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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호스팅의 시대 1

웹 호스팅 시대와 달리 서버 호스팅의 시대는 “서버 운영”이라는 감당해야 할 짐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웹 서버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리눅스의 기본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학습 그리고 리눅스의 웹 서버인 아파치에 관한 부분을 학습해야 하며, 

Windows 시스템의 경우 IIS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바로 살아남기 위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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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호스팅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웹 호스팅 시대와는 달리 서버와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과 보안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만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

는다면 당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좀비 서버(서버 운영자의 의

지와는 관계없이 해커에 의해 임의로 조종 되는 서버)로 변해있을지도 모를 것이다.

만일 본인이 서버를 직접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아쉽지만 리눅스 서버보다는 

Windows 서버를 추천한다.

Windows 서버의 경우 서버에 대한 기본적인 보안 위협에 대해서 정기적인 자동 패치를 

통해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리눅스의 경우 이러한 보안 위협에 대해 전적으로 

서버 운영자가 패치 등 보안 관련을 작업을 통해 직접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눅스 서버에 대한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면 Windows 서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리눅스가 APMApache, PHP, MySQL에 최적화된 환경이긴 하지만 Windows에서도 아

파치와 PHP, MySQL을 설치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단, 리눅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운

영 효율이 떨어지기는 한다. 그 이유는 APM의 경우 태생이 리눅스에 기반하여 제작되

었기 때문이다. 윈도우 서버의 경우에는 APM보다는 IIS, MS-SQL, .NET/ASP 조합

이 서버와의 궁합이 더욱 잘 맞다.

필자도 처음으로 서버 호스팅 후 리눅스 OS에 APM을 설치하여 운영했으나 나날이 

증가되는 보안 이슈 등에 대응할 능력이 되지 않아 리눅스에서 Windows로 변경한 후 

APM을 설치하여 운영했었다. 물론 Windows를 OS로 사용하려면 Windows Server 

라이선스를 직접 구매하거나 서버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월간 라이선스에 대한 추

가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윈도우 서버가 리눅스 서버에 비해 보안 효율이 좋은 이유로는 자동 업데이트에 있다. 

지금의 리눅스야 Yum이라는 간단한 설치 툴을 이용하여 보안 패치 역시 쉬어졌지만 필

자가 운영할 당시만 해도 리눅스의 보안 패치는 어느 정도 서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만 했다. 물론 윈도우 서버라고 하더라도 아파치나 PHP, MySQL에 대한 보안 이슈가 

있다면 당연히 추가 보안 패치를 수동으로 진행해 주어야 한다.

웹 호스팅 시대와 달리 서버 호스팅의 시대는 “서버 운영”까지 감당해야 할 짐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바로 살아남기 위한 전쟁!

웹 호스팅을 통해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방문자와 이용량의 증가로 회선 용량과 서

버 용량의 제한 등과 같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이 직접 서버를 운영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서버 호스팅의 시대가 되는 것이

다. 하지만 서버 호스팅을 이용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서버 호스팅으로 하드웨어적인 환경을 업그레이드할 만큼 여러분의 홈페이지가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 만큼 많은 트래픽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

아야 할 것이다. 웹 호스팅의 경우 한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0만원 내외라고 한다면 

서버 호스팅의 경우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의 홈페이지가 이러한 서버 호스팅을 운영할 만한 비용을 벌어들이지 못한

다면 안타깝지만 웹 호스팅 서비스에 남아 조금 더 자신의 홈페이지 방문자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리한 확장은 결국 당신

에게 엄청난 비용을 부담 지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자.

서버 호스팅으로의 이전은 이러한 서버에 관련되는 운영 비용만 부담되는 것이 아니다. 

웹 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 운영 인력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만일 

자신이 서버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면 이는 신규 인력을 채용하거나 서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에 위탁을 통해 운영할 수도 있으나 이 역시 비용이 수반된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서버를 본인 스스로 직접 

관리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으

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방법은 바로 자신이 그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웹 서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리눅스의 기본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학습 그리고 리

눅스의 웹 서버인 아파치에 관한 부분을 학습해야 하며, Windows 시스템의 경우 IIS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4-1 서버 호스팅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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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서버 호스팅 서비스

본인이 웹 서버용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다면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추천하긴 하지만 

기왕이면 서버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버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는 않다.

서버 호스팅을 이용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알아야 할 용어들이 있다.

구분 상세 설명

CPU 중앙처리 장치이다.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 Intel의 Xeon을 이용한다. 높은 

Hz가 좋긴 하지만 2.0GHz 이상이면 무난하다.

메모리 RAM 최소 2G 이상이어야 한다.

웹 서버에서는 CPU보다 메모리의 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Java를 이용한다면 4G 이상이어야 한다.

HDD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1T 정도면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회선 초당 가능한 네트워크 트래픽, 10Mbps 단위로 제공한다.

 ▲ i-names에서 제공되는 서버 호스팅 가격 정보(2015년 1월 기준)

4-1-1 코로케이션 서비스

서버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법으로는 코로케이션 서비스와 서버 호스팅 

서비스가 있다. 코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co-location”이라는 영어인데, co

라는 것은 “공동의”라는 접두사와 location이라는 “위치”를 뜻하는 영어가 합쳐진 말로 

“공동으로 위치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본인이 서버만을 직접 구매하고 서버 덱(서버를 설치하는 공간)과 네트워크 회선만을 

임대해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코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고 서버와 서버덱 그리고 네트

워크 회선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서버 호스팅 서비스라고 한다. 

각 서버 호스팅 업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부분 서버 호스팅이라고 해서 “서버+서

버덱+네트워크 회선”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필자의 경우는 처음 저렴한 조립 PC를 이용하여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약 5개월간 운영

했으나, 하드디스크의 고장으로 결국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해지하고 서버 호스팅(서버

+서버덱+네트워크)으로 서비스를 변경했었다.

 ▲ i-names에서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서비스 가격 정보(2015년 1월)

필자도 그때 안 사실이지만 조립 PC의 경우 웹 서버를 쓰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24

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웹 서버의 경우는 확장의 편리함이나 저발열과 저전력 그리고 하

드웨어적인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조립 PC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크다. 저렴한 조립 PC의 안정적이지 않는 부분은 결국 홈페이지의 서비스 질

에도 큰 문제를 끼치기 때문에 조금 비싸더라도 꼭 서버용으로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서버용 장비가 왜 일반 PC보다 비싼지 필자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



4장  서버 호스팅의 시대 1150 151

서버 호스팅을 이용할 때에도 본인이 운영중인 홈페이지 트래픽을 사전에 예측하여 서

버 호스팅 서비스를 신청해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홈페이지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서버 호스팅업체에서 Shared와 Dedication으로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를 

구분하여 신청을 받지는 않는다.

 ▲ i-names에서 선택 가능한 회선 정보

위의 서비스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부 서버 호스팅 업체에서는 Dedication으로만 네트

워크 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서버에 대한 부가 서비스를 추가하게 되면 비용 역시 또 추가된다. 

서버 호스팅을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본인 스스로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자. 

웹 호스팅과는 달리 서버 호스팅의 경우 이런저런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비용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필자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다. 왕성한 학습 의욕 때문이 

아니라 바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서버 호스팅은 물리적으로 넉넉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에 구매한 서버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용자가 늘어날 때 확장의 문제가 발생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초기에 1 CPU에 32Gbyte의 RAM으로만 서버를 운영했으나 이 서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사용자가 증가한다면? 추가적으로 동일한 사양의 서버를 한

대 더 구매하고 OS 설치하고 PHP, MySQL 설치하고 이런저런 설정을 다시 해주는 부

분은 비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분명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것이다.

서버 호스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네트워크 회선이다. 네트워크 회선의 경

우는 웹 호스팅과는 달리 크게 아래와 같이 4가지 상품이 존재한다.

10Mbps Dedication / 100Mbps Dedication / 10M Shared / 100Mbps Shared

각 상품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10M Dedication 서비스는 10Mbps의 네트워크 회선

을 온전히 내 서버 하나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10M Shared 서비스는 10Mbps 회선을 

여러 대의 서버에서 나눠서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즉, 웹 호스팅에서 서버 자원을 여러 개의 홈페이지가 나눠 쓰듯이 Shared 회선의 경우

는 여러 개의 서버가 하나의 네트워크 회선을 나눠서 사용한다. 

여기에서 10Mbps와 100Mbps의 차이점은 초당 감당이 가능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나

타낸다.

10Mbps의 경우는 10Mbps/8bit=1.25Mbyte로 초당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

다는 이야기이며, 100Mbps의 경우는 12.5Mbyte로 초당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즉, 서버 호스팅에서의 네트워크 회선은 일간 총 전송량으로 네크

워크 트래픽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초당 감당 가능한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네트워크 

회선 비용이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버 호스팅의 네트워크 회선은 

일간 총 전송량이 아닌 초당 순간 전송량으로 비용이 청구된다.

이를 일간 총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계산해 보면 1.25Mbyte×60s×60m×24h=105 

Gbyte 즉 하루에 총 105Gbyte 정도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루 웹사이트의 일간 전체 트래픽이 105Gbyte가 넘지 않는다면 10M 

Dedication 서비스보다는 10M Shared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다.

일 전송량이 100Gbyte를 넘지 않으면

10M Shared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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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로그 분석? 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도 같고 들어보지 못한 것도 같

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

로그 분석이란 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기 위한 분석을 뜻

한다. 아파치나 IIS와 같은 웹 서버는 사용자의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정보를 로그파일

의 형태로 남기게 된다. 이 로그파일에는 어떠한 IP를 가진 방문자가 어떤 페이지를 어

느 정도 시간 동안 방문했는지 또 어떤 페이지를 언제 보았는지에 대한 이용에 대한 로

그 정보가 저장된다.

로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웹사이트 방문자들에 대한 일련의 정보들을 분

석하여 홈페이지 운영자가 원하는 정보로 얻어내는 분석을 뜻한다.

로그 분석에 대한 설명을 서버 호스팅의 시대에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무료 홈페이

지의 시대부터, 웹 호스팅의 시대부터 클라우드 호스팅의 시대까지 웹을 운영하고 만든

다면 어느 시대에서든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럼 로그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로그 분석의 기초가 되는 로그파일들에 대해 알

아보자

4-2-1 로그파일이란?

Windows의 IIS에서는 웹 로그에 대한 기록을 event_log의 ex20140111.log와 같은 형

태로 저장되며 아파치의 경우도 access.log라는 명칭으로 웹 로그파일이 생성된다.

그럼 실제로 로그파일에는 어떠한 정보가 쌓이는지 알아보자.

그리고 서버의 경우 감가상각이 매우 심해 1년 전에 구매한 서버를 중고시장에 내다 팔

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밖에는 매도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등이 있다.

이러한 서버 호스팅의 단점을 해결한 것이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의 경우 사용자가 적을 경우에는 저렴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다가 사용자가 증가할 

때에는 원 클릭만으로 서버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러한 확장성의 편리함과 보다 저렴한 

비용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가 운영중인 게임세상의 경우도 2011년 홈페이지의 대규모 개편과 함께 서버 호스

팅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이전을 통해 많은 비용을 절감했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

스의 장점 및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6장과 7장의 클라우드 호스팅의 시대에서 자세히 다루도

록 하겠다.

사실 웹 호스팅의 시대가 게임세상의 개발적인 관점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었다면 도메

인 등록과 서버 호스팅으로의 이전은 게임세상의 방문자와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

사용자는 가만히 기다리면 방문해주지 않는다. 끊임없이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사용패턴을 분석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와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이 운영중인 홈페이

지에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홈페이지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본인 홈페이지의 문제점이나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로그 분석을 통해서 해결하고 사용

자가 원하는 콘텐츠가 있음을 알리는 방법으로는 검색엔진의 등록이나 검색엔진이 좋

아하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서버 호스팅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사이트 방문자

의 트래픽을 이용한 온라인 광고 노출을 통해 비용을 해결해야 한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로그 분석 방법 그리고 본인이 사이트를 돈을 

들이지 않고 알리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4-2 웹사이트 로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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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로그 분석의 종류

로그 분석의 방법은 앞서 이야기한 코드삽입을 통한 로그 분석과 로그파일을 이용한 로그 분석 뿐

만이 아니라 통계학적 로그 분석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

코드삽입을 통한 로그 분석과 로그파일을 이용한 로그 분석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홈페

이지의 로그 분석을 위해 주로 이용하고 “통계학적 로그 분석”의 경우는 로그 분석이라

기보다는 리서치 업체에서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집단을 선정하여 통계적인 관

점에서 이용자의 해당 홈페이지에 대한 사용자수나 페이지 뷰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코드삽입 로그 분석”과 “로그파일을 이용한 로그 분석”의 경우는 매우 상세한 사용자의 

홈페이지 이용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통계적인 로그 분석”의 경우는 타 사이트와 비교

한 내 홈페이지의 방문자 정보를 얻거나 경쟁사의 웹 트래픽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서 사용된다.

 ▼ 로그 분석 방법에 따른 특징

구분 특징

로그파일을 이용한 로그 분석 별도의 로그파일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함

실시간 분석은 거의 불가

매우 많은 방문자가 존재하는 사이트에서는 분석이 어려움

별도의 솔루션이 필요함

코드삽입을 통한 로그 분석

(페이지 태깅 방식 로그 분석)

코드삽입 이전의 과거 웹 로그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능

로그파일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치 않음

무료 솔루션이 많이 나와있음

통계학적 로그 분석 정확한 방문자 정보 확인은 불가능

통계적으로 비교를 위한 수치를 위해 유용함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도 확인이 가능함

타 홈페이지와 통계적인 비교가 가능함

 ▲ 로그 분석 방법에 따른 구성도

아파치에 쌓이는 로그정보

203.251.224.11 - gamess [07/jun/2014:2:29:04-0880 *post/iisadmin/

default.html HTTP/1.0 *200 3401

IIS에 쌓이는 로그 정보

203.228.170.61 - 14-02-15-07:11:00 W3SVC LUKE 203.251.2.73 5213 253 3223 

200 0 POST title.htm Mozilla/4.0+

IIS에 쌓이는 로그파일을 간단히 분석해보면 203.228.170.61이라는 IP를 가진 사

용자가 2014년 2월 15일 오전 7시 11분 00초에 LUKE라는 사용자 이름을 가지고 

203.251.2.73 서버에 접속을 하여 웹 서비스를 요청했으며 서비스는 총 5.213초 동안 

진행되었고 253바이트의 데이터를 에러 없이(200과 0 코드) 사용자에게 전송하였다. 여

기서 사용된 HTTP 명령은 POST이며 요청한 파일이름은 title.htm이고 마지막으로 웹 

서버에 접속한 사용자의 프로토콜은 Mozilla/4.0이라는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다.

IIS의 웹 로그파일은 기본적으로 %SystemDrive%\inetpub\logs\LogFiles와 같은 

폴더에 생성되며,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로그파일의 저장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

사실 이렇게 한줄한줄 쌓이는 로그 정보는 페이지뷰 수에 따라 실제 하루에 수백만 줄

의 텍스트 정보로 쌓이며 용량으로 따지면 적게는 몇 Mbyte에서 크게는 몇백 Mbyte까

지의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 하루에 쌓이는 용량이 10Mbyte씩만 된다고 해도 일년이면 

3650Mbyte 즉 3.6Gbyte가 되게 된다.

이렇게 대용량으로 쌓이는 로그파일을 사람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분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웹 로그파일을 이용하여 분석을 해주는 솔루션이 필요

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로그파일을 이용한 웹 로그 분석의 방법이 초창기 웹 로그 분석의 

방법이었다면 이러한 로그파일을 저장할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코

드삽입을 통한 로그 분석” 방법이 나오게 되며, 이 책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바

로 코드삽입을 통한 로그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실제로 로그파일을 이용한 로그 분석의 경우는 저장된 로그파일을 관리 운영하는 부분

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나날이 쌓이는 로그파일을 위해 별도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로그 분석을 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물론 스케쥴러를 통해 매일 작

동이 되게는 가능하지만). 확실히 코드를 이용한 로그 분석보다는 관리의 어려움이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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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구글 회원가입

Step2. 구글 로그 분석 서비스 신청

Step3. 구글 로그 분석을 위한 코드 확인

Step4. 분석이 필요한 페이지에 코드 삽입

Step5. 로그 분석 결과 보기

Step_1  구글 회원가입

http://www.google.com/analytics 사이트에 접속 후 구글 계정을 만들어보자.

아래는 종류별 로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업체명과 각 특징들을 소개해보  

았다.

구분 솔루션 명 특징

로그파일을 이용한

로그 분석

Wise log

http://www.wiselog.com/

webalizer

http://www.webalizer.org/

유료, 고차원적 로그 분석이 가능하나 별도

의 서버가 필요하며 고비용

무료, 오픈소스, 간단한 로그 분석만 가능, 

아파치에서만 이용 가능

코드 삽입을 통한

로그 분석

구글 어낼리틱스

http://www.google.com/analytics/

Piwik

http://piwik.org/

에이스카운터

http://www.acecounter.com/

무료, 실시간 및 상용서비스에 버금가는    

로그 분석 정보 제공

무료, 오픈소스, 로그 분석을 위한 별도의   

로그 분석 서버 필요

유료, 실시간 및 쇼핑몰 등에 특화된 로그  

분석 결과 제공

통계학적

로그 분석

랭키닷컴

http://www.rankey.com/

코리안 클릭

http://www.koreanclick.com/

유료, 30만 모집단 중 랭키닷컴에서 제공되

는 툴바를 설치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통

계학적 로그 결과 제공

유료, 리서치 전문기관인 닐슨에서 제공하는 

통계학적 로그 분석 결과 제공

다수의 온라인 광고 에이전시에서 이용을 하

고 있음

4-2-3 코드삽입을 통한 로그 분석(페이지 태깅 방식 로그 분석)

그럼 실제 코드삽입을 통한 로그 분석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이번 글에서 주

로 설명한 코드 삽입을 통한 로그 분석 방식은 바로 구글님들께서 개발한 Google 

Analytics(이하 GA)이다.

GA의 장점을 설명해 보자면 코드에서 확인된 로그에 대한 정보는 구글에서 별도로 제

공되는 로그 분석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로그 분석을 위한 서버가 별도로 필요치 않

으며 GA에서 제공되는 로그 분석 코드를 로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웹 페이지에 추가만 

하면 다양한 로그 분석 정보가 제공된다.

구글 로그 분석 솔루션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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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_3  구글 로그 분석을 위한 코드 확인

구글 로그 분석을 위한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면 아래와 같은 추적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구글 회원가입이 완료된 후 구글 로그 분석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신청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Step_2  구글 로그 분석 서비스 신청

그럼 로그인 후 로그 분석 서비스를 신청해보자.

구글 로그 분석 서비스에 가입한 후 아래와 같이 내 계정 설정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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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 include_once("analyticstracking.php") ?>

아래는 실제 게임세상에 적용된 구글 로그 분석 코드를 삽입한 내용이다.

로그 분석 코드를 삽입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앞서 분석이 필요한 페이지에 구글 

로그 분석 코드를 삽입하라고 했지만, 사실 모든 페이지에 구글 로그 분석 코드를 삽입

해주어야 홈페이지의 정확한 로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게임세상의 개발적인 구조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다.

위의 구조를 설명하자면 index.php와 같이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페이지에 header.php/

contents.php/bottoms.php와 같이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해놓고 index.php 파일에서 

header.php와 conetnts.php 그리고 bottoms.php 파일을 include 함수를 이용하여 호

출하고, header.php에서는 다시 GA 코드인 analyticstracking.php를 다시 include하

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이 홈페이지의 운영 유지보수에 유리하다.

이를 php 파일로 구성해보면 아래와 같다.

index.php

<?php
  include("header.php");
  include("conetnts.php");
  include("bottoms.php");
?>

추적 코드를 상세히 보면 아래와 같다.

<script>
  (function(i,s,o,g,r,a,m){i['GoogleAnalyticsObject']=r;i[r]=i[r]||function(){
  (i[r].q=i[r].q||[]).push(arguments)},i[r].l=1*new Date();a=s.createElement(o),
  m=s.getElementsByTagName(o)[0];a.async=1;a.src=g;m.parentNode.insertBefore(a,m)
  })(window,document,'script','//www.google-analytics.com/analytics.js','ga');

  ga('create', 'UA-59009761-1', 'auto');
  ga('send', 'pageview');

</script>

Step_4  분석이 필요한 페이지에 코드 삽입

추적코드를 analyticstracking.php(파일명이 반드시 이와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파일로 

저장한 후 로그 분석이 필요한 웹 페이지 <body> 태그 바로 밑에 아래와 같은 코드를 입

력하면 로그 분석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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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아직까지 홈페이지의 방문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과 데이터는 0의 값을 

보여준다. 구글 로그 분석 데이터는 약 24시간 이후에 전일의 로그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로그 분석 솔루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홈페이지에 본

인 스스로 접속 후 구글 로그 분석 페이지에서 실시간 > 개요 서비스에 접속했을 때 현재 

사이트의 활성 사용자수에 1이 보이면 로그 분석 솔루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볼 

수 있다.

실시간 로그 분석 정보는 최소 10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 확인이 가능하며, 지난 로

그 분석에 대한 결과는 앞서 설명한 대로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전일에 대한 로그 분석

이 가능하다.

header.php

<html>
<head>
<title>게임세상</title>
</head>
<body>
<?php include_once("analyticstracking.php"); ?>

contents.php

<p> 게임에 대한 모든 것은 게임세상에 있습니다</p>

bottoms.php

<p>COPYRIGHTS (C) 1988 - 2014 게임세상 ALL RIGHTS RESERVED SINCE MAY 28, 
1998</p>
</body>
</html>

Step_5  로그 분석 결과 보기

이러한 설정을 통해 모든 부문에 구글 로그 분석 코드의 삽입이 완료된 후 홈을 클릭하

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웹사이트 데이터를 클릭하면 드디어 로그 분

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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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는 기본적으로 기간에 따른 로그 분석이 가능하다. 우측 상단의 날짜를 클릭하면 아

래와 같이 시작일자, 종료 일자,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되는 기간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그래프 위쪽의 세션▼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항목들

을 볼 수 있다.

4-2-4 로그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모든 로그 분석을 위한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본격적으로 방문자를 위한 로그 분석 결과

를 어떻게 분석하여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로그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아래와 같다. 

구분 설명

방문자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용자수를 알 수 있다.

페이지뷰수 방문자와는 달리 사용자가 실제로 본 페이지 숫자를 알 수 있다.

체류시간 방문자가 해당 페이지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알 수 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전 사이트 확인된 페이지를 방문하기 전의 홈페이지 정보를 알 수 있다.

방문자의 하드웨어 환경 정보 테스크탑/모바일, 사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버전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위 표의 5가지 정보 이외에도 특정 이벤트 등록을 통해서 페이지 로딩 속도나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값 등 어떤 검색엔진에서 어떤 검색어를 통해 본인의 

홈페이지로 이동하였는지 등 좀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금부터는 GA의 상세한 메뉴를 설명하면서 로그 분석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알아

보도록 하자. 사실 GA의 경우 책 한 권을 쓸 만큼의 내용이 있으나(?) 실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자.

사실 필자도 구글 로그 분석의 모든 기능을 알지 못한다. 

4-2-5 GA의 기본적인 사용법

GA에서 사용되는 주요 메뉴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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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 분석에서 제공되지 않는 좀더 상세한 정보의 가공을 위해서는 엑셀용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후 엑셀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으면 될 것이다.

즉, 최근 한달간 시간대별 평균 방문자에 대한 정보는 GA에서 별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한달간의 시간대별 방문자 정보를 다운로드 하여 엑셀을 통해 시간대별 평균 방

문자수 등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4-2-7 GA >보고서 > 실시간 메뉴

 ▲ GA 실시간 > 개요 화면

또한 분석기준을 시간 또는 일/주간/월간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항목시 보여주

는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 시간 선택시 로그 분석 결과

 ▲ 일간 선택시 로그 분석 정보

 ▲ 주간 선택시 로그 분석 정보

4-2-6 월간 선택시 로그 분석 정보

주간/월간 정보는 시간/일간 분석보다는 좀더 긴 시간(최소 2개월 이상)으로 분석기간

을 선택해야 홈페이지 방문자의 트랜드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의 정보는 엑셀로도 저장이 가능한데, 좌측 상단의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다양한 형태

로 정보의 변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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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GA >보고서 > 잠재고객

 ▲ GA > 잠재고객 > 개요 화면

다음은 잠재고객에 대한 화면이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메뉴가 바로 잠재고

객에 대한 메뉴이다. 잠재고객 메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로그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PVPage Views(페이지뷰 수)나 UVUnique Visitors(방문자 수) 그리고 세션값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좀더 자세히 알아 보자.

구분 상세 내용

세션 방문자와는 조금 다른 수치로 이벤트와 연관된 수, 즉 사용자가 홈페이지에서 특정 

액션을 얼마나 취했는지에 대한 수치이다.

사용자 (방문자수) 홈페이지에 대한 방문자 수이다.

페이지뷰 수 홈페이지의 전체 페이지뷰 수이다.

평균 세션 시간 방문자의 평균 세션 시간이다.

예전에는 방문당 머문 시간으로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언제부터인가 기준이 평균 세

션시간으로 정보가 변경되었다.

이탈률 전체 방문자 중 한 페이지만 페이지를 보고 나간 비율이다.

이탈률이 높다는 건 검색엔진을 통해 해당 페이지에 접속했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가 아니라고 보면 된다.

GA의 좋은 점이 2006년 서비스 오픈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실시간 로그 분석 역시 2006년 오픈 당시에는 제공되지 않던 서비스였지만 

현재는 실시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래와 같다.

구분 설명

디바이스 종류 데스크톱인지 모바일에서의 접속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분당 /초당 페이지뷰 수 분당/초당 사용자의 페이지뷰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인기 키워드 내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키워드에 대한 정보이다. 어떠한 외부 사이트에서 어떠

한 키워드로 접근했는지를 알 수 있다. 

예)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로 접근했는지

인기 사용중 페이지 현재 사용자가 접속중인 페이지 중 최상위 10개의 페이지의 URL을 보여준다.

인기 위치 사용자가 접속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보고서에서는 현재 내 홈페이지의 다양한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이트 접속이 갑자기 느려지고 CPU와 RAM의 이용률이 급증했다면?

실시간 보고서 정보를 통해 현재 내 홈페이지 방문자의 실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고 이러한 정보는 내 하드웨어의 한계점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수치가 된다. 또한 현시

점에서 사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콘텐츠와 키워드 등의 검색을 통해 “온라인 광고” 집행 

시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다.

만일 해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실시간으로 가장 많은 방문자를 보이는

지 역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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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리 > 속성 > 속성설정 > 인구 통계 및 관심분야 보고서 사용 설정을 

해주어야 통계를 얻을 수가 있다.

구글의 통계학적 정보가 정확한지 실제 DB와 비교해보았다.

구분 상세 내용

New Visitor

/ Returning Visitor

처음 방문한 사용자와 재방문한 방문자에 대한 비율이다.

New Visitor보다는 Retuning Visitor가 높은 것이 좋다.

인구통계 방문자 중 연령별, 성별에 대한 통계학적 방문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기술환경 방문자의 브라우저 버전과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심지어는 IE의 버전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사용자의 흐름 방문자가 어떤 페이지를 통해 어떤 페이지로 이동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방문자의 기술적인 환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기술

적인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사이트 제작을 위한 가이드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특정 HTML 코드와 CSS의 경우는 IE 7 이하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이지에 IE 7 이상만 이용이 가능한 코드가 추가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사용성(특정 브라우저에서는 홈페이지가 깨지는 현상 등을 의미

함. 다른 말로 브라우저 호환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 기술정보는 잠재고객 > 기술환경 > 브라우저/운영체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홈페이지의 실제 DB가 아닌 구글에서 제공되는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도 확인이 

가능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