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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블로그 수익 개선 입문서가 제작된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개정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정판에는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지표가 추가되었습니다. 
방문자가 끝까지 읽은 콘텐츠의 랭킹을 알려주는 정독 기사 랭킹과, 
성별로 핫했던 콘텐츠의 랭킹을 알려주는 성별 인기 아이템 랭킹입니다.

더욱 풍성해진 개정판이 블로거 분들께 유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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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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수익 상승을 위한 진리 - 트래픽(Traf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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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블은 트래픽 상승에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에 접속해 좌측의 ‘로그 현황’을 클릭
해보시면 ‘유입경로’와 ‘앱 트래픽’ 메뉴를 통해 블로그 방문자가 어디서 유입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입경로(①)는 내 블로그를 방문한 사용자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 들어
오는지 트래픽 소스(Traffic Source)를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앱 트래픽(②)은 유입경로를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트래픽에 기여
한 ‘앱(APP)’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통계입니다.

이 두 지표를 함께 잘 보시면 내 블로그에 유입되는 주요 앱은 무엇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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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ble.io/220908135916
http://blog.dable.io/220974151791


‘위젯 도달률’,  트래픽 상승과 함께 꼭 주목해야 할 지표입니다.
위젯 도달률은 쉽게 풀이하자면 내 블로그에 방문한 사용자들의 눈에
광고가 얼마나 띄었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사용자가 데이블의 광고를 보기까지의 흐름을 함께 생각해볼까요? 
예를 들어 김데이불씨가 운영자님의 블로그에 들어왔습니다. 
블로그의 콘텐츠를 클릭한 사용자가 콘텐츠를 읽고, 
이후 하단에 위치한 데이블의 위젯까지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이후 하단에 위치한 데이블의 위젯까지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
그게 바로 위젯까지 도달한 게 됩니다.

위젯 도달률

데이블 위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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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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문 하단 
데이블 광고 수익의 일등공신,
무조건 첫번째로 추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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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ble.io/220778624432


데이블의 위젯은 보통 본문이 끝나는 지점, 본문 바로 하단에 위치했을 때 가장 성과가 두드러집니다. 
콘텐츠 하단까지 스크롤을 내리는 비율만큼 방문자가 콘텐츠를 꼼꼼히 읽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데이블은 블로그 방문자가 어떤 콘텐츠를 자세히 읽었는지 알 수 있는 '정독 기사 랭킹'을 제공합니다.
이 지표를 통해 가장 꼼꼼한 소비를 일으키는 콘텐츠가 무엇인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좋아하는 콘텐츠를 계속 생산하면 데이블 위젯에 도달하는 비율도, 광고 수익도 쑥쑥 늘겠죠? 

정독 기사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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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데이블 수익화 연구소에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은 성별에 따라 관심 콘텐츠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남성이 좋아하는 콘텐츠, 여성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성별 인기 아이템 랭킹을 제공합니다. 
데이블이 제공하는 방문자 성별 데이터를 참고하신 다음, 성별로 인기가 많은 콘텐츠를 파악해보세요.
블로그 방문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다면 여성의 흥미를 일으키는 콘텐츠를 마구마구 발행하시면 
광고 수익에 아주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요? 

성별 인기 아이템 랭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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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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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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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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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다른 글 보기

T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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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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들과 함께 해 주시는 블로거 분들~ 감사합니다!

블로그 수익 개선 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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