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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 노출의 특장점



사이트 상위 노출의 특장점

키워드

경쟁이 치열한 메인키워드, 지역키워드도 상위 노출이 가능합니다

지역 + 키워드

메인 키워드



사이트 상위 노출의 특장점

합리적인위치

지도, View 영역보다 상단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단, 키워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션 생성 전 세션 생성 후



사이트 상위 노출의 특장점

다양한키워드

하나의 홈페이지만으로 다양한 키워드 도출이 가능합니다
최소 1개부터 많게는 5개까지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 마사지 / 등촌동 마사지 / 등촌역 마사지 / 가양동 마사지



사이트 상위 노출의 특장점

파워링크와비교

기존 N사의 상위 노출 시스템은 CPC(클릭당 과금)방식으로 예를 들면
[키워드 : 강남성형외과]로 제일 상단에 오르려면 한 클릭당 *11,000원이 부과
이 키워드를 통한 *하루 클릭 수 235개로 환산하면 대략 3,000,000원이 단 하루에 과금

그러나 FYT는 최초 비용 외에 추가 비용없는 시스템으로 상위 노출이 가능하여
1,000~10,000번 클릭해도 전혀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파워링크 FYT

상위노출 가능 가능

클릭수 높음 높음

과금
키워드 단가 X 
클릭수 = ∞ 무과금



사이트 상위 노출의 특장점

광고표시

광고 표시가 있는 파워링크는 상위노출이 되어도
광고 표시 때문에 소비자가 거부감을 일으켜 클릭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FYT 상위노출은 광고표시가 없어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파워링크 FYT



사이트 상위 노출의 특장점

URL 리다이렉션

기존에보유하고있는홈페이지를통한작업도가능합니다.
기존 홈페이지 이용 부담 시 *URL리다이렉션방법으로 작업 가능 (기존 홈페이지와 무관)

*URL리다이렉션 : 특정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시 나오는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로
이동될 수 있게 하는 것



사이트 최적화 작업 (3일 소요)



사이트 최적화 작업 (3일 소요)

*공통 작업

- Robot 수집 셋팅

- SEO / META TAG 셋팅작업

- RSS / Site map 등록
- 사이트 접속 속도 향상 작업

SEO(사이트최적화)의기본이되는META 
TAG 세팅 작업을진행합니다.

경우에따라서 FTP 정보 또는 ADMIN 정보
가 필요할수있습니다.

RSS / Site map은 필수요소는아니지만
N사에서가장좋아하는최적화요소입니다.

사이트접속속도가너무느릴경우에서버
이전이나호스팅이전을통한속도향상작
업이있을수있습니다.

N사, G사, D사 등의 검색로봇이타겟사이
트를효과적으로탐색할수있도록로봇수
집셋팅작업이들어갑니다.

검색로봇이자주방문하는홈페이지는상위
노출에유리합니다.



사이트 최적화 작업 (3일 소요)

- H1, H2, H3 코드 정리 - HTML 구조 개선작업

*홈페이지자체제작시

H태그는홈페이지의대제목, 소제목, 
부분제목등을검색로봇이인식할수
있도록도와주는역할을합니다.

적절한 H태그는사이트가정돈이잘
되어있음을증명하는기술입니다.

내부, 외부 링크와 META TAG, JAVA SCRIPT, head/body TAG 등의
사용이일관되어있지못하거나잘못사용되고있는경우사이트구조
를저평가당하게됩니다.



사이트 평판 향상 작업 (2주 소요)



사이트 평판 향상 작업 (2주 소요)

- 링크 빌딩 - 백링크

G사에서공식적으로인정한사이트평판
을결정짓는가장중요한요소중하나입
니다.

FYT가 보유하고있는고평가되어있는
사이트를통하여타겟사이트역시고평가
받게합니다.

타겟사이트가많은곳에서인용될
수록검색엔진은좋은사이트로평
가하게됩니다.

이 역시링크빌딩과더불어페이지
랭크알고리즘의중요한요소중하
나입니다.



트래픽 유입 작업 (1주 소요)



트래픽 유입 작업 (1주 소요)

- 세션 사이클 - 자체개발 솔루션을 통한 트래픽 생성

최소 5개 이상의서버를통하여세션을비한정
적으로생성하여로테이션을돌립니다.

이는검색엔진으로부터사이트가활동적인사
이트로인식하게하는효과가있습니다.

FYT에서자체적으로개발한솔루션을통해트
래픽을유발합니다.

수없이많은 PC와 스마트폰을통해품앗이방
식으로서로간의트래픽을유발합니다.



결과 (래퍼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