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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검색 웹사이트 노출 정책의 변화

2. 네이버 웹마스터도구란?  (링크)

3. 소유확인이 왜 필요한가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링크)

4. 웹사이트 최적화 점검하기, 점검할 때 주의 깊게 봐야할 사항 (링크)

5. 신디케이션 연동 또는 사이트맵, RSS 제출 (링크)

Appendix – FAQ

• 검색에 노출하는 제목, 설명문을 변경하고 싶어요 (링크)

• 검색에 노출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변경하고 싶어요 (링크)

• 사이트/웹페이지가 검색에 수집/노출 되지 않아요 (링크)

• PC검색에는 PC웹사이트를, 모바일검색에는 모바일웹사이트를 노출하고 싶어요 (링크)

• 서브링크, 공식채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싶어요 (링크)

• 웹마스터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검색에 반영되지않나요? (링크)

• Example.com/name 형태의 웹사이트는 소유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웹사이트 검색에 노출할 수 없나요? (링크)

• HTML 확인 파일, 메타태그 중 어떤 방식으로 소유확인해야 하나요? (링크)

• 기타 참고할만한 웹사이트 (링크)



콘텐츠품질이좋고, 웹표준 소비가높은웹사이트를

웹표준
준수

사용자
소비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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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콘텐츠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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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움말

관련도움말

HTML 파일업로드선택 후
3번에있는 URL주소를클릭하여
HTML 확인파일다운로드후
웹사이트개발자에게파일전달

HTML 태그선택후
[메타태그]옆녹색텍스트를
그대로웹사이트개발자에게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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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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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수집허용/제한웹페이지에대한설정 여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FAQ를 참고해주세요.

- robots.txt, 로봇 메타태그

사이트맵, RSS를제출하셨다면

신규/수정/삭제된사이트, 웹페이지정보를

검색로봇이 보다꼼꼼히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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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검색 내 사이트, 웹문서 영역에노출할

제목, 설명이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확인할수 있습니다.

적합한값이 없으면검색에 노출되지않을 수있습니다.

또한 잘못된값이 설정되어있으면그대로 검색에노출합니다.

변경을원하시면관련 FAQ를 참고해주세요.

웹사이트내 모든 웹페이지에제목이있는지, 제목이 동일한지

진단한결과입니다.

웹페이지제목이동일하면 다양한키워드에

적절한웹페이지가검색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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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등 모바일환경에서도웹사이트를편하게 볼수 있도록 개

발 되어있는지확인할수 있습니다.

검색 로봇이이해할수 있고, 오류가덜 발생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가개발되어있는지진단하는 항목입니다.

검색로봇이웹사이트내 웹페이지를발견하기쉽도록

웹사이트내 링크들이웹표준에맞게 개발되었는지진단합니다.

웹사이트의콘텐츠를사용자들이많이 찾는지, 믿을 만한다른 웹사

이트에많이 링크되어있는지 네이버가수집한전체 웹페이지를분석

한 결과입니다. 검색랭킹에서인기도수준을짐작하는데유용합니다.



신디케이션사용자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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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사이트 / 웹페이지제목태그

제목

사이트 / 웹페이지제목오픈그래프태그

제목

사이트 / 웹페이지설명태그

설명

사이트 / 웹페이지설명오픈그래프태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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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검색로봇수집차단

로봇배제표준

네이버검색로봇수집차단 네이버검색로봇수집허용

노출불가 노출불가 노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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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B%A1%9C%EB%B4%87_%EB%B0%B0%EC%A0%9C_%ED%91%9C%EC%A4%80


웹페이지검색노출차단

<meta name="robots" content="noindex"> 

웹페이지에삽입된링크수집차단

<meta name="robots" content="no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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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i

네이버검색공식블로그

Mozilla/5.0 (compatible; Yeti/1.1; +http://naver.me/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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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naver_search/220761336538


자신만의이름(User Agent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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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oquery=user+agent&ie=utf8&query=user+agent


추가, 변경하지않습니다

바로가기

사이트서브링크▶

사이트공식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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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표준을준수하지않는웹사이트는

검색에서미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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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도움말

관련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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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링크

링크

링크

링크

링크

링크

링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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