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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코디 교육 서비스 런칭 (2015.08~ )  

• 워드프레스 정보 공유 커뮤니티 make BCT 런칭  (2015.01~ ) (http://makebct.net) 

• 한국형 워드프레스 테마 출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 BC TOWNTM 런칭 (2013.11~)  

• 워드프레스 마스터, 2013년 3월 출간 

•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HOMELOGTM 런칭 (2010.05~ ) 

• 블로그코디 대표 (2008.8~ ) (http://blogco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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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숚서 

페이지 생성 샘플 페이지 작성  메뉴 구성하기 

페이지 탬플릿 설정 카테고리 출력 설정 슬라이드 설정 

게시판 설정 

에디터 확장 파비콘 추가 SNS 공유 버튺 추가 Jetpack  홗용 

첫 화면 설정 

팝업 추가 SEO 체크 리스트 보안 체크 리스트 글 조회수 추가 

백업/복원 성능 체크 리스트 

1주차 과정 

2주차 과정 

3주차 과정 

카테고리 생성 

폼 설정 회원 설정 

헤더 로고 추가 푸터 로고 추가 푸터 텍스트 추가 푸터 텍스트 추가 

사이드바에 위젯 
배치 

샘플 글 작성 



실습용 계정 확인 

고유번호 이름 사용자명 계정 접속 주소 임시비밀번호 

1 박동민 bct1 http://1.blogcodi.net/ 

12345 

2 원은정 bct2 http://2.blogcodi.net/ 

3 이승우 bct3 http://3.blogcodi.net/ 

4 최미영 bct4 http://4.blogcodi.net/ 

5 박주영 bct5 http://5.blogcodi.net/ 

6 박영남 bct6 http://6.blogcodi.net/ 

7 조아리 bct7 http://7.blogcodi.net/ 

8 박규언 bct8 http://8.blogcodi.net/ 

9 김은제 bct9 http://9.blogcodi.net/ 

10 김봉찬 bct10 http://10.blogcodi.net/ 

11 김차원 bct11 http://11.blogcodi.net/ 

12 장유진 bct12 http://12.blogcodi.net/ 

13 조준희 bct13 http://13.blogcodi.net/ 

14 임정민 bct14 http://14.blogcodi.net/ 

15 허만우 bct15 http://15.blogcodi.net/ 

16 김효영 bct16 http://16.blogcodi.net/ 

17 홍경수 bct17 http://17.blogcodi.net/ 

18 박기홍 bct18 http://18.blogcodi.net/ 

19 박상희 bct19 http://19.blogcodi.net/ 

20 소영숙 bct20 http://20.blogcodi.net/ 



워드프레스 로그인 화면 

http://자싞의 고유번호.blogcodi.net/wp-login.php 

자싞의 사용자명 

자싞의 임시 비밀번호 



준비사항 체크 ① 공통 파일 

번호 디렉토리 파일명 설명 기타 

1 common 

footer_logo.png 푸터 로고 82x28 

footer_text.txt 푸터 텍스트 글 하단 내용 

logo.png 헤더 로고 260x60 

sidebar01.png 위젯 500x154 

slide01.jpg ~ slide05.jpg 슬라이드 이미지 1920x650 

2 page 
page_text.txt 

페이지 샘플 
텍스트 

page01.jpg 735x522 

3 post 
post01.txt ~ post05.txt 

포스트 샘플 
포스트 내용 

post01.jpg ~ post05.jpg 이미지 

http://makebct.net/edu/에서 “[공지사항] [공통] 실습 파일” 글에 있는 실습파일.zip 파일 다운로드 

http://makebct.net/edu/
http://makebct.net/edu/
http://makebct.net/edu/


회원 설정 

▶ 회원 플러그인 선택 

▶ 회원 플러그인 설치 및 홗성화 

▶ 생성된 페이지 메뉴 추가 

▶ 회원 shortcode 추가 

▶ 등 

 

 

 



회원 플러그인 선택 



회원 플러그인 설치 및 활성화 



새 페이지 생성: 로그인/회원등록/내정보 

내용은 비워두세요 

회원등록 
내정보 

 
페이지도 
로그인과 
동일하게 
생성함 



생성된 페이지 메뉴 추가 



회원 shortcode 추가 ① 로그인 

basic login 선택하면 
shortcode 추가됨 



회원 shortcode 추가 ① 로그인 결과 화면 



회원 shortcode 추가 ② 회원가입 

basic registration 
선택하면 

shortcode 추가됨 



회원 shortcode 추가 ② 회원가입 결과 화면 



회원 shortcode 추가 ③ 내정보 

User Profile Page 
선택하면 

shortcode 추가됨 



회원 shortcode 추가 ③ 내정보 결과 화면 



회원 shortcode 추가 ③ 내정보 결과 화면 (로그인 이후) 



회원 가입 시 필드 설정 (기본) 



회원 가입 시 필드 추가 결과 



[참고] 불편한 점 ① 회원 가입 양식 

기본 플러그인 사용 시 
회원 가입 양식이 

국내 홖경과 상이함 



[참고] 불편한 점 ② 국내 우편번호/주소 입력 



[참고] 불편한 점 ③ 메뉴 관리 (1) 



[참고] 불편한 점 ③ 메뉴 관리 (2) 

https://wordpress.org/plugins/baw-login-logout-menu/  

https://wordpress.org/plugins/baw-login-logout-menu/
https://wordpress.org/plugins/baw-login-logout-menu/
https://wordpress.org/plugins/baw-login-logout-menu/
https://wordpress.org/plugins/baw-login-logout-menu/
https://wordpress.org/plugins/baw-login-logout-menu/
https://wordpress.org/plugins/baw-login-logout-menu/
https://wordpress.org/plugins/baw-login-logout-menu/
https://wordpress.org/plugins/baw-login-logout-menu/


[참고] 불편한 점 ④ 회원 탈퇴 



[참고] 회원 권한 관리 플러그인 



[참고] 회원 관리 플러그인 활용 



[참고] 페이지 접근 권한 플러그인 



[참고] 페이지 접근 권한 



[참고] 페이지 접근 권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실습 (3) 

▶ 에디터 확장/홗용법 

▶ 많이 홗용되는 확장 기능 모음 

▶ Jetpack 홗용법 

▶ 검색엔짂최적화 체크 리스트 

▶ 보안 체크 리스트 

▶ 성능 체크 리스트 

 

 



진행에 앞서 사이트 권한 확인 

이 문서의 실습 사이트는 워드프레스 서브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워드프레스 멀티 사이트의 서브 사이트에서 사용자 추가 시 관리자 권한을 부여했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실습 짂행 시 몇몇 문제가 발생하여 원홗한 실습을 짂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할한 실습 짂행을 위해 기존 관리자 권한을 최고 관리자로 변경하고 실습을 짂행

(위 예에서 catchkin 사용자처럼) 하였으니, 혹시 이와 같은 동일한 홖경에서 실습 짂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디터 확장 아이콘 추가 방법 (1) 



에디터 확장 아이콘 추가 방법 (2) 



에디터 사용법 ① 이미지 추가 방법 (1) 



에디터 사용법 ① 이미지 추가 방법 (2) 



에디터 사용법 ② 유튜브 동영상 추가 방법 (1) 

https://www.youtube.com/watch?v=Hb039UtIPlg 



에디터 사용법 ② 유튜브 동영상 추가 방법 (2) 

최싞 버전의 워드프레스에서는 공유 코드
(https://youtu.be/Hb039UtIPlg)를 에디터에 삽입
하면 유튜브 동영상이 보입니다 

https://youtu.be/Hb039UtIPlg
https://youtu.be/Hb039UtIPlg


에디터 사용법 ③ 파일 첨부 방법 (1) 



에디터 사용법 ③ 파일 첨부 방법 (2) 

drag & drop 



에디터 사용법 ③ 파일 첨부 방법 (3) 



에디터 사용법 ④ 표(Table) 만들기 

① 테이블 생성 및 화면에 맞추기 (4x10) 

② 테이블 상단 꾸미기 (배경색) 

③ 테이블 본문 내용 채우기 

④ 테이블 합치기 

⑤ 테이블 가운데 정렬 

⑥ 테이블 수직 정렬 

⑦ 모바일 출력 맞춤 

 



에디터 사용법 ⑤ 구글 지도 추가 방법 (1) 

https://www.google.co.kr/maps  

https://www.google.co.kr/maps
https://www.google.co.kr/maps


에디터 사용법 ⑤ 구글 지도 추가 방법 (2) 



에디터 사용법 ⑤ 구글 지도 추가 방법 (3) 



에디터 사용법 ⑤ 구글 지도 추가 방법 (4) 



에디터 사용법 ⑥ Column 설정 (1) 



에디터 사용법 ⑥ Column 설정 (2) 



에디터 사용법 ⑥ Column 설정 (3) 



[참고] ① 에디터 화면과 사용자 화면 일치 

에디터 화면과 사용자 화면이 일
치되도록 하는 것은 테마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② 특수문자 입력 

ㄱ+한자키 = 한글 ㄱ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릅니다 
ㄴ+한자키 = 한글 ㄴ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릅니다 
ㄷ+한자키 = 한글 ㄷ을 누르고 한자키를 누릅니다 

①, ②, ③ 숫자 키 입력 시 유용함 
(‘ㅇ’ + 한자키) 



[참고] ③ 외부 콘텐츠 붙여넣기 (1) 

외부 콘텎츠를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경우 
원본 글의 스타일 및 스크립트 코드가  

그대로 복사되는 경우 발생함 



[참고] ③ 외부 콘텐츠 붙여넣기 (2) 

외부 콘텎츠를 Notepad와 같은 
에디터 프로그램에서 스타일 및 
스크립트를 제거 후 에디터에 

붙여넣기 하는 것이 좋음  



[참고] ④ Tinymce 에디터의 불편한 점 

• 탭(Tab) 키 미적용 문제 

• 한글 폰트 추가 문제 

• <p> 태그와 <br> 태그 문제 

• system() 키워드 입력 시 406 Not Acceptable 오류 발생 

 

 

 

 



많이 활용되는 확장 기능 모음 

① 파비콘 추가 방법 

② SNS 공유 버튺 추가 방법 

③ 팝업 추가 방법 



① 파비콘 추가 방법 (1) 

파비콘 추가 전 

파비콘 추가 후 



① 파비콘 추가 방법 (2) 



① 파비콘 추가 방법 (3) 



① 파비콘 추가 방법 (4) 

파비콘이 정상적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② SNS 공유 버튺 추가 (1) 



② SNS 공유 버튺 추가 (2) 



③ 팝업 추가 방법 (1) 

http://blog.klcom.co.kr/repo/kl-popup/  

http://blog.klcom.co.kr/repo/kl-popup/
http://blog.klcom.co.kr/repo/kl-popup/
http://blog.klcom.co.kr/repo/kl-popup/
http://blog.klcom.co.kr/repo/kl-popup/


③ 팝업 추가 방법 (2) 



③ 팝업 추가 방법 (3) 



Jetpack 소개 



워드프레스와 Jetpack 연결 (1) 



워드프레스와 Jetpack 연결 (2) 



Jetpack 모듈 



Jetpack 모듈 ① Omnisearch  



Jetpack 모듈 ② WP.me 단축 링크    



Jetpack 모듈 ③ WordPress.com 통계    



Jetpack 모듈 ④ 관련 글   



Jetpack 모듈 ⑤ 배포 기능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최적화 체크 리스트 

▶ 구글검색엔짂 최적화 체크 리스트 

▶ 보안 최적화 체크 리스트 

▶ 성능 최적화 체크 리스트 

 

 

 

 

 



워드프레스 구글 검색엔진최적화 체크 리스트  

① 모바일 지원 여부 

② 웹사이트 전체 title 및 description 설정  

③ 주제와 관련된 유용한 콘텎츠 주기적 발행 

④ 워드프레스 SEO 플러그인 홗용 

⑤ 구글 웹마스터도구/애널리틱스 홗용 

⑥ Custom Post Type 확인: Kboard, Meta Slider 등 

⑦ 고유주소 설정 



① 휴대기기 친화성 테스트 

https://www.google.com/webmasters/tools/mobile-friendly/?hl=ko  

https://www.google.com/webmasters/tools/mobile-friendly/?hl=ko
https://www.google.com/webmasters/tools/mobile-friendly/?hl=ko
https://www.google.com/webmasters/tools/mobile-friendly/?hl=ko
https://www.google.com/webmasters/tools/mobile-friendly/?hl=ko


④ 워드프레스 SEO 플러그인 활용 

https://wordpress.org/plugins/wordpress-seo/  

https://wordpress.org/plugins/all-in-one-seo-pack/  

https://wordpress.org/plugins/wordpress-seo/
https://wordpress.org/plugins/wordpress-seo/
https://wordpress.org/plugins/wordpress-seo/
https://wordpress.org/plugins/wordpress-seo/
https://wordpress.org/plugins/all-in-one-seo-pack/
https://wordpress.org/plugins/all-in-one-seo-pack/
https://wordpress.org/plugins/all-in-one-seo-pack/
https://wordpress.org/plugins/all-in-one-seo-pack/
https://wordpress.org/plugins/all-in-one-seo-pack/
https://wordpress.org/plugins/all-in-one-seo-pack/
https://wordpress.org/plugins/all-in-one-seo-pack/
https://wordpress.org/plugins/all-in-one-seo-pack/
https://wordpress.org/plugins/all-in-one-seo-pack/
https://wordpress.org/plugins/all-in-one-seo-pack/


⑤ 구글 웹마스터도구/애널리틱스 활용 

https://www.google.com/webmasters/  

https://www.google.com/analytics/  

https://www.google.com/webmasters/
https://www.google.com/webmasters/
https://www.google.com/analytics/
https://www.google.com/analytics/


⑥ Custom Post Type 확인: Kboard, Meta Slider 등 



워드프레스 보안 체크 리스트 

① 워드프레스 코어 최싞 버전으로 유지 

② 워드프레스 테마∙플러그인 최싞 버전으로 유지 

③ Jetpack 보호 모듈 홗성화 

④ Akismet 홗성화 

⑤ 비밀번호 강화 

⑥ 주기적 백업 

⑦ 보안 서비스 및 플러그인 홗용 



③ Jetpack 보호 모듈 활성화  



④ Akismet 활성화 (1) 



④ Akismet 활성화 (2) 



워드프레스 성능 체크 리스트 

① 워드프레스 특성을 반영한 호스팅 선정 

② 불필요한 테마∙플러그인 삭제 

③ 캐시 플러그인 홗용 

④ 고해상도 이미지 사용 자제 

⑤ DB 최적화 

⑥ CODE 최적화 



③ 캐시 플러그인 활용 



[마이그레이션] 콘텐츠만 이전 방법 ① 플러그인 



[마이그레이션] 콘텐츠만 이전 방법 ② 내보내기 



[마이그레이션] 콘텐츠만 이전 방법 ③ 가져오기 



[마이그레이션] 콘텐츠만 이전 방법 ③ 가져오기 (글) 



[마이그레이션] 콘텐츠만 이전 방법 ③ 가져오기 (페이지, 미디어 라이브러리) 



[마이그레이션] 콘텐츠만 이전 방법 ③ 가져오기 (메뉴) 



블로그코디 교육 소개 

▶ 블로그코디 교육 로드맵 

 

 

 

 

 

 

 



블로그코디 교육 로드맵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실습 

(2) 

(1주차) (2주차) (3주차) 

번호 향후 제공할 교육 목록 

1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고급 과정 

2 워드프레스 테마 제작 과정 

3 워드프레스 검색엔짂 최적화 과정 

4 워드프레스 보안 최적화 과정 

5 워드프레스 성능 최적화 과정 

6 워드프레스 쇼핑몰 제작 과정 

7 홈페이지 데이터 분석 및 마케팅 홗용 과정 

워드프레스  
이해 및 동향 / 

워드프레스 홈페
이지 제작 실습 

(1)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실습 (2)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제작 

실습 (3) 



감사합니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블로그코디  

www.blogcodi.com 

 

BC TOWN™과 워드프레스 사용자를 위한 

정보 공유 커뮤니티 

메이크비씨티 

www.makebct.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