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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History 

• 2008.2:   - 다음 티스로에  블로그 개설  

                 (나의문화유산답사기 http://younghwan12.tistory.com)  

                 - 국내 여행 중 방문한 역사유적지 사진을 중심 컨텐츠 구성 

• 2008.4:   -이집트 여행 및 관련 내용 포스팅 

• 2008. 12: - 컨텐츠 약800여개 포스팅, 초기에 포스팅수에 주안점을 둠. 

                 - 방문자 800명/일, 24,000명/월 수준의 개인블로그로 자리함. 

• 2009.3:   - 구글 애드센스 적용 

• 2009. 5:  - 네이버 오픈캐스트 운영 시작 

                 - 약 0~1회/월 네이버 메인에 선정됨(약5천명/회 방문 효과) 

• 2009.12: - 약 2,000여 포스팅, 박물관을 추가하여 컨텐츠 내용을 확대함 

• 2010.12: - 티스토리 “2010 best blogger”로 선정됨 

                - 2011년, 2012년에도 선정, 2013년 탈락 

• 2013.12: - 방문객  3,000명/일, 9만명/월, 480만명/누적 수준 

                - 포스팅수 4000여개 

 

2008년 티스토리 블로그를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방문자 3천명/일, 
1~2개/일 포스팅을 유지하고 있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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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ing 
추진 
방향 

http://younghwan12.tistory.com/


컨텐츠 현황 

• 전통 건축물: 약 750여개 (궁궐, 관아, 정자, 고택, 서원, 사당, 향교, 근대건축물 등) 

• 성곽: 약 230여개 (산성,읍성,돈대 등) 

• 역사유적지: 약 300여개 (선사유적, 고분과 왕릉, 역사유적지 등) 

• 불교문화재: 약 600여개 (전국사찰, 절터, 사찰건축, 불상 등) 

• 한국의 풍경: 약 600여개 (전통마을, 명승지, 도심골목길, 맛집 등) 

• 해외 여행: 약 600여개 (이집트,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중국 등) 

• 박물관: 약 700여개 (중앙박물관, 지역박물관, 대학박물관, 해외박물관 등) 

 

2008년 이후 약 3,600여개 컨텐츠가 포스팅되어 있음 

▶ 주요 지역을 방문한 결과를 계속 정리하여 포스팅하고 있으나,  
   처음 시작할 때 작성한 것과 경험이 축적된 이후 작성된 것이  
   내용과 구성면에서 차이가 많고 체계적인 면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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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포스팅 추이(누적) 

블로그 포스팅 추이 

(단위: 개) 

• 블로거 개설 이후 다수의 글 포스팅 
   - 양적인 측면에서 컨텐츠 확보 
   - 질적으로는 수준이 낮은편임 
  
• 2011년 이후 정상적인 포스팅 
   - 1~2개/일 정도 작성 

블로그로 자리잡은 2011년 이후 1~2개/일 정도 포스팅을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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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현황 

* Data 출처: 티스토리 방문자 통계 

년도별 방문자 추이 

• 방문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정체되고 있음 

 
• 2011년의 경우 네이버 검색엔진 
    정책변화로 방문자수가 감소함 
 
• 2013년말 누적방문자 약 480만명 

(단위: 명) 

현재 2,000~3,000명/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방문자수가 정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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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유입 경로 

유입 경로 추이 
• 검색엔진 유입비중 높음 
   - 네이버, 다음, 구글 순 
 
• 네이버와 다음 유입비중은 감소 
   -  검색엔진에 최근글을 우선함 
 
• 구글을 통한 유입비중은 꾸준히 증가 
   - 국내 점유율(5%) 대비 4배 정도  
 
• Direct 유입비중 꾸준히 증가 
   - 2013년 기준 4.8% 

 
• 네이버 포탈을 통한 유입비중 높음 
   - 2013년 기준 약 15% 
   - 켄텐츠를 중시하는 naver에서 우대 
    (naver 메인화면에 자주 선정됨) 
   -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는 다음 View를 
    통한 유입은 미미함 
   - 각종 메타블로그를 통한 유입도 미미함 
 

(단위: %) 

검색엔진 유입 비중이 높으며, 특히 구글검색엔진에 최적화된 것으로 보임. 

현황 
Bench 

Marking 
추진 
방향 



• 지역별 방문자 

  - 한국(95.2%), 미국(1.6%),  중국(0.6%), 일본(0.5%) 

 

• 유적/유물 관련 키워드가 대부분이나 

   숙박지/맛집/대학 관련 키워드도 상당히 있음. 

 

• 유입경로별 특징 

방문비중 신규비중 페이지/회 방문시간 

naver 38% 85% 1.41 0:49 

daum 20% 82% 1.39 0:55 

goolge 15% 75% 1.7 1:29 

opencast 9% 95% 1.99 1:38 

naver.com 7% 85% 2.22 1:46 

direct 5% 70% 2.6 2:39 

평균 94% 83% 1.64 1:12 

유입 경로별 특징 

• 한글로 작성되어 국내방문자 위주임. 
  - 영문으로 작성하여 해외방문자 유도 필요 
 
  
• 유적/유물 外 블로그 방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검색엔진을 통한 유입이 절대다수이나, 
    방문시간/방문페이지가 양호하지 못함 
 
• 네이버 포탈을 통한 유입은 방문시간,  
    방문페이지에서 상당히 양호함 
 
• 직접 유입도 방문성향이 양호함 
  - 전체적인 질적수준을 높여 재방문이 
    많이 이루어져야 함. 
 

국내 방문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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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Bench 
Marking 

추진 
방향 

블로그 이름 성격 포스팅수 
누적* 
방문자 

일방문
자 

랭키** 
순위 

*** 
블로그
지수 

문화유산답사기 답사여행 4,000 480 2~3천 516 54 

입질의추억 낚시 1,500 2,700 2만 5 58 

줌마스토리 생활팁 2,600 1,700 1~2만 21 45 

사진은권력이다 사진 14,000 3,300 2만 22 71 

아이엠피터 시사 2,400 67 79 

이기적인여자 해외여행 1,100 480 1천 804 33 

도쿄동경 일본여행 3,200 2,200 1만 159 68 

라오니스 국내여행 680 300 1천 498 48 

바람흔적 국내여행 1,200 680 1천 457 45 

여행편지**** 여행사 200* 14 

The Marot’s***** 한국소개 60 

    * 누적방문자 단위는 만명, 대체로 티스토리 서비스가 시작된 2007년 이후 누적방문자임 
   ** 랭키순위: 국내 사이트 평가업체인 랭키닷컴에 산성한 2014년 2월 기준임. 
  *** 블로그지는 해외 블로그 평사 사이트인 BlogLevel에서 산정한 수치임, Google 검색기준과 유사한 
      한 것으로 평가됨 
**** 여행편지는 국내여행사 사이트로 전체 13,000위 수준이며, 개인블로그 약 200위 정도임 
   
***** 외국인이 운영하는 영문블로거로 한국을 소개하는 것이 주내용임. 블로거지수가 상당히 높음  

국내 유명 개인블로그 (티스토리) 

- 국내 유명블로그 
- 일방문자 만명이상 유지 
- Portal의 지원 
- 분야별 전문성확보 
- 2개정도 분야 글 포스팅 

- 여행분야 유명블로거 
- 네이버에서도 운용 또는  
  서적발간  

- 여행분야 중 비슷한 수준 

- 영문블로그로 인지도가 상당함 

- 여행업체 site 

일방문수 1만명이 이상 유명블로그가 생겨나 있으나, 여행관련 블로그는  
컨텐츠의 성격상 아직 많지 않음 

http://younghwan12.tistory.com/
http://slds2.tistory.com/
http://www.zoommastory.com/
http://photohistory.tistory.com/
http://impeter.tistory.com/
http://www.kimsujung.com/
http://endeva.tistory.com/
http://raonyss.tistory.com/
http://neowind.tistory.com/
http://www.hyulimbook.co.kr/
http://www.rjkoehler.com/
http://bloglevel.edelm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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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ing 

추진 
방향 

• 국내 최대 Portal 및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 검색엔진과 지식인으로 성장하여 검색을 중요시함. 
• 지식백과, 네이버캐스트 등 자체 컨텐츠 역량 강화 
• 폐쇄적으로 운영하나, 타업체 블로그 컨텐츠도 중요시함. 
• 검색로직이 개별 컨텐츠 중심이며, 최신글이 주로 반영됨 

• 국내 2위 Portal/검색업체 (M/S 약 20%) 
• 메일/카페서비스로 성장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함 
• 자체 컨텐츠는 거의 없으며, 관심도 낮음 
• 다음/티스토리 2개의 블로그 서비스 운영중 
• 검색로직이 개별 컨텐츠 중심이며, 최신글이 주로 반영됨 

• 세계 1위 검색업체이나 국내 M/S낮음.(약5%) 
• 최적의 검색결과를 추구함 
• 검색은 Site에 많은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우대 
• 광고프로그램인 애드센스를 운영 
• Google+를 운영중이나 독점적이지 않음 

naver 

daum 

google 

국내외 주요 Portal/검색업체 개인블로그에 대한 입장 

• 다양한 컨텐츠 Source 
• 검색에서 네이버블로그 우대 
• 광고지원프로그램 미약 

• SNS 수단으로 인식 
• 특정블로그 집중 지원 
    - main 화면 노출 
• 광고지원프로그램미약  
     

• 다양한 컨텐츠 source 
• 광고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국내에서는 naver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나 분야별로 검색을 통한 유입에 한계가 있
어, google을 통한 방문자 유입 확대가 필요함  



현황 Bench 
Marking 

추진 
방향 

현황분석 요약 

• 블로그를 수년간 운영하면서 일정수준의 Contents 확보 
 

• 지속적인 포스팅으로  등록된 글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방문자수는 정체되고 있음.  
    - 2,500명/일 수준이나 최근 감소하고 있음. 
    - 국내 검색엔진(naver, daum)은 개별로 포스팅된 글을 기준으로 
      검색결과에 반영하고, 최신글에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있는 블로그를 크게 우대하지 않아, 최근 수개월내에 등록된 내용만 
      실제로 유효함 
 
• Google을 통한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 
    -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의 양이 많고, 검색에 적합한 구성 
 
• 비중은 적으나 Direct 유입은 꾸준히 증가 

 
• 성공적인 개인블로그(여행)의 경우 여행정보 외 다른 분야의 글도 포스팅 
    -  도쿄동경(일본여행)의 경우 맛집과 고양이 관련 글도 꾸준히 포스팅 
    - Naver와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음. 

개선 방향 

• 해외방문자 유입을 위해 
     외국어(영어/일어) 번역 
 
• Direct 유입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포스팅하는 별도 블로그 운영 
 
• 자료형태로 작성하여 
    답사여행 자료실 운영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방문자 유입이 정체되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http://endeva.tistory.com/


현황 Bench 
Marking 

추진 
방향 

기존 블로그 
(나의문화유산답사기) 

• 티스토리에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 
 

• Raw Data 차원에서 1차자료(Draft) 성격을 가짐 

신규 블로그 
• 설치형 블로그인 wordpress 로 운영 
    - 도메인 등록(www.dapsa.kr), 자체 서버 

 
• 한글, 영문, 일문 버전의 3개 블로그 운영 

 
• 한글은 티스토리에 있는 보완하여 포스팅함 
   - 체계적인 블로그 구성으로 Direct 유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함. 
 
• 여러 개의 글을 모아서 자료를 만들어 파일로 등록 
   - 답사여행 자료실 운영 
 
• 영문,일문은 한글로 등록된 내용을 번역함. 

 
 

설치형블로그 (Wordpress)도입하여 새로운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함. 

http://younghwan12.tistory.com/
http://www.dapsa.kr/


1차분류 
문화 
유산 

유적지 불교 
한국의 
풍경 

해외 박물관 자료실 

2차분류 

문화유산
이야기 

선사 사찰 
전통 
마을 

수도권 스페인 
중앙 

박물관 

궁궐 삼국 절터 바다 중부권 이탈리아 해외 

관아 
고려/ 
조선 

불교 
건축 

산/강 영남권 독일 수도권 

서원/ 
향교 

성곽 탑 도시 호남권 프랑스 지방 

고택 
고분/ 
왕릉 

부도/ 
탑비 

공원 맛집 이집트 대학 

과학기술 불상 중국 

근대건축 기타 일본 

Culture & History Traveling(가칭) 카테고리 구성 

• 문화유산이야기: 특정 주제에 대한 이야기(예:한글의 사용) 
• 답사여행은 크게 건축, 유적지, 불교문화재로 구분하여 정리 
• 국내여행은 답사와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여행지 또는 지역에 대한 이야기 
• 해외여행은 국가별로 분류 
• 일본이야기: 일본문화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찾아서 정리(예: 일본인과 고양이) 
• 답사자료: 특정은 내용의 글을 모아 파일로 만들어 공유(naver opencast처럼 8개 정도 글을 모아서 자료화함. 

현황 Bench 
Marking 

추진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