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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네이버 웹마스터도구에 대해서 언급하면 

웹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는 마케터들은 매우 당황한다. 특히 

웹마스터도구 설치 방법을 많이 난감해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자. 

먼저, 네이버 웹마스터도구webmastertool.naver.com에 접속해서 

로그인한다. 

이때 네이버 아이디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참고로 하나의 네이버 

아이디에 30개까지 사이트 등록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자의 아이디 

및 회사의 대표아이디에 등록해야 장기적으로 관리가 편하다.  

로그인을 한 후 사이트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다. 

네이버 웹마스터도구에서 로그인을 하면 다음 화면이 나온다. 

지금부터 웹마스터도구에 내 사이트를 추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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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사이트 추가+]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사이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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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좌측 메뉴를 보면 세 가지 연동 사이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첫 번째 항목인 [사이트] 탭을 선택한다.  

❷ 사이트 정보 입력 항목에 내 사이트 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http://’ 

인지 ‘https://’인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  

❸ 이제 사이트 주소를 입력한다.  

❹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이트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단계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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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나 내 소유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Html 태그로 인증하는 방법이 있고, html 형식의 인증 파일을 FTP에 

업로드해서 인증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FTP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의 경우는 FTP에 인증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FTP 접근이 힘들거나 카페24나 메이크샵과 같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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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경우는 HTML 태그로 인증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인증 방식 모두 가능한 홈페이지가 대부분이다. 내가 편한 

방식을 찾으면 된다. 내 홈페이지는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판단하고 

사이트 추가를 계속 진행하자. 

 

❶ 만약 HTML 태그로 추가하는 방식이 내 사이트에 적합하다고 

한다면, ‘HTML 태그’ 라디오코드를 선택하고 메타태그인 <meta 

name= …> 코드를 복사한다. 

❷ 반면, FTP에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HTML 

파일업로드’ 라디오코드를 선택한다. 이때 ‘HTML 확인 파일’ 부분을 

클릭해서 인증 파일을 다운받는다. 

❸ 참고로 ‘소유확인 없이 사이트 추가’라는 항목도 있는데, HTML 

태그를 삽입하거나 HTML 파일을 FTP에 업로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면 된다. 이 경우는 검색 반영을 위한 URL 제출을 가능하지만 

웹마스터도구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길 추천한다. 

 

다음은 사이트를 인증하는 방법을 설명해보겠다. 사이트에 따라서 

인증하는 화면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 사이트인증 

과정을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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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 파일 업로드를 통한 인증 방식 

인증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FTP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내 

FTP 서버에 접근한다. 접속 프로그램으로는 파일질라filezilla-project.org와 

알드라이브www.altools.co.kr/Download/ALDrive.aspx를 주로 사용하며, FTP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접속할 수 있는 주소와 FTP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보통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서 FTP 관련 정보를 알고 있다. 

 

 

 

‘HTML 파일 업로드’ 라디오버튼을 선택하고 ‘1. HTML 확인 파일’ 

텍스트를 클릭하면 인증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인증 파일을 

다운받은 뒤에 인증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https://filezilla-project.org/
http://www.altools.co.kr/Download/ALDriv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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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P 접속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내 FTP 서버에 접근한다. 그리고 

앞에서 다운받은 인증 파일을 루트 폴더인 ‘www’ 폴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운받은 인증 파일을 FTP의 ‘www’ 폴더인 루트 폴더에 

넣기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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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이트에 인증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면 사이트 소유 확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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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ML 태그 통한 인증 방식 

‘사이트 소유 확인’ 페이지에서 ‘HTML 태그’ 라디오버튼을 선택했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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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태그를 선택하고 메타 태그를 복사한다. 그리고 사이트 접속 시 

나오는 첫 페이지 파일을 수정해 이 메타 태그를 삽입한다. 보통 첫 

페이지 파일은 index.html, index.php 등이다. 

 

 

 

위의 화면은 필자의 홈페이지의 시작페이지의 편집화면이다. <head>와 

</head> 사이에 앞에서 복사한 <meta name= naver-site-verrification” 

content=“고유문자”>를 붙여 넣고 저장하면 된다. 시작페이지의 편집 

화면을 여는 과정은 사이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찾아야 한다. 참고로 카페24나, 메이크샵과 같은 쇼핑몰 솔루션을 

쓰는 업체의 경우는 관리자 화면에서 웹마스터도구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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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아임웹www.imweb.me에서 제작한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임웹의 경우 관리자 페이지에서 ‘환경설정 > SEO, 헤더설정 > 

공통코드삽입 > Header Code’ 부분에 <meta name= “naver-site-

verrification” content=“고유문자”>를 붙여 넣고 저장하면 된다. 이렇게 

홈페이지 빌더 혹은 홈페이지 업체에 따라서 메타 태그를 넣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업체에게 문의하길 추천한다. 이렇게 사이트에 

인증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면 사이트 소유 확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 내 홈페이지에 title과 description 정보 수정하기  

http://www.imweb.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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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마스터도구를 설치했다면, 웹마스터도구에서 내 홈페이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읽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title과 description 태그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태그의 내용이 네이버 

사이트 영역에 노출이 된다. 즉, 효과적인 네이버 사이트 등록을 

위해서라면 title과 description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물론 수정과정은 

사이트의 종류와 구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홈페이지 관리자 메뉴에서 title과 description 부분을 

쉽게 수정할 수 있는 경우 

최근에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보통 관리자 페이지에서 title과 

description을 수정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필자는 아임웹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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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웹의 관리자 페이지의 ‘환경설정 > 기본설정’에 들어가보면, 

사이트 이름과 사이트 설명을 입력하는 편칩창이 나온다. 사이트 

이름이 title 태그의 내용이며 사이트 설명이 description 태그의 

내용이다. 

 

 

 

웹마스터도구에서 ‘현황 > 사이트최적화 > 콘텐츠 관리’ 부분을 보면 

사이트 제목과 사이트 설명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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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웹마스터도구에서 등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사이트명과 사이트 

설명 문구가 네이버에 검색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서 사이트 등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직접 HTML을 수정해서 title과 description을 삽입해야 하는 

경우 

직접 HTML 편집기를 통해 코드를 수정하는 방법이다. 무료 HTML 

편집기로는 아톰atom.io, 비쥬얼스튜디오코드code.visualstudio.com 등이 있다. 

편집기를 통해 시작페이지 파일을 불러온다. index.html, index.php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시작페이지의 HTML 코드 중 <head> … </head> 

부분을 찾는다. 그리고 

 

 

<head> 

 

<title>사이트 이름</title> 

https://atom.io/
https://code.visualst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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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name=‘description’ content=‘사이트 설명’> 

 

</head> 

 

위와 같이 title과 description을 설정해주면 된다. 예를 들면 

 

<head> 

 

<title>B급마케팅</title> 

<meta name=‘description’ content=‘오씨아줌마가 대충 빨리 

전해드리는 마케팅 뉴스’> 

 

</head> 

 

이렇게 바꾸게 되면, 네이버 웹마스터도구에 하루만에 자동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까지만 완성하면, 원하는 대로 내 

사이트를 네이버에 검색등록할 수 있다. 참고로 1년마다 웹마스터도구 

페이지에서 갱신을 해야 한다. 

직접 네이버 웹마스터도구를 설치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검색 등록 

대행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검색창에 ‘네이버 검색 등록 대행’이라고 

검색해서 업체를 찾으면 된다. 이때 주의사항은 내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 웹마스터도구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광고대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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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아이디로 사이트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이트 등록을 할 경우 네이버 웹마스터도구를 1년마다 갱신할 때 

번거로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