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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운(Ontown)" 시작하기
-"온타운(Ontown)" 이란?
온타운은 또자쿨쿨님과 이웃 블로거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블로그 전문검색 사이트입니다.

이미 다 커버린 성목이 아닌 현재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성장해갈 묘목같은 사이트입니다.

☞ 온타운(Ontown) 메인페이지 : http://www.ontown.net/

☞ 또자쿨쿨님의 블로그 : http://ddoza.tistory.com/

-"온타운(Ontown)" 에 블로그 등록하기
온타운은 현재 비회원제(등록승인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을 해주시면 또자쿨쿨님께서 방문, 확인후 등록해 주십니다.

온타운 등록에 또자쿨쿨님이 고려하시는 몇가지 등록기준이 존재합니다.

☞ 온타운(Ontown) 등록안내 페이지 : http://www.ontown.net/townguide.php

☞ 온타운(Ontown) 등록신청 페이지 : http://ddoza.tistory.com/566

http://www.ontown.net/
http://www.ontown.net/townguide.php
http://ddoza.tistory.com/566
http://ddoza.tistory.com/


☞ 온타운(Ontown) 등록신청양식 (샘플)
ㄴ

블로그명 : 108층 사상만서각

카테고리 : 사진, 여행, 해외 (등록신청페이지참고)

키워드 : 사진, 디카, 캐논, 오디오, 풍경

바로가기 키워드 : 요시토시

(자신의 블로그를 대표하는 단어나 예명)

블로그 소개 : 일단 찍고보는 사진 블로그입니다. 

(일단 사진이 제일 많아서=ㅁ=);;)

블로그 주소 : http://yoshitoshi.tistory.com

RSS : http://yoshitoshi.tistory.com/rss

--"온타운(Ontown)" 블로그 등록기준
사전 확인 : 모든 블로그는 또자쿨쿨님이 방문, 확인한 후에 등록하고 계십니다.

등록 블로그 : 등록을 신청해주신 블로그, 기존 등록블로그의 등록 권유를 받은 블로그(현행)

제외 블로그 : 성인블로그, 상업적 홍보용 블로그, 동일인의 컨셉중복 블로그, 펌블로그

삭제 블로그 : 등록 이후 성인 포스트가 많이 발생하는 블로그

관리 블로그 : 포스트 주기가 3개월이 넘는 블로그

부탁드리는 말씀 : 꼭 이용안내를 챙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을 받아오셨다면 추천인명을 함께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확인작업을 위해 글보관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yoshitoshi.tistory.com/rss
http://yoshitoshi.tistory.com/


☞ 온타운(Ontown) 등록기준안내 페이지 : http://ddoza.tistory.com/650

※ 안내페이지의 원문의 표현을 대폭 수정, 편집하였습니다.

※ 주의는 하였으나 또자쿨쿨님의 의도와 다를 수 있으니 원문도 꼭 참고하세요.

-"온타운(Ontown)" 에 블로그 키워드 등록하기
온타운에서는 검색시 해당 블로그를 보여주는 “바로가기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키워드” 등록시 해당 키워드로 온타운에서 검색이 이루어졌을 때 최상단에 나옵니다.

기존 키워드 신청자도 양식작성 후 신청하시면 키워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온타운(Ontown) 등록안내 페이지 : http://www.ontown.net/townguide.php

☞ 온타운(Ontown) 블로그 바로가기 안내 페이지 : http://ddoza.tistory.com/591

☞ 온타운(Ontown) 키워드 등록 안내 페이지 : http://ddoza.tistory.com/notice/487

☞ 등록신청양식에 바로가기 키워드 양식이 포함, 동일합니다. 작성후 방명록에 신청하세요.

☞ 블로그의 성격과 맞지 않는 키워드는 임의삭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온타운(Ontown)" 에 블로그 포스트 보내기
온타운에서는 등록된 블로그에 한하여 포스팅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포스팅 작성 후, 글을 보내시려는 코너에 해당하는 태그를 달아주세요.

현재 온타운에서 제공, 송고 가능한 코너는 아래와 같습니다.

타운뉴스, 타운공감, 타운리뷰, 타운이벤트, 타운스쿨, 타운맛집, 타운마켓, 타운툰, 타운  UCC  , 타운포토

☞ 본래 태그에서 부분적인 변경도 가능합니다. 예) 타운포토 → 타운포토(Ontown)

http://www.ontown.net/towngallery.php
http://www.ontown.net/property.php?property=10
http://www.ontown.net/property.php?property=9
http://www.ontown.net/property.php?property=8
http://www.ontown.net/property.php?property=7
http://www.ontown.net/property.php?property=6
http://www.ontown.net/property.php?property=2
http://www.ontown.net/property.php?property=4
http://www.ontown.net/property.php?property=4
http://www.ontown.net/property.php?property=1
http://www.ontown.net/townguide.php
http://ddoza.tistory.com/guestbook
http://ddoza.tistory.com/notice/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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