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구글 웹로그 분석 서비스 사용하기

공개한 문서만 통계에 포함됩니다.

35.1 구글 웹로그 분석 서비스 가입 및 설정
구글 웹로그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구글 애널리틱스 서비스에 가입하고, <환경 설정>에서 구글 웹로그 분석 “추
적 ID”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로 “추적 ID”를 입력합니다.

환경 설정
1.
2.

구글 애널리틱스 <관리> 메뉴에 들어가 계정과 속성을 만듭니다.
1 <속성 | 추적 정보 | 추적 코드> 메뉴를 이용해 2 추적 ID를 확인합니다.

그림 35-1 추적 ID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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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춤 측정 기준을 입력합니다.

속성 정보에서 1 <맞춤 정의 | 맞춤 측정 기준>을 선택하고 2 <새 맞춤 측정 기준> 기능을 이용하여 새 맞춤 측정
기준을 만듭니다. 3 이름은 꼭 사용자 구분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범위는 Hit로 입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구글 웹로그 분석 서비스 도움말을 참고합니다.

추적 ID 등록
<환경 설정 | API | API 변경> 기능을 이용하여 3 추적 ID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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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추적 ID 등록

환경 설정 값을 변경하려면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35.2 통계 보고서
구글 웹로그 분석 서비스는 다양한 통계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글 웹로그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웹 페이지 통계 이외의 파일(PDF, ePUB)을 받은 통계와 사용자에 대한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통계
다운로드 통계는 <방문 형태 | 이벤트 >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책별 유형별 숫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구글 웹로그 분석 홈에서 등록된 보기를 선택합니다.

2.

왼쪽 메뉴에서 1 <방문 형태 | 이벤트 | 인기 이벤트> 를 선택합니다.

3.

오른쪽 테이블의 기본 측정 기준을 2 이벤트 라벨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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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다운로드 통계

이벤트 카테고리에는 책 제목, 이벤트 액션에는 Download PDF, Download ePUB 형태의 받은 파일 유
형, 그리고 이벤트 라벨에는 "책 제목 - 이벤트 액션" 값이 저장 됩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다양한 다운로
드 통계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 구분 통계

사용자 구분은 <맞춤 정의 | 맞춤 측정기준>의 첫 번째 항목에 저장됩니다. 맞춤 측정 값을 이용하여 여러
보고서에서 사용자로 구분하여 통계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구분 값을 보고서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는 페이지 통계 보고서를 이용하였습니다.
1

<방문 형태 | 사이트 콘텐츠 | 모든 페이지> 보고서를 선택합니다.

2

두 번째 측정 기준을 선택합니다.

3

<맞춤 측정 기준 | 사용자 구분1>을 선택합니다.

1. 맞춤 측정 기준 이름으로 입력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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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4 사용자 구분 통계

편집 권한이 있는 사용자는 Editor, 그렇지 않은 사용자는 Reader로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