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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저작권자와의	독점	계약으로	웹액츄얼리코리아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웹액츄얼리팀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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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국내	최초로	발행되는	워드프레스(WordPress)	전문	활용서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픈	소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이며,	CMS란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	

툴을	말합니다.	웹액츄얼리팀에서	이	책을	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워드프레스라는	말에	이끌려	이	책을	들고	있는	독자는	이미	워드프레스의	장점과	

무한한	가능성에	매료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제대로	지식을	쌓고	활용하고	

싶다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활용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웹액츄얼리에는	문의	메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워드프레스로	웹사이트	제작하는	우리는	국내	워드프레스	사용자와	조금이나마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고	일종의	사명감(?)	같은	마음으로	워드프레스	출판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워드프레스	관련	책	가운데	이	책을	발행하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프	스타(Jeff	Starr)와	크리스	코이어(Chris	Coyier)만큼	워드프레스를	

뼛속	깊이	이해하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개발자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매우	유쾌하고	명쾌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크리스와	제프의	《워드프레스	제대로	파기(원제	Digging	Into	WordPress)》를	국내	

독자에게	소개하기까지의	여정은	일종의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아직	정식	

도서로	발간되지	않았고	PDf	버전으로만	나온	터라	이	책을	정식	도서로	출판한다는	

것은	저자는	물론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꼭	국내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워드프레스를	활용하여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20%가	워드프레스를	CMS로	사용합니다.	

이	추세는	점점	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제법	많은	개인과	기업이	워드프레스	

기반의	웹사이트	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가	

이렇게	관심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콘텐츠를	쉽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워드프레스 
제대로 
파기》를 
내며…

《



하지만	이것이	워드프레스를	활용하는	이유의	전부였다면	세상에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를	활용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것이	가진	

끝없는	가능성과	잠재력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워드프레스는	그것을	

좀더	스마트하고	올바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단순히	워드프레스의	메뉴나	기능,	또는	코드	설명만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자들은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워드프레스	구축	노하우를	

통해	워드프레스	기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마주칠	수많은	코드를	다루는	다양한	변주	

기법을	알려줍니다.	이	기법을	활용해	아름답고	사용자를	매료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를	

연주하는	것은	여러분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끊임없는	연습은	여러분에게	워드프레스	제작	스킬을,	사용자에게	더	나은	사용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지금도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두	저자가	운영하는	블로그(digwp.com)에서도	최신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액츄얼리	사이트(www.webactually.com)에서	소개하는	알찬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와	함께	워드프레스	합주를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웹액츄얼리팀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 주신 분들

우리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많습니다.	원어민만이	파악할	수	있는	영어의	정확한	의미와	미묘한	뉘앙스까지	꼼꼼하게	짚어내주신	샌프란시스코의	

김건표님.	웹액츄얼리의	첫	책인	《스매싱	북》을	인연으로	문장을	매끈하게	교정·교열해주신	이현숙님.	늦은	밤	번개	미팅에도	한걸음에	달려와주신	

따뜻한	매력의	소유자인	편집	디자이너	조운희님.	그리고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워드프레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번역·감수를	도와주신	

웹액츄얼리팀의	김정원님,	개발팀	원송연님,	코딩팀	이경민님,	디자인팀	홍세연님,	기획팀	정수진님,	(특히)	콘텐츠팀	라보배님	모두	사랑합니다.	

그리고	개정판을	출판하기까지	오류에	대해	지적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오경수님과	그	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자 소개

크리스 코이어 Chris	Coyier	

@chriscoyier

지난	몇	년	동안	워드프레스를	이용해	클라이언트	사이트에	힘을	불어넣고	있는	웹디자이너다.	

워드프레스뿐만	아니라	어떤	웹사이트든지	적용할	수	있고,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이론을	구독한다.	워드프레스로	사이트를	디자인하지	않을	때는	CSS와	웹디자인의	모든	것을	

다룬	유명한	디자인	커뮤니티인	CSS-tricks.com에서	사람들과	그의	지혜를	나눈다.

저자 인사말

한국의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은 역시 탁월하군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다룬 저희 책을 구입하셨으니 말입니다. 이 책은 저와 제프가 절반씩 쓰고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것은 물론, 자연스러운 구성과 흐름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소재 팔로 알토에서 프런트 엔드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CSS, HTML, JavaScript, 

워드프레스, 캠프파이어, 로직 퍼즐, 밴조, 알래스카, 스카치위스키, 그리고 애플 제품입니다. 

저는 현재 Wufoo/SurveyMonkey에서 일하고 있고(둘 다 온라인상에서 정보 수집을 돕는 

회사입니다), CSS-Tricks.com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Lynda.com에서 

워드프레스를 위한 비디오 트레이닝도 했고, 가끔 프런트 엔드 웹디자인에 대해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ChrisCoyier.net을 방문해주세요. 이 책과 WordPress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드프레스	전문	설계자이자	개발자이다.	2005년부터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테마를	

만들었으며,	워드프레스와	웹	보안,	웹	표준	디자인	관련	기사를	썼다.	지금까지도	워드프레스뿐	

아니라	웹	디자인과	개발	관련	글을	PerishablePress.com에	기고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현재	스매싱매거진(www.smas

hingmagazine.com)의	새로운	섹션인	워드프레스	섹션을	맡아	총괄	지휘하고	있다.		

저자 인사말

《워드프레스 제대로 파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책은 워드프레스의 기본 사용법과 더불어 

최적화와 안전성을 겸비한 멋진 워드프레스 기반의 사이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크리스와 저는 매일 워드프레스로 작업합니다. 저희가 이 책을 쓴 이유는 그동안 쌓인 노하우와 

지난 한 세대에 걸쳐 내려온 비법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저희의 목적은 

정당합니다. 이 책은 바로 여러분에게 탄탄하고 가변적인 워드프레스 기반의 웹사이트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것도 재미있게 말입니다.

제가 누구냐고요? 글쎄요, 저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책의 공저자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 조금씩 알아봐주시기는 하지만 저는 제가 웹사이트 디자인과 세계여행을 좋아하고 가족,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만족합니다. 

워드프레스를 사랑하는 매력적인 모든 여성에게는 무척 죄송하지만, 저는 결혼해서 언젠가 저를 

위해 웹사이트 코드를 만들어줄 두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한국처럼 

멋진 곳도 돌아다니고 워드프레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지요. 저는 그저 저희 책을 구입해주신 

멋진 독자 여러분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프 스타	Jeff	Starr	

@perishable

안내	사이트인	http://digwp.com에서는	튜토리얼	등	WordPress와	웹디자인에	

관련된	여러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책도	구했고	소프트웨어도	

무료이니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만	있으면	되겠군요.	



 

웹액츄얼리팀

웹액츄얼리코리아는	2008년	4월	설립한	워드프레스	전문	웹디자인	에이전시이자	인터넷	Pr미디어	

회사다.	5년여	동안	워드프레스(WordPress)	연구·개발이라는	한길을	걸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트위터,	페이스북과	연동한	SNS	마케팅	등	토털	웹서비스를	하고	있다.	‘홍보	

마케팅’의	미래에	목숨을	건	전문가들이	모여	‘일하는	즐거움’을	모토로	일한다.	

《워드프레스	제대로	파기》는	웹액츄얼리팀이	국내	워드프레스를	활성화시키는	데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간한	국내	최초의	워드프레스	번역서다.	워드프레스를	이용해	웹사이트를	제작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	선정에서부터	번역,	기술	검수까지	하나하나	공들여	만든	책이다.	

웹액츄얼리는	앞으로	웹디자인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웹사이트	제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볼	수	있는	

좋은	책을	엄선해	소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만든	책으로는	모던	웹디자인	최고의	실용서인	《스매싱	

북》과	어북어파트	시리즈인	《웹디자이너를	위한	htML5》,	《웹디자이너를	위한	CSS3》과	《웹사이트를	

위한	콘텐츠	전략》이	있다.	《반응형	웹디자인》	등도	잇따라	출간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www.webactually.com 	페이스북	fb.com/webactually		트위터 @webactually

김정원_웹디자이너	

2008년	웹액츄얼리팀에	합류해	처음	워드프레스를	접하고	그	가능성을	알게	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웹디자이너로서	발상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고마운	툴입니다.	

워드프레스는	이제까지	제가	해오던	웹사이트	접근	방법과	사고	방법을	모두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합리적이었으며	알면	알수록	그	무한한	잠재력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포토샵에서	디자인한다고	웹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실제	웹을	만들고	구축해야	합니다.	워드프레스는	

진정한	웹디자이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사	같은	친구입니다.

원송연_워드프레스	개발자	

‘워드프레스’라는	단어가	지금보다	더	생소할	때	‘워드프레스	개발자’라는	길을	택했습니다.	‘소스	

코드는	시처럼(Code	is	Poetry)’이라는	워드프레스	철학을	전혀	모르고	시작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야	할	코어를	마음대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코딩으로	사이트의	유지	보수는	물론	

업그레이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한	후	사이트가	

온통	에러	투성이인	것을	보았을	때의	당황스러움이란…	독자	여러분은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책으로	워드프레스를	공부하는	여러분은	진정	행운아입니다.

번역자의 글

기술 
감수자의 글



 

이 것 이  보 이 나 요 ?  개 밥 입 니 다 .  물 론  이 것 은  비 유 입 니 다 .

《워드프레스 제대로 파기》의 필자인 저희는 직접 

만든 개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설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은 매일 

저희가 작업하는 사이트에 직접 적용하고 있습니다. 

http://digwp.com

일러
두기



계속 여행하기

책의	안내	사이트에서	워드프레스에	대해	좀더	배우도록	하자.	이	사이트에서는	워드프레스의	

대부분의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뛰어난	노하우와	기법,	기술을	다루고	있다.

http://digwp.com/

Theme Clubhouse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위한	좋은	테마를	찾고	있는가?	DigWP	theme	Clubhouse에는	사용	가능한	

테마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기	바란다!

http://themeclubhouse.digwp.com/

짧은 주소Short URLs

여기에 기술된 주소들은 소위 ‘짧은 주소

(short URLs)’, http://digwp.com/u/1 

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을 

구입한 독자들이 브라우저 창에 짧은 

주소를 입력하면 즉시  해당 URL로 

리다이렉트된다. 

짧은 주소를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다. 독자를 위해(길고 복잡한 

URL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를 위해(짧은 주소는 

종이도 아낄 수 있고 

디자인하기도 쉽다).

3.1.0 
이 책에서 “… 현재 버전의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3.1.0 버전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이전 버전에 대해 언급한다면 

따로 버전을 표기할 것이다.

워드프레스 3.3버전이 나온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여기 있는 정보들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워드프레스는 

새 버전에서도 기존 요소를 버리지 

않고 잘 이용한다.



《워드프레스	제대로	파기》는	워드프레스에	관심이	있거나	워드프레스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워드프레스를	잘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워드프레스의	장점	중	하나인	CMS(Contents	Management	System)로서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곧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를	활용한	웹사이트	제작에	관심이	많다고요?	이	책이	아주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워드프레스의	기본	기능만	단순하게	나열한	그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웹개발자나	웹디자이너가	각각	원하는	형태와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바꿀	수	있는	소스	코드를	풍부한	

예제와	함께	속	시원히	제공합니다.	알찬	정보가	실린	안내	사이트와	추천	링크도	소개했으니,	책을	

읽고	꼭	방문해보세요.	

이	책을	출간한	이유는	워드프레스	설치	방법이나	메뉴,	기능	등의	사용법만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워드프레스는	지금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더	나아진	사용자	화면과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매번	바뀌는	사용법이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워드프레스의	

본질을	꿰뚫는	안목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에	맞춰서	웹액츄얼리에서는	워드프레스	초보자를	위한	

《워드프레스	제대로	시작하기》도	자체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제를 눈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손을 움직여 실행하세요. 

워드프레스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자신의	사이트에	소스를	하나하나	입력해보고	수정해보는	

것입니다.	예제를	눈으로	읽고	결과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내지	말고	사이트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세요.	

 

•	영어로	된	사람	이름,	회사	및	서비스명,	일부	

개발	용어는	윗첨자로	표기했습니다.

			예)	매트	뮬렌웨그Matt	Mullenweg	

•	워드프레스	어드민의	각	메뉴와	기능명은	

‘영어(한글)’	순으로	표기했습니다.		

•	워드프레스	메뉴와	버튼	이름은	한글판	

버전이나	언어	번역	업그레이드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이렇게 

활용하세요

알아두어야 할 

내용
영문 어드민 화면            한글 어드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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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워드프레스 
3.0 
업데이트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쏟지 마라 – 누구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하라.  다비다 스튀브Davida. Stuebe



물론, 3.1 업데이트에도 수많은 버그 수정과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해당 

내용에 대한 완벽한 목록은 워드프레스 Codex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digwp.com/u/558

    워 드 프 레 스  3 . 2  업 데 이 트4

2011년 7월 4일 워드프레스 3.2가 발표됐다. 재즈 거장 조지 거슈윈George Gershwin의 

이름을 따 ‘Gershwin’이라 명명한 워드프레스 3.2에서는 전체적인 성능 개선은 

물론, 관리자 인터페이스의 변화와 새로운 기본 테마가 눈에 띈다. 지금부터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함께 파헤쳐보자.

4-1 최소 요구사항 변화

3.2 버전부터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는 서버는 아래의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PHP�5.2.4�버전�이상

•�MySQL�5.0�버전�이상

만약 서버가 위와 같은 사양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워드프레스를 

업그레이드하면 아래와 같은 에러를 낼 것이다.

You	cannot	update	because	WordPress	3.2	requires	MySQL	version	5.0	
or	higher.	You	are	running	version	4.1.22

업데이트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워드프레스는 MySQL 버전이 5.0이거나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4.1.22 버전을 사용 중입니다. 

예전 요구사항

워드프레스 3.1의 최소 

요구사항

• PHP 4.3

• MySQL 4.1.2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http://digwp.com/u/569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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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한 지 오래된 서버를 갖고 있는 사용자에게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개발자가 워드프레스를 더 간결하게 만들고 

각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 덕분에 워드프레스 3.2에서는 페이지 로딩이 더 빨라졌고, 업그레이드도 

쉬워졌으며, 다른 기능도 많이 개선됐다.

4-2 새롭게 디자인된 어드민 영역

워드프레스 3.2는 속도 향상 이외에도 어드민 영역이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된 

것이 큰 특징이다. 어드민 영역에 사용되던 타이포그래피가 더 좋아졌고, 

레이아웃 역시 깔끔해졌으며, 관리 도구도 개선되었다.

3.2 버전의 새로운 기능 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전체화면 편집 기능Full Screen Editor이다. 비주얼 

에디터Visual Editor를 통해 포스트를 쓸 때 ‘전체화면full-

screen’ 버튼을 누르면 소위 ’젠모드zen-mode’로 들어갈 수 

있다. 이는 그야말로 글 쓰는 데 아무런 방해가 없는 

환경이다.

젠모드에서는 관리자 인터페이스가 하얀 배경 

속으로 사라지면서 내가 작성하고 있는 포스트의 

내용에만 초점이 맞춰진다.

작업을 마친 다음 화면의 상단으로 마우스를 옮기면 

젠모드에서 벗어나 어드민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콘텐츠를 많이 작성하는 사용자라면 정말 반가울 

만한 기능이다.

잘 없어진 기능

워드프레스 3.2에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6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 익스플로러 7에 

대한 순차적 지원도 중단되기 

시작했다. 잘된 일이다.

갑자기 좋아진 기능

워드프레스 3.2에서는 어드민 

영역 인터페이스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며 

3.3에서는 더욱 멋지게 변한다.

호버링 메뉴

젠모드에서 마우스를 화면 상단으로 갖다 대면 마술같이(!) 

메뉴가 나타난다.

완전한 젠모드

브라우저 윈도우까지 없애고 싶은가? F11 키를 누르면 브라우저가 

전체화면 모드로 변해 젠모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위 버튼들을 누르면 전체화면 

편집 모드로 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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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새로운 기본 테마 : ‘TwentyEleven’

계획대로 워드프레스 3.2는 새로운 테마인 ‘TwentyEleven(2011년 연도를 

의미)’이 포함된다. 이 새로운 기본 테마에는 포스트 포맷, 사용자 헤더 이미지, 

사용자 색상 등 워드프레스로 할 수 있는 멋진 기능이 담겨 있다.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 보자.

• 시맨틱한 HTML5 마크업 - <article>,�<footer>,�<header>�및�<aside>,�<time>�등과�같은�

태그를�사용한다.

• CSS3를 이용한 반응형 디자인 - @media�쿼리를�통해�다양한�화면�크기에�최적화된�

디자인을�보여준다.

• 3가지 기본 레이아웃 - 단일�칼럼,�2열�칼럼,�양쪽에�사이드바가�있는�레이아웃,�이렇게�

3가지가�포함된다.

지금까지 큰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자잘하지만 멋지고 새로운 기능을 살펴 보자.

• 로테이션이�가능한�헤더�이미지

• 포스트�포맷�지원

• 밝거나�어두운�컬러�세팅

• 사용자�링크�색상�지정

• 확장�가능하며�적용�가능한�코드

• 위젯화된�4개의�영역

• 기타�등

물론, 이런 기능들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TwentyEleven 테마는 워드프레스를 새롭게 설치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따라서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나 새로운 

감사의 말씀

워드프레스 3.2에서 HTML 

에디터는 모노스페이스 

폰트monospace font１) 를 사용하는데 

작은 변화지만 이로 인해 

HTML 에디팅 프로세스가 

2배는 더 좋아졌다. 특히 

프로그래밍 코드가 많은 

콘텐츠 작업을 할 때는 더욱 

유용하다. 워드프레스팀 

수고했습니다!

１)��모노스페이스 폰트 

monospace font : 영문을�

기준으로�모든�알파벳�

문자의�가로폭이�동일한�

글꼴.(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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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가 어떤 이유에서든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워드프레스 어드민 

영역에서 미리 볼 수 있다. Appearance(테마 디자인) > Themes로 가서 

TwentyEleven과 관련된 설명 아래 있는 ‘Preview(미리보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위 화면에서 말하는 것처럼 설치된 다른 테마를 확인하는 쉽고 편리한 

방법이기도 하다.

TwentyEleven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워드프레스 무료 테마 디렉토리를 

참고한다. http://digwp.com/u/572

다음은…

정말 멋진 일이지만 워드프레스 3.2 또한 더 빠르고 쉬우며 투명한 

소프트웨어로 가는 단계 중 하나에 불과하다. 라이오넬 리치의 노래 ‘can’t 

slow down’처럼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다음 업데이트가 이미 

다운로드 가능하기 때문이다. 워드프레스 3.3이 얼마나 더 멋지게 변했는지 

계속 읽어나가기 바란다.

    워 드 프 레 스  3 . 3  업 데 이 트5

2011년 12월 12일 발표된 워드프레스 3.3은 어드민 영역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대폭 향상되었다. 재즈 색소폰 연주자 소니 스티트Sonny Stitt의 이름을 따 

‘Sonny’라고 이름 붙인 이번 버전은 빠른 플라이아웃 메뉴(마우스 오버하면 

활성화되는 메뉴), 개선된 툴바, 멋진 드래그-앤-드롭 형식의 미디어 업로더 

등으로 어드민 화면의 혁신을 이어갔다. 워드프레스 3.3은 개선된 워크플로, 

속도, 반응형 등으로 더 깔끔하고 효율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많이 

사용해볼수록 그 장점에 대해 더욱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지금부터 새로운 

장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더 빨라진 업데이트

워드프레스 3.2부터는 

업그레이드할 때 실제로 

변화가 있는 파일만 

업데이트하도록 바뀌었다. 

더 이상 이전 버전과 동일한 

파일을 다운받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DigWP.com을 워드프레스 

3.3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정말 빨리 끝났다.

워드프레스 3.2 업데이트

워드프레스 3.2 업그레이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ordPress.org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digwp.com/u/571

4-3 새로운 기본 테마 : ‘TwentyEleven’

계획대로 워드프레스 3.2는 새로운 테마인 ‘TwentyEleven(2011년 연도를 

의미)’이 포함된다. 이 새로운 기본 테마에는 포스트 포맷, 사용자 헤더 이미지, 

사용자 색상 등 워드프레스로 할 수 있는 멋진 기능이 담겨 있다.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 보자.

• 시맨틱한 HTML5 마크업 - <article>,�<footer>,�<header>�및�<aside>,�<time>�등과�같은�

태그를�사용한다.

• CSS3를 이용한 반응형 디자인 - @media�쿼리를�통해�다양한�화면�크기에�최적화된�

디자인을�보여준다.

• 3가지 기본 레이아웃 - 단일�칼럼,�2열�칼럼,�양쪽에�사이드바가�있는�레이아웃,�이렇게�

3가지가�포함된다.

지금까지 큰 변화에 대해 언급했다. 자잘하지만 멋지고 새로운 기능을 살펴 보자.

• 로테이션이�가능한�헤더�이미지

• 포스트�포맷�지원

• 밝거나�어두운�컬러�세팅

• 사용자�링크�색상�지정

• 확장�가능하며�적용�가능한�코드

• 위젯화된�4개의�영역

• 기타�등

물론, 이런 기능들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TwentyEleven 테마는 워드프레스를 새롭게 설치하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따라서 이전 버전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나 새로운 

감사의 말씀

워드프레스 3.2에서 HTML 

에디터는 모노스페이스 

폰트monospace font１) 를 사용하는데 

작은 변화지만 이로 인해 

HTML 에디팅 프로세스가 

2배는 더 좋아졌다. 특히 

프로그래밍 코드가 많은 

콘텐츠 작업을 할 때는 더욱 

유용하다. 워드프레스팀 

수고했습니다!

１)��모노스페이스 폰트 

monospace font : 영문을�

기준으로�모든�알파벳�

문자의�가로폭이�동일한�

글꼴.(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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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세련되어진 어드민 영역

워드프레스 3.2에서도 이전 버전에 비해 커다란 개선이 있었지만 3.3에서는 

어드민 영역이 이전보다 더욱 좋아졌다. 더욱 깔끔하고 정돈된 디자인과 정리된 

내비게이션, 다양한 기기와 화면 크기에도 잘 들어맞는 반응형 레이아웃 등 

때문이다. 워드프레스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처음 설치하면 제일 먼저 새로워진 

시작 화면(Welcome Screen)을 볼 수 있다. 워드프레스에 대한 도움이 될 정보를 

보여주며 다양한 작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마우스를 대시보드 메뉴에 갖다 대면 또 다시 개선된 관리자 메뉴를 느낄 수 

있다. 어떤 화면에서나 클릭 한 번으로 어드민 영역의 메뉴를 접근할 수 있는 

플라이아웃 메뉴들이 그것이다. 장단점이 있지만 한번 사용해보면 워드프레스 

관리가 훨씬 빨라졌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 화면은 새로운 

사용자가 즉시 워드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워드프레스에 

대한 ‘About’ 페이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툴바에 

있는 W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기만 하면 언제나 접근할 

수 있다. 아니면 URL 끝에  

/wp-admin/about.php를 

붙여 직접 접속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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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새로운 툴바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워드프레스 3.3에서는 예전의 ‘어드민바’를 대체하는 

새로운 ‘툴바(Toolbar)’를 탑재했다. 예전 어드민바와 관리자 헤더를 합해놓은 

새로운 툴바는 세로 공간을 덜 차지하면서 사이트 전체의 주요 페이지에 대해 

더욱 간결한 내비게이션을 제공한다.

툴바가 어드민바에 비해 편해졌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모든 사람이 툴바를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툴바의 내용을 커스터마이징하거나 툴바를 없애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플러그인과 스크립트 등이 

존재한다. 아래의 두 포스팅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WordPress Admin Bar Tricks – http://digwp.com/u/573

•Goodbye Admin Bar, Hello Toolbar – http://digwp.com/u/566

위의 두 링크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툴바 플러그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툴바를 없애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안 보이게 하는 등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코드와 팁도 확인할 수 있다. 툴바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투표도 

해보고 결과도 확인해보기 바란다. http://digwp.com/u/574 

플라이아웃, 드롭다운

툴바에 나타나는 다양한 

아이템 위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드롭다운 메뉴가 생겨 더 

많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Before & After

예전의 ‘어드민바(왼쪽)’와 워드프레스 3.3 버전의 새로워진 ‘툴바(오른쪽)’를 스크린샷으로 

비교해보자.

5-1 세련되어진 어드민 영역

워드프레스 3.2에서도 이전 버전에 비해 커다란 개선이 있었지만 3.3에서는 

어드민 영역이 이전보다 더욱 좋아졌다. 더욱 깔끔하고 정돈된 디자인과 정리된 

내비게이션, 다양한 기기와 화면 크기에도 잘 들어맞는 반응형 레이아웃 등 

때문이다. 워드프레스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처음 설치하면 제일 먼저 새로워진 

시작 화면(Welcome Screen)을 볼 수 있다. 워드프레스에 대한 도움이 될 정보를 

보여주며 다양한 작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마우스를 대시보드 메뉴에 갖다 대면 또 다시 개선된 관리자 메뉴를 느낄 수 

있다. 어떤 화면에서나 클릭 한 번으로 어드민 영역의 메뉴를 접근할 수 있는 

플라이아웃 메뉴들이 그것이다. 장단점이 있지만 한번 사용해보면 워드프레스 

관리가 훨씬 빨라졌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 화면은 새로운 

사용자가 즉시 워드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워드프레스에 

대한 ‘About’ 페이지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툴바에 

있는 W아이콘에 마우스를 

올리기만 하면 언제나 접근할 

수 있다. 아니면 URL 끝에  

/wp-admin/about.php를 

붙여 직접 접속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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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트 엔드에서 툴바 비활성화시키기

툴바를 어드민 영역에서 보이지 않게 하거나 비활성화시키면 툴바에만 있는 

링크들을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툴바는 전체 페이지 디자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면 디자인 요소를 해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권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프런트 엔드에서는 툴바를 없애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쉽게 없앨 수 있다. 

워드프레스 3.3에서 어드민바를 사용했을 때와 새로워진 툴바를 사용했을 때의 

화면을 확인하기 바란다.

functions.php 파일에 아래 코드가 추가되었다.

// 어드민바 비활성화(프런트 엔드에만 적용)

add_filter(‘show_admin_bar’,	‘__return_false’);

아니면 어드민 화면이 아닌 곳에서 툴바를 비활성화하려면 아래의 코드를 

사용하면 된다.

// 어드민바 보이기(어드민 영역에만)

if	(!current_user_can(‘manage_options’))	{
	 add_filter(‘show_admin_bar’,	‘__return_false’);
}

옮기자

툴바를 잘 안 보이는 곳으로 

옮기고자 한다면 코엔 

제이콥스Coen Jacobs의 ‘Stick 

Admin Bar To Bottom’이라는 

플러그인을 확인해보자. 

프런트 엔드나 백 엔드에서 

모두 다 잘 작동한다. 

http://digwp.com/u/575

알려드립니다

피처 포인터는 다음과 같이 

워드프레스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 

피처 포인터가 사라지는 

버튼(Dismiss)을 클릭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일 것이다.

438



위 코드를 사용 중인 테마의 functions.php 파일에 추가하면 된다. 이는 프런트 

엔드에 있는 툴바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하자.

5-3 피처 포인터Feature Pointers

앞의 스크린샷에서 본 것처럼, 워드프레스 3.3은 드래그 앤 드롭 미디어 

업로더Media Uploader와 같은 새로운 기능을 강조하는 피처 포인터를 표시한다. 

워드프레스는 어드민 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화 내용에 대해 계속 공지할 것이다. 

이는 워드프레스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개선된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도우며, 

경험이 있는 사용자도 새로운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될 것이라 믿는다.

5-4 개선된 상황별 도움말

워드프레스 3.3 버전에서는 도움말 화면이 어드민 

영역 전체에 걸쳐 개선되었다. 워드프레스 도움말은 

현재 위치에 관계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별 도움말이다. 예를 들어 오른쪽 스크린샷은 

포스트 화면에 대한 도움말을 나타낸다. 다른 

페이지에서 도움말 버튼을 눌러도 똑같이 관련 

도움말이 나타난다. 워드프레스 도움말 화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본 지 오래됐다면 어드민 영역을 둘러보면서 꼭 함께 

확인하기 바란다.

새로운 스크린 API(Screen API)를 통해 워드프레스 3.3에서는 도움말 화면에 

연결고리를 거는 것이 더 쉬워졌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자.

•플러그인�API�및�관리자�화면�참고�- http://digwp.com/u/576

•3.3�버전의�도움말과�화면�API�변화�-�http://digwp.com/u/577

고마워, 워드프레스

상황별 도움말 기능이 

개선되어 워드프레스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사용법을 

혼자 익힐 수 있다.

도움말 버튼

도움말 버튼은 어드민 영역의 

오른쪽 위 구석, 툴바 아래에 

위치해 있다.

프런트 엔드에서 툴바 비활성화시키기

툴바를 어드민 영역에서 보이지 않게 하거나 비활성화시키면 툴바에만 있는 

링크들을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툴바는 전체 페이지 디자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면 디자인 요소를 해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권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프런트 엔드에서는 툴바를 없애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쉽게 없앨 수 있다. 

워드프레스 3.3에서 어드민바를 사용했을 때와 새로워진 툴바를 사용했을 때의 

화면을 확인하기 바란다.

functions.php 파일에 아래 코드가 추가되었다.

// 어드민바 비활성화(프런트 엔드에만 적용)

add_filter(‘show_admin_bar’,	‘__return_false’);

아니면 어드민 화면이 아닌 곳에서 툴바를 비활성화하려면 아래의 코드를 

사용하면 된다.

// 어드민바 보이기(어드민 영역에만)

if	(!current_user_can(‘manage_options’))	{
	 add_filter(‘show_admin_bar’,	‘__return_false’);
}

옮기자

툴바를 잘 안 보이는 곳으로 

옮기고자 한다면 코엔 

제이콥스Coen Jacobs의 ‘Stick 

Admin Bar To Bottom’이라는 

플러그인을 확인해보자. 

프런트 엔드나 백 엔드에서 

모두 다 잘 작동한다. 

http://digwp.com/u/575

알려드립니다

피처 포인터는 다음과 같이 

워드프레스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 

피처 포인터가 사라지는 

버튼(Dismiss)을 클릭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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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드래그-앤-드롭 미디어 업로더

워드프레스 3.3에서 또 하나의 엄청난 새 기능은 드래그-앤-드롭 미디어 

업로더다. 만약 클라이언트를 현혹시키고 싶다면 미디어 업로더를 보여주면 될 

것이다. 

새로 추가된 미디어 업로더 외에도 이전의 업로더를 선호하는 사람을 위한 

브라우저 업로더(Browser Uploader)가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업로더가 훨씬 사용하기 쉽다. 한번 사용해보면 그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스크린샷에서 보는 것처럼 미디어 업로더는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거의 모든 

파일을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의 JPG 이미지? 문제없다. 여러 개의 MP3 파일? 

당연히 된다. 여러 종류의 미디어 파일을 동시에 업로드할 수도 있다. 해당 

파일들을 업로더에 끌어다 놓고 워드프레스가 부리는 마법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올인원 All-in-One

워드프레스 3.3에서는 파일 

형식을 탐지하는 기능이 있어 

매번 ‘Add Media(미디어 추가)’ 

버튼을 누르는 번거로움이 

줄었다.

3.3 버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기부터 시작하자 : 

Troubleshooting WordPress 

3.3 – Master List : 

http://digwp.com/u/584

드래그-앤-완료

여러 개의 파일도 미디어 업로더에 끌어다 놓기만 

하면 끝이다. 물론 하나의 파일만 업로드해도 된다.

무엇이든, 어디서든

‘글 편집’에서 ‘Add Media(미디어 추가)’ 화면까지 미디어 업로더는 일반적인 

미디어 포맷을 포함하여 어떠한 파일이든 대부분 소화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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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워드프레스 3.3의 또 다른 멋진 기능들

실무에서 워드프레스를 매일 다루는 입장으로 보면 워드프레스 3.3은 어드민 

화면의 기능과 모습을 개선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이 밖에도 워드프레스 

개발팀은 프로그램 곳곳의 디테일한 면들을 많이 손보았으며 여러 가지 버그를 

잡고 보안을 강화했다. 기존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던 것 같다. 그 결과 

워드프레스 3.3은 이전에 나왔던 어떤 버전보다 성능이 우수해졌으며, 특히 

관리자 측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워드프레스 3.3에서 좋아진 기타 기능을 

살펴보자.

더 좋아진 반응형 디자인

일반 컴퓨터나 노트북보다 더 작은 장치로 관리자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번에 

개선된 어드민 영역의 반응형을 좋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는 2열로 구성된 

포스트 수정 화면이 아이패드에서는 하나의 널찍한 배열로 바뀐다.

개선된 동시 편집 지원

더 이상 “로그아웃 좀 부탁해. 그래야 내가 글을 편집할 수 있거든.”이라는 

메일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포스트 편집 화면을 떠남과 동시에 다른 

사용자가 로그인하여 포스트를 수정할 수 있다. 공동 집필하는 사용자들의 

시간을 크게 절약해주는 기능이다.

텀블러(Tumblr) 불러오기

워드프레스 3.3에서는 불러오기 도구에 텀블러를 추가했다. 콘텐츠 내용을 

추가하거나 처음부터 블로그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 텀블러 포스트의 내용을 

백업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다. 

텀블러 포스트를 불러오려면 Tools(도구) > Import(불러오기)로 가서 ‘Tumblr’를 

클릭하면 된다. ‘Install importer’ 화면이 나타나면 ‘Install Now’ 버튼을 눌러 

텀블러 불러오기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된다. 설치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아이패드에서

워드프레스 사용하기

아이패드에서의 반응형 

디자인을 보면 기존 페이지의 

레이아웃이 깔끔한 단일 칼럼 

디자인으로 수정되어 가용 

공간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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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e Plugin & Run Importer’를 클릭해 텀블러 불러오기 과정을 시작하면 

된다.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간단하다.

텀블러 불러오기 화면에서 암호를 입력하고 몇 가지 기초적인 옵션을 선택한 다음 

잠시 기다리자. 텀블러 서버는 과부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니 불러오기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다. 특히 포스트가 많을 때는 더욱 그렇다.

더 똑똑해진 위젯

워드프레스를 향상시키는 ‘작은 것’ 중 하나는 위젯이 이제 테마 안에서 위치를 

기억한다는 점이다. 다른 테마로 작업하다가 원래 테마로 돌아와도 테마의 

인내를 갖자

텀블러 서버는 느린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워드프레스가 

콘텐츠를 빼먹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워드프레스 3.3의 포스트 

이름으로 표시한, 고유주소 

설정에 대한 좋은 글이 있다. 

http://digwp.com/u/578

포스트�이름�고유주소

이전�버전�워드프레스에서는�포스트�이름만을�이용해�고유주소를�만드는�

것에�부정적인�사람이�있었다.�하지만�포스트�이름�고유주소가�SEO에는�

최적화된�방식이었기�때문에�많은�사람이�이�방식을�사용했고�이후�별�

문제없이�잘�사용했다.

그러다가�2011년�6월�CSS-Tricks.com이�다운되었다.�그�원인은�

워드프레스의�포스트�이름�고유주소�때문이었다.�크리스가�DigWP.com에�

자세한�설명을�올렸다.�http://digwp.com/u/579

워드프레스�3.3에서는�포스트�이름만을�사용한�고유주소�구조를�권장한다.2)

2)��국내에서는��포스트�이름을�고유주소�구조로�사용할�때,�한글이�인코딩되어�‘http://www.webactually.co.kr/archives/tag/%EC%9B%B
9%EC%95%A1%EC%B8%84%EC%96%BC%EB%A6%AC’처럼�주소창에�보인다.�브라우저�주소창의�깔끔함을�원한다면�다른�방식의�고유주소�구조를�

선택한다.�고유주소와�관련된�내용은�2장�2-3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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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을 복원하기가 쉬워졌다. 이 기능은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특별히 

설정할 것은 없다.

그 밖의 멋진 변화들

3.3 업데이트 중 주로 워드프레스 개발자에게 유용할 몇 가지 변화를 

언급하자면 아래와 같다.

• 새로운 wp_editor API – 이제�워드프레스�어드민�영역�어디서나�위지윅�에디터�

인스턴스를�2개�이상�실행할�수�있다.�

• jQuery 업그레이드 – jQuery�1.7.1�버전과�jQuery�UI�1.8.16�버전이�실행된다(직접�생성한�

스크립트가�있다면�이�버전에�호환되는지�꼭�확인하기�바란다).�

• 새로운 is_main_query() 함수 –�WP_Query�객체만을�변경할�수�있게�해주므로�다중�

루프�커스터마이징에�좋다.�더�많은�정보는�http://digwp.com/u/580 참고.

• 더 좋아진 포스트 포맷 편집 –�포스트�화면에서�포스트�포맷에�기반한�일괄�편집과�

���빠른�편집이�가능하다(/wp-admin/edit.php).��

다른 워드프레스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사소한 개선과 버그 수정 보안 향상 등 

이 책에서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사소하고 자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기를 원하는 워드프레스 마니아라면 아래의 주소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WordPress 3.3 ‘Sonny’ –�http://digwp.com/u/581 

• WordPress Codex : Version 3.3 –�http://digwp.com/

u/582

3.3 업데이트가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 해피 

워드프레싱! ̂ ^

더 빨라졌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어드민 

영역이 이전 버전보다 

느리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dev4press.com 

팀에서 3.1, 3.2, 3.3 버전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테스트를 

시행했는데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http://digwp.com/u/583

더 똑똑해진 슬러그

워드프레스 3.3에서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포스트 

슬러그가 조금 더 똑똑해졌다. 

다음에 보이는 것처럼 

~!@$%^&*()={}<>[]?와 같은 

문자들은 더 이상 자동으로 

생성된 슬러그에 포함되지 

않는다.

‘Activate Plugin & Run Importer’를 클릭해 텀블러 불러오기 과정을 시작하면 

된다.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간단하다.

텀블러 불러오기 화면에서 암호를 입력하고 몇 가지 기초적인 옵션을 선택한 다음 

잠시 기다리자. 텀블러 서버는 과부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니 불러오기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다. 특히 포스트가 많을 때는 더욱 그렇다.

더 똑똑해진 위젯

워드프레스를 향상시키는 ‘작은 것’ 중 하나는 위젯이 이제 테마 안에서 위치를 

기억한다는 점이다. 다른 테마로 작업하다가 원래 테마로 돌아와도 테마의 

인내를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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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하지만 워드프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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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워드프레스 3.3의 포스트 

이름으로 표시한, 고유주소 

설정에 대한 좋은 글이 있다. 

http://digwp.com/u/578

포스트�이름�고유주소

이전�버전�워드프레스에서는�포스트�이름만을�이용해�고유주소를�만드는�

것에�부정적인�사람이�있었다.�하지만�포스트�이름�고유주소가�SEO에는�

최적화된�방식이었기�때문에�많은�사람이�이�방식을�사용했고�이후�별�

문제없이�잘�사용했다.

그러다가�2011년�6월�CSS-Tricks.com이�다운되었다.�그�원인은�

워드프레스의�포스트�이름�고유주소�때문이었다.�크리스가�DigWP.com에�

자세한�설명을�올렸다.�http://digwp.com/u/579

워드프레스�3.3에서는�포스트�이름만을�사용한�고유주소�구조를�권장한다.2)

2)��국내에서는��포스트�이름을�고유주소�구조로�사용할�때,�한글이�인코딩되어�‘http://www.webactually.co.kr/archives/tag/%EC%9B%B
9%EC%95%A1%EC%B8%84%EC%96%BC%EB%A6%AC’처럼�주소창에�보인다.�브라우저�주소창의�깔끔함을�원한다면�다른�방식의�고유주소�구조를�

선택한다.�고유주소와�관련된�내용은�2장�2-3을�참고.

443





워드프레스는�의심할�여지없이�웹사이트를�만들고�운용하고�생각하는�방식에�

이르기까지�모든�과정을�혁신적으로�바꿔놓았다.�이�책이�여러분에게�워드프레스의�

대단한�잠재력과�무한한�가능성을�맛보게�해주었길�바란다.

워드프레스로�무엇을�할�것인가�하는�것은�여러분에게�달려�있다.�우리는�여러분에게�

워드프레스를�현명하고�책임감�있게�사용할�것을�권한다.�워드프레스의�수많은�

정보를�이용하다�보면�무엇이�중요한지보다,�다시�말해�여러분의�독자들과�콘텐츠를�

공유하는�것보다�디테일한�것에�매달려�길을�잃기�쉽다.

워드프레스의�놀라운�점�중�하나는�콘텐츠를�아주�쉽게�만들�수�있고�관리할�수�

있다는�점이다.�

워드프레스의�미래�버전은�코드와�기능,�잠재력을�계속�개선해가는�것이다.�그리고�

우리는�여러분이�그�모든�것을�잘�해낼�수�있도록�도와주기�위해�항상�그곳에�있을�

것이다.�

우리와�함께�여행해준�여러분에게�감사드린다.

Thank you for sharing the journey with us 

이 
책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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