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수익 상승을 
원하는 당신에게

블로그 수익 개선 입문서

광고 수익 상승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데이블 ‘수익 상승 연구소’에서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TIP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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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STEP 1’도 아니고 ‘STEP 0’(?) 그만큼 광고 수익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게 바로 트래픽입니다. 트래픽과 광고 수익은 대체로 비례합니다. 트래픽이 많다는 것은 내 블로그에 

노출되고 있는 광고를 클릭할 사용자, 즉 클릭 모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일일 PV가 2천인 것보다 

3천일 때, 3천일 때보다 4천일 때 높은 광고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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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블은 트래픽 상승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접속한 

후 좌측의 ‘로그 현황’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유입

경로분석’, 게다가 이번에 ‘앱 트래픽 분석’ 기능을 

새롭게 개시 했습니다. 

유입경로분석(①)은 내 블로그를 방문한 사용자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들어오는지 트래픽 소스어떤 경로를 거쳐 들어오는지 트래픽 소스(Traffic 

Source)를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앱 트래픽 분석

(②)은 유입경로를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트래

픽 발생에 기여한 ‘앱(APP)’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통계입니다. 이 두 지표를 함께 잘  보시면 내 블로그

에 유입되는 주요 앱은 무엇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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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위젯도달률’, 트래픽 상승과 함께 꼭 주목해야 할 지표입니다. 위젯도달률은 쉽게 풀이하자면 내 

블로그에 방문한 사용자들의 눈에 광고가 얼마나 띄었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주목해야 할 지표 - 위젯도달률(①) 

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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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데이블의 광고를 보기까지의 흐름을 함께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 김데이불씨가 운영자님의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블로그의 콘텐츠를 클릭한 

사용자가 콘텐츠를 읽고, 이후 하단에 위치한 데이블

의 위젯까지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그게 바로 위젯까지 도달한 게 됩니다.

블로그에 방문한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읽을 때블로그에 방문한 모든 사용자가 콘텐츠를 읽을 때

마다 데이블 위젯의 위치까지 내려오는 비율이 

데이블이 제공하는 ‘위젯도달률’입니다. 즉, 광고 

수익을  높이려면 위젯 도달률도 높여야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트래픽이 높더라도 위젯도달률이 낮으면 결국 광고가 사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는 의미가 되니, 위젯 도달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블의 위젯은 ‘본문 하단’에 있을 때 클릭에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하단

까지 사용자를 유도해야 합니다. 사용자를 본문 하단까지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텐데요. 

콘텐츠의 매력을 높여 완독률을 상승시키는 방법, 콘텐츠의 분량이 많을 경우 글을 나눠 시리즈로 

만드는 방법 등을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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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목해야 할 지표 - 위젯도달률

http://blog.dable.io/220778624432


사용자를 위젯까지 친절히 모셨는데도 성과에 방해가 되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썸네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블로거 분들은 주로 검색 결과에 노출되기 위해서 블로그 포스팅의 대표 이미지에 텍스트를 포함시켜 

작성해주시고 계시죠. (아래 예시처럼요!) 정말 아쉽게도 데이블 위젯의 썸네일 비율은 16:10이랍니다. 

그래서 위젯에 대표 이미지가 얹혀지면 마지막 줄 글자가 잘려 보이게 됩니다. 더불어 비슷한 톤의 

배경 이미지 컬러로 각 콘텐츠의 대표 이미지를 생성해주시다보니 광고 영역과 콘텐츠 추천 영역이 

명확히 구분 되죠.명확히 구분 되죠. 

데이블 위젯의 장점은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영역 내에 광고가 함께 포함되어 자연스럽게 광고 클릭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추천 콘텐츠의 대표 이미지가 광고와 너무 다르면 추천 콘텐츠의 영역과

STEP2

블로그 수익 개선 입문서

5

위젯의 UI(User Interface)를 적절히 활용하기 - 썸네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1081&cid=40942&categoryId=32843
https://ko.wikipedia.org/wiki/%EC%84%AC%EB%84%A4%EC%9D%BC


광고의 영역이 명확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럼 블로그를 방문하는 사용자들이 광고 영역과 콘텐츠 

영역을 분리하게 되고 클릭으로 이어지지 않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대표 이미지의 비율을 16:10으로 맞춰주시거나 블로그 포스팅을 하실 때 

대표 이미지를 위의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가 아닌 일반 이미지로 등록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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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젯에 대한 집중도 높이기 - 다른 글 보기 플러그인 편

먼저 데이블이 제공해드리는 위젯을 한 번 뜯어보겠습니다! 데이블 위젯은 블로거분들이 직접 올리신 

콘텐츠와 네이티브 광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제외하고 본다면 블로그 내의 다른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죠. 

티스토리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른 글 보기’ 플러그인인데요. 데이블의 위젯과 

티스토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플러그인을 함께 사용하고 계시는 블로거 분들의 경우엔 한 

페이지에 비슷한 기능의 서비스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게 됩니다 :) 

광고 수익의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클릭할 수 있는 추천 콘텐츠의 양이 많아질수록 자연히 광고의광고 수익의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클릭할 수 있는 추천 콘텐츠의 양이 많아질수록 자연히 광고의 

클릭률은 하락하게 됩니다. 블로그를 운영 중이신 여러분은 모두 ‘운영 전략’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운영 전략의 우선순위에 맞게 각각 서비스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를 적절하게 구성하시면 어떨까요? 

위젯에 대한 집중도 높이기 - 다른 글 보기 플러그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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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해드리는 TIP은 여기까지입니다. 

데이블의 ‘수익 상승 연구소’는 항상 수익 개선을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있으니 곧 더 좋은 TIP을 들고 돌아올게요! 

데이블과 함께해주시는 블로거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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