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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현으로 원하는 정보의 획득이 용이해졌

으며, 웹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빈도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웹 기반 하에서 CMS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생산, 수정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고,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웹 서비스는 각종 디바이스에 맞게 UI를 설계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편이성을 향상하기 위하

여 설문 조사 및 전체 사용자 패턴을 분석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UX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계되는 경향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체 사용자의 패턴 분석으로 웹 서비스에 

적용하는 한계를 탈피하여 개인 사용자의 이동 패턴 및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비주얼화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러한 융복합을 통하여 웹 관리자 및 기획연구자 측면에서 UX를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사용자 경험, 콘텐츠관리시스템, 사용자 패턴분석, 가변 벡터 도형 처리, 융복합

Abstract  In modern society, which boomed it became easier to obtain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the 

emergence of a variety of smart devices. Due to this, the frequency of using the content based on the Web is 

growing rapidly. In addition, companies are turning into a production and modify the content using the CMS 

under the web-based. It can be a very important part to provide users with the content. Currently web services 

are designing a UI to the device and provided. To improve the ease of use, they are enhancing services only 

by survey and analysis of the patterns of all users. Most are designed without considering the UX only in the 

technical aspects. In this paper, to break the limits that apply to all users of the Web service pattern analysis, 

we propose a visualization system via the animation based on the individual user's movement patterns and 

usage patterns. Through this convergence is expected to be able to transform the web from the central manager 

to the user UX and the planning aspects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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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터넷과 련된 IT 기술의 발달과 동시에 각종 스마

트 기기들의 확산으로 더욱 스마트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고, 스마트한 디바이스의 출 으로 언제 어디서든 원

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1]. 이에 인터넷 환경에서 여

러 콘텐츠에 한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자들 사이에 정

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활성화 되어있다[2]. 특히 정보

를 획득하기 하여 웹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를 이용

하는 빈도가 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호 작용

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도 사용자의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3].

최근 들어 기업 는 조직이 웹 기반 하에서 CMS 

(Contents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직  생산하고, 수정하는 형태의 방식을 도입하여 이용

하는 경향으로 바 고 있는 실정이다[4]. 한 웹 사이트

는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미디어로 자리 잡았

고, 웹 기술의 발 과 함께 웹의 디자인도 발 과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다[5]. 재 웹 서비스는 사용자가 사용하

고 있는 각종 디바이스에 맞게 UI(User Interface)를 설

계하고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UX(User eXperience) 없

이 기술 인 측면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어 소 트웨어 

품질 개선을 통해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특히 UX 

디자인은 기능이나 차상의 만족이 아니라 지각 가능한 

모든 면에서 총체 으로 근해 가는 것으로, 사용성에 

있어서 서비스 인 요소와 함께 생활의 모든 부분으로 

확 되어 가고 있으며, 디자인을 할 때 인터페이스와 사

용자 경험을 측한 것을 토 로 디자인 되는 것이 가장 

좋은 UX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6,7]. 사용자에게 UX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 인 요소만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은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모두 웹 서비스 사용을 지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으로 인해 웹 서비

스 스토리보드 기반의 사용자 피드백 방식으로 데모 서

비스에 한 서비스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 으나[8], 일

반 인 제안에 그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러한 분석은 체 이용자의 UX 분석으로 보편

인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개인 사용자의 UX 분석 추

은 기존 연구된 데이터의 근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

어 사용자에게 서비스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를 

하여 사용자의 경험 인 요소를 바탕으로 쉬운 UX를 

인맥 리 GUI에 용시키는 연구[9], 실버세 를 사용자

로 고려한 GUI 디자인 개발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0]. 이에 본 논문에서는 CMS에서 발생하는 사용자 

근 로그  패턴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집하고, 순차 인 

데이터로 정형화를 시킨 후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하여 웹

서비스 이용자의 패턴을 쉽게 연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안한다.

2. 관련연구

2.1 UX 분석

UX 분석을 하기 해 사용자의 선호도 조사, 이해도 

검증, 발상  검증 등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가 필요하

지만, 이러한 데이터 기법  설문조사, 사용성 평가, 인

터뷰 방법은 간 이고 주 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객 인 정확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

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각각의 디바이스 환경에 UI

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해 이러한 방식은 단 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법을 배제하고 CMS 이용 고객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해 사용패턴 로그를 분석을 통해 보

다 객 인 서비스가 필요하다[11].

2.2 데이터 처리

2.2.1 IndexedDB

다음의 [Fig. 1]은 IndexedDB의 구조이다.

[Fig. 1] IndexedDB Structure

사용자의 실시간 데이터 로그 처리를 하기 해 서버

와 통신을 하게 되면 상당한 양의 트래픽이 발생하게 된

다. 이를 보완하기 해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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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서 라우 에서 제공하는 IndexedDB를 이용

한다. IndexedDB란 라우 에 구 으로 장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로 네트워크 상태에 상 없이 자바스

크립트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리 할 수 있는 키/밸류 형

태의 데이터베이스이다[12].

2.2.2 MongoDB

기존 연구된 서버 로깅 수단으로는 Log4j를 이용해 웹 

애 리 이션의 로그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정제

되지 않은 로그 데이터를 취합하고 다시 재가공하고 정

제시키는 작업은 성능의 이슈를 불러오고 한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부합되지 않아 정제시킨 로그를 

이용하기 해 MongoDB를 활용하 다. 오 소스로 운

되는 MongoDB는 도큐먼트 지향 데이터베이스 시스

템으로 다음의 [Fig. 2]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NoSQL 데이터베이스로 분류되어 계형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아닌 JSON과 같은 동  스키마형태여서 로그형

태의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기에 편리하다[13,14].  

[Fig. 2] MongoDB Document Structure

2.3 CMS

CMS는 작물 리에 사용하는 소 트웨어로서, 

작물이란 사진, 음성, 자문서 그 외 유사한 컴퓨터 일

이다. 작물 리 시스템의 아이디어의 이면에는 웹을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임의의 장소에서도 콘텐츠 일

들을 리하자는 의도이다.

작물 리 시스템은 기존문서 리에도 종종 사용

되고 많은 회사들이 작물 리 시스템을 비지 재산권 

형식으로 일을 장하는데 사용한다. 사내에서 개 

서버 기반형 소 트웨어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일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일의 가용성을 증  시

킨다[15].

2.4 SVG(Scalable Vector Graphics)

웹페이지의 움직임을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는 기술 

 동 상 일 변환 는 벡터 그래픽을 이용한 애니메

이션 제작이 있다. 동 상 일 변환은 로깅 시스템에 

용하기에는 많은 스토리지 용량을 차지하게 되며 변환과

정 한 많은 시간 인 비용이 요구된다. 그런 에서 

벡터기반의 애니메이션 처리는 비교  은 용량과 짧은 

시간으로 변환 할 수 있어 비용 인 측면에서 많은 이

이 있다[16]. SVG는 XML 형식으로 작성된 2차원 벡터 

그래픽 포맷이다. 정 인 콘텐츠를 상호 화형태로 만

들 수 있고, 애니메이션 처리를 자유롭게 컨트롤 할 수 

있다. 부분 웹 라우 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어 호환

성 부분에서도 우 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애니메이션

을 표 하기 해서 래시 는 실버라이트와 같은 포

맷을 사용 하 지만 자바스크립트와 스타일 시트를 통해 

SVG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으로써 특정 랫폼에 종속

되지 않는다.

3. 웹 로그 애니메이션 처리 프레임워크

3.1 프레임워크 시스템 구성요소

다음의 [Fig. 3]은 제안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CMS 로

그 데이터를 분석한 후, 사용자 이용패턴을 애니메이션 

기법에 용하기 하여 웹 라우 의 IndexedDB를 이

용하여 사용자 패턴을 웹 라우 에 기록한다.

[Fig. 3] Log-based animation system

한, 련된 이벤트 데이터를 CMS 서버에 송하여 

MongoDB 기반으로 로그 처리 시스템과 웹 화면 처리를 

한 CMS 서버 1 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1 , 그리고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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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이션 변환 서버 1 로 인코딩 컴퓨  환경을 구성하

다.

3.2 사용자 접근 행위 기준

웹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근 이벤트로 표 을 할 때 

정의가 필요하다. 다음의 <Table 1>은 이벤트 코드로서, 

사용자가 페이지 근  사용 행 로 규정할 수 있으며, 

먼  모든 이벤트는 이용 시간을 기 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장이 되고 사용자 구분은 서버에 생성된 세션

을 기 으로 사용자 시 스를 갖게 된다. 

Event 

Code
Description

CODE01 When users access the event page URL

CODE02 When the user clicks the button event

CODE03 Position when the user moves the scroll screen

CODE04 Time users stayed with the contents of the page

<Table 1> Event Code List

3.3 클라이언트 로그 수집

다음의 [Fig. 4]은 클라이언트 로깅 처리 로세스이

다.

[Fig. 4] Client Logging Process Flow

클라이언트에서 수집된 로그는 이벤트 발생과 동시에 

각각 라우 의 IndexedDB에 장이 된다. 이때 기록

되는 로직은 먼  사용자가 페이지에 근 했을 때 페이

지 콘텐츠 근 URL, 근 시작시간, 도우 사이즈가 

장이 되고 사용자가 마우스를 스크롤링 할 때 라우

의 스크롤 치를 장하게 된다.

페이지 내에서 버튼을 클릭을 할 때는 라우 의 마

우스 치 X축과 Y축을 구분하여 장한다. 그 후 클라

이언트 로그 수집 모듈이 페이지가 이동되거나 라우

가 닫히게 되면 이러한 이벤트에 반응하여 IndexedDB에 

기록을 하게 된다. 이외에 라우 의 사이즈를 키우거

나 을 때 사용자가 사용하는 환경이 변경되는 것으

로 단되어 이벤트 로깅 모듈이 동작한다. 

클라이언트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페이지가 닫히거나 

이동이 있을 때, 서버 로그 수집 모듈로 송을 한 후 처

리가 완료된 로그를 찾아 IndexedDB에 장되었던 데이

터는 삭제 처리되며, 주기 인 스 러를 통해 송 여

부를 검증하게 된다.

3.4 서버 로그 수집

다음의 <Table 2>는 이벤트 속성에 한 로그로서 서

버 로그의 세션 아이디와 클라이언트에서 송된 데이터

를 매칭 시킨다.

Field Description

sessionId Session ID

winWidth Browser width

winHeight Browser height

scrWidth Monitor width

scrHeight Monitor height

mPosX Mouse X-axis value

mPosY Mouse Y-axis value

scrollX Scroll top value

scrollY Scroll left value

isClick Whether a mouse click

eventDate Event time

<Table 2> Event Log

서버 로그는 WAS(Web Application Server)에서 시

스템 로그와는 별개로 웹 서비스 사용자의 로그를 이벤

트 구분을 할 수 있게 정제를 시킨 데이터를 장해야 한

다. 클라이언트 로그 수집 모듈에서 정제되어 서버에 

송되고, 취합된 데이터는 웹 서비스에 근한 사용자의 

세션 아이디와 근 URL을 기 으로 한 페이지에서 이

루어진 이벤트 목록을 리하게 된다. 세션 아이디로 구

분된 로그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벤트 시간 순서로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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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음의 <Table 3>의 url을 이용하여 웹 서비스 이

용자가 근한 페이지의 체 이미지를 스토리지 역에 

장을 한다. 이때 장되는 이미지 크기는 앞의 <Table 

2> 라우  비를 기 으로 콘텐츠 하단 역까지 화

면을 갈무리하게 된다.

Field Description

url URL access

sessionId Session ID

<Table 3> URL Access Log

3.5 애니메이션 변환

다음의 [Fig. 5]는 애니메이션 처리 로세스이다.

[Fig. 5] Animated Process

사용자 로그 데이터에서 애니메이션의 장면 환의 

기 은 두 가지로 정의 할 수 있다. 첫째는 사용자가 페

이지를 이동 할 때 배경이 환시 이다. 두 번째는 도

우 사이즈가 변경이 될 때 배경으로 갈무리 되었던 장면

은 변화를 줘야한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행동을 표  요

서로서 마우스 이벤트에 따른 커서의 움직임  클릭 이

벤트로 인한 효과를 애니메이션에 표 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여 마우스 움직임과 클

릭 이벤트를 애니메이션 처리를 한다. 이러한 장면 이동

과 마우스 움직임은 타임라인 에 해당 이벤트 시간 데

이터를 가져와 하나의 동 상처럼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

게 된다. 웹 서비스 사용자의 로그로 만들어진 애니메이

션은  CMS에서 SVG 이어를 통해 분석된 화면을 제

공하게 된다. SVG 이어는 사용자가 속 시 생성된 

세션을 기 으로 목록 데이터로 구분이 된다. 기능은 일

반 동 상 이어와 마찬가지로 시작, 정지, 다시 시작

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이 구간을 이동 할 수 있다.

4. 시스템 구현 및 고찰

다음의 [Fig. 6]는 구 된 시스템의 사용자 활동 목록

이다. 사용자의 활동 시간 순으로 반 하여 분석자가 쉽

게 찾아 볼 수 있다.

[Fig. 6] User Activity List

[Fig. 7] SVG Player

앞의 [Fig. 7]은 구 된 시스템의 SVG 기반 이어

로서, 이는 시간을 기 으로 로그 스 바를 통하

여 활동 시간 탐색과 다시보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상

세한 활동 내역을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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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확인  용된 콘텐츠에서는 헤비 유 와 특정 

시간에 사용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비효율 인 경로를 

거쳐 웹 서비스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패턴과, 재 이용

하고 있는 웹 페이지 안에서 해당 콘텐츠의 링크를 찾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SVG 이어를 통한 데

이터를 분석한 후 자주 검색하는 콘텐츠를 상 의 메뉴 

는 메인 콘텐츠에 배치했을 때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

는 콘텐츠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 불필요한 트래픽

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콘텐츠 련한 질문 

조회  등록 황을 확인한 결과 웹 서비스 이용자의 불

만족도는 감소하 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  에러가 발

생 했을 때 이 에는 련 로그를 보고 분석하여 응을 

하 으나, SVG 이어를 활용함으로써 에러가 발생한 

체 인 흐름을 분석하고 응 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안

정보기술의 발 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출 하

고 있고, 사용자들은 원하는 정보의 획득이 빠르게 이루

어지고 있으며, 특히 웹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를 사용

하는 빈도수가 속히 성장하고 있다. 재 웹 서비스는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디바이스에 맞게 UI(User 

Interface)를 설계하고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UX(User 

eXperience) 없이 기술 인 측면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어 소 트웨어 품질 개선을 통해 많은 비용을 소비하

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UX를 고려하지 않고 

기술 인 요소만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은 기존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 모두 웹 서비스 사용을 지하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다. 재 로그 분석 연구와 련된 컴퓨  기

술의 동향은 군집 데이터의 평균  사용 패턴을 연구하

는 사례가 부분이나,  CMS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제공

되는 콘텐츠 활용에 한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는 미미

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MS를 사용하는 체 사용자 

패턴 분석을 탈피하여 개인 사용자의 사용 패턴을 분석

하고, 애니메이션화 하여 콘텐츠 웹 리자  기획 연구

자 측면에서 UX를 고려한 사용자 심으로 패턴을 분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을 통하여 CMS라는 제한된 컴퓨  환경

기반에서 사용자에게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에 

발생할 수 있는 자원과 비용의 감효과를 가져올 것으

로 기 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과 

CMS라는 제한 인 컴퓨  환경에 국한되지 않는 랫

폼 기반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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