게 됩니다. 간단한 용어의 뜻과 설명 하는 글의 경우 500자

내외여도 충분합니다. 점점 글을 쓰는 효율이 좋아지면 1~2000자 글이 금방 만들어

집니다. 그런 글들이 정보성 글이 되면 노출과 유입은 뒤따라 오게 됩니다.

Q : 제목 글자수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A : 앞서 활용하는 Rank Math SEO 플러그인을 통해 우리는 적절한 제목의 글자수를 알 수

있지만 보통 25자 미만으로 작성하면 한 눈에 보기도 좋고 머리에도 쏙 들어오는 듯

합니다. 포커스(메인) 키워드와 숫자를 포함한 제목으로 작성하고 글자수는 너무 길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

Q : 네이버, 티스토리 본인의 글을 복사해서 해도 될까요?

A : 가능합니다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워드프레스 블로그 들 중에 많은 이슈 블로그

운영자들이 네이버 + 워드프레스로 2가지를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글과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중복문서로 타격을 입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포스팅에서 본인 워드프레스로 유입하여 애드센스 수입을

버는 구조는 아직 괜찮은 듯 합니다. 하여 만약 1개의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추천하지는 않고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것이라면 경험+수익 차원에서 해보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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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Q : 사진은 몇장 정도가 좋을까요?

A : 정해진 사진 개수는 없습니다. 글에 따라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하나 정도는 관련 사진을

넣어주는게 좋구요. 너무 많으면 사이트 속도에 영향이 생기므로 적정수준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4개 넣을거 5개 넣는다고 수익이 더

오르는 것도 아니고 5개 넣을거 4개 넣는다고 속도가 월등하게 빨라지는 것도 아니니

적절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Q : 블로그 글 1개만 쓰기에도 벅찬데요. 하루에 10개 20개는 어떻게 하나요?

A : 처음부터 하루에 10개, 20개씩은 당연히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면

한달도 못버티고 손 놓게 될 가능성이 100% 입니다. 처음에는 글 1~2개씩 쓰세요.

나에게 조금 더 여유가 있고 욕심도 있다면 중간 중간 1개씩 더 하시구요. 티스토리가

되었든 워드프레스가 되었든 하나의 사이트에 애드센스 승인을 받으시고 커피값,

치킨값 등을 버는 재미를 느끼세요. 그럼 알아서 내 몸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글도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다시 이야기 해보죠. 욕심과 노력. 여러분의 선택은?

Q : 쇼핑몰로 운영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워드프레스

쇼핑몰 테마를 사용해 본적이 없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듯 합니다. 워드프레스

테마에는 상당히 많은 테마 들이 있고 왠만한 기능들이 모두 구현됩니다. 잘 알아보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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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업데이트를 마무리 하면서…

처음과 마찬가지로 초보자 분들께 이 책 한권으로 끝낼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더불어 내용들을 첨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번 전자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워드프레스가 힘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수익형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들을 담고자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의 세계에 들어와  다 같이 수익까지 얻어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익형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사람마다 목표가 다 다를 겁니다. 정말 부수익으로

월 100만원만 만들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의 수익을 얻어 전업으로 뛰겠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 막 시작한 분들도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처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신 분들이 승자가 됩니다.

다른 강사분들이나 책에서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불변의 진리는

“시작하고 꾸준하면 수익이 됩니다.” 라는 것 입니다.

이점만 믿고 하세요. 하면 됩니다.

앞으로 전자책 및 강의 들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블로그강사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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