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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이 증가함에 따라 웹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을 하여 풀다운메뉴에서 서 메뉴 

슬라이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많은 웹 사이트에서 사용 인 풀다운메뉴의 서 메뉴에 

용된 애니메이션 기법은 매우 단조로운 슬라이딩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하기 하여 

풀다운메뉴에서 방향제어가 가능한 확 /축소  이동 애니메이션 기법에 기반을 둔 새로운 슬라이딩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풀다운메뉴와 비교하여 확연히 시각 인 효과를 향상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웹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 에도 쉽게 용할 수 있다. 제안한 

기법을 반응형 이미지 슬라이더에 용하는 실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향후 제안한 기법을 이용한 

웹 기반 인터랙티  콘텐츠를 구 하기 하여 성능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 중심어 :∣풀다운메뉴∣슬라이딩 알고리즘∣애니메이션 기법∣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Abstract

As obtaining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has increased recently, the importance of web-based 

user interface more than ever is being emphas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sliding structures of submenu in pull-down menu for improving web user interface. Animation 

techniques applied to the submenu of the pull-down menus that are being used at many web 

sites have very monotonous sliding structur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 new sliding 

algorithm based on enlarging/reducing and moving animation techniques with direction control 

in pull-down menu is proposed. As a result, the proposed method can not only improve visual 

effects significantly but be also easily appli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web-based user 

interface in comparison with the previous pull-down menus. Finally, experiments on application 

of the proposed sliding algorithm to responsive image slider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achieve good results. Further studies taking into account performance are needed to implement 

web-based interactive contents using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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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웹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요구가 보다 다양해짐에 따

라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한 이슈로 두되고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 인터페

이스를 향상시키고자하는 연구[1][2]도 활발히 진행되

어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 이와 련하여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의 표 인 내비게이션 메뉴

에 한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 정보탐색을 한 메뉴디

자인의 역할과 련된 연구[3][4], 웹 내비게이션이 사

이트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5-7], 웹 사용자 인터

페이스 디자인과 련된 연구[8][9] 등의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얼마 까지만 해도 래시 같은 작

도구를 사용한 내비게이션 메뉴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별도의 러그인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최근에

는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스크립트언어로 제작된 메뉴

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내비게이션 메뉴 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는 풀다운메뉴에 구 된 애니메이션 기법을 분석해 보

면 부분 매우 단조롭고 거의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

다. 주로 메인메뉴를 선택하여 펼쳐지는 서 메뉴는 

jQuery에서 제공하는 .slideDown()/.slideUp() 메서드

를 이용하여 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로 펼침과 

힘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메서드는 사용은 매우 편

리하지만 인터랙티  웹 콘텐츠 구 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방법이 실히 요구된다. 한 지 까지

의 내비게이션에 한 연구에서는 디자인측면이 강조

된 내용이 부분이고 웹 기반 UI 로그래  기법에 

근거를 둔 구 방법에 한 연구는 거의 보고된 바 없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을 

하여 로그래 기법에 근거한 커스터마이즈한 애니

메이션 기법을 웹 기반 콘텐츠 구 에 용할 수 있도

록 풀다운메뉴에서 방향제어가 가능한 애니메이션 기

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확 /축소  이동 애니메이션 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풀다운메뉴의 서 메

뉴 펼침과 힘 처리에 구 되어 있는 상, 하 방향의 애

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한 단조로운 슬라이딩 구조와 비

교하여 확연히 차별화되며, 한 시각 인 효과를 향상

할 수 있어서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 을 한 새로

운 기술  요소를 제공한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은 풀다운메뉴의 서 메뉴처리에서 뿐만 아니라 

웹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에 용되어 콘텐츠 고

유의 기능 인 측면을 향상할 수 있다. 이러한 효율성

과 확장성을 검증하기 하여 제안한 애니메이션 기법

을 이용한 슬라이딩 알고리즘을 풀다운메뉴와 반응형 

이미지 슬라이더 구 에 용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하

다.

Ⅱ. 이론적 배경

1. CSS(Cascading Style Sheets)
HTML 엘리먼트만을 사용하여 웹 페이지를 제작하

는 경우에는 많은 노력과 제약이 따른다. 한 유지 보

수도 매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웹 페이지 제작

을 해 W3C의 표 인 CSS[10]가 많이 이용된다. CSS

는 HTML 엘리먼트에 스타일을 용하여 다양한 이

아웃을 구 할 수 있는 웹 기술로서, HTML 문서가 랜

더링되어 출력되는 방법을 기술한 언어이다. CSS는 

HTML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선택자와 선택된 엘리먼

트에 용할 속성을 선언한 선언블록으로 구성된 CSS 

규칙집합을 웹 문서에 포함시켜 사용한다. 문서가 로딩

되면 선언된 스타일이 HTML문서에 용된다. 규칙의 

속성이 간결하고, 시각  기능이 강력하여 최근 웹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에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이다.

2. 엘리먼트 배치를 위한 CSS의 position 속성
CSS에서 position 속성(relative, absolute, static, 

fixed)은 HTML로 작성된 웹문서에서 엘리먼트를 배치

하는 방식을 지정하는 속성이다. relative 방식은 재 

엘리먼트가 정상 인 흐름에 의해 본래 놓여있었던 자

신의 치를 기 으로 오 셋만큼 이동되어 배치되며 

다른 엘리먼트에 향을 주지 않는 치 지정 방식이

다. 이에 비해 absolute 방식은 position(static 제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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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첫 번째 조상 엘리먼트를 기 으로 오 셋만큼 

떨어져 배치되는 방식으로 문서의 일반 인 흐름에 의

해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엘리먼트에 향을 

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기법의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 relative 방식과 absolute 방식의 상호 계를 이용

하여 엘리먼트를 배치한다.

3. jQuery를 이용한 이벤트처리
jQuery[11]는 자바스크립트 라이 러리로서 최근 

CSS와 혼용하여 인터랙티  웹 콘텐츠 제작을 해 많

이 사용된다. 한 문법이 매우 간결하기 때문에 자바

스크립트로 코딩하는 것에 비해 많은 노력을 경감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메뉴에 마우스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발생하는 mouseenter/mouseleave 이벤트에 

한 처리방법도 비교  간단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기술하는 로그래  요소로서 CSS와 jQuery

를 이용한다. CSS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진행하기 해 

엘리먼트의 상태를 설정하고, 애니메이션 구 을 한 

이벤트처리는 jQuery를 이용한다.

Ⅲ. 방향제어가 가능한 애니메이션 기법

로그래 기법을 이용하여 풀다운메뉴의 구조를 개

선한 연구[12]에서는 하이라이트이미지 애니메이션 기

법을 사용하여 시각  효과를 향상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메인메뉴를 구성하는 각 엘리먼트에 

하여 쌓임을 구성해 놓고 하이라이트이미지 애니메

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선택된 메인메뉴로 슬라이딩을 

진행함으로써 시각  효과를 향상하는 방법으로, 메인

메뉴를 선택할 때 시각 인 효과 향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기법은 사용자 정보선택이 실제로 이루어지

는 서 메뉴처리에서는 단순한 동작을 하고 있다. 즉, 

메인메뉴가 선택되었을 때 해당 서 메뉴는 에서 아

래로 펼쳐지고, 선택이 해제되었을 때는 펼쳐진 서 메

뉴가 아래에서 로 히는 단순한 한 가지 동작으로만 

서 메뉴를 처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 메뉴 처리의 

단순한 동작은 재 웹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풀

다운메뉴에서도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본 논

문에서는 기존연구방법에서 사용한 일률 인 서 메뉴 

펼침과 힘 처리방식의 문제 에 하여 웹 사용자 인

터페이스 향상을 한 방향제어가 가능한 사용자 심

의 새로운 커스터마이즈한 서 메뉴 애니메이션 기법

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은 풀다운메뉴에서 메인메뉴 

 서 메뉴의 애니메이션 처리뿐만 아니라 사용자 

심의 다양한 인터랙티  웹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펼

침, 힘, 슬라이딩과 같은 애니메이션 동작을 구 할 

때에도 쉽게 용 가능하다.

1. HTML 구성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풀다운메뉴의 

서 메뉴처리에 용하기 해 1단계서 메뉴와 2단계

서 메뉴로 구성된 풀다운메뉴의 메인메뉴리스트 1개

를 표 하는 HTML이다. 1단계서 메뉴는 

‘ul-child-submenu’ 클래스를 가지는 ul 엘리먼트(이하 

.ul-child-submenu 엘리먼트)이며, 그 안에 6개의 서

메뉴리스트아이템(C1. HTML5～C6. Web Design)을 

포함하고 있다. 2단계  그 이하 서 메뉴에는 

‘ul-desc-submenu’ 클래스를 설정하여 1단계서 메뉴

는 메인메뉴에서 아래로 펼쳐지고, 2단계이상 서 메뉴

는 우측에서 펼쳐지는 구조  특징을 고려하 다. 한 

서 메뉴에 공통 으로 속성을 지정하는 경우를 고려

하여 ‘ul-submen’ 클래스를 이 으로 설정하 다.

그림 1. 풀다운메뉴의 서브메뉴를 구성하는 HTML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 Vol. 16 No. 11528

2. 제안한 애니메이션 기법의 이론적 원리 
이 에서는 기존의 서 메뉴 애니메이션 처리의 문

제 을 분석하고 제안한 방향제어가 가능한 애니메이

션 기법에 필요한 논리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

존의 방법의 문제 을 해결하는 제안한 방법의 이론  

원리에 해 기술한다.

2.1 기존방법에서의 서브메뉴 애니메이션 문제점
풀다운메뉴의 서 메뉴 펼침과 힘 처리에 다양한 

방향의 애니메이션을 용하기 해서는 먼 , 서 메

뉴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메인메뉴에 마우스가 올라

갔을 때 서 메뉴가  애니메이션으로 확 되면서 

출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조건을 만족하기 해서 

문서가 로딩되기  미리 서 메뉴를 보이지 않는 상태

로 설정해두고 메인메뉴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서 메

뉴를 보이는 상태로 변경하고 확  애니메이션을 진행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만 서 메뉴가 보이는 상태

로 변경되면 확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이미 보이는 상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는 보

이지 않는 상태에서 확  애니메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서 메뉴 처리 제조건을 만족하지 못

한다. 서 메뉴 펼침과 힘 처리에 애니메이션을 용

하는 문제는 그 제조건이 메인메뉴가 선택되기  서

메뉴는 항상 보이지 않는 상태이어야 된다는 이 일

반 인 확 애니메이션과 확연히 다른 이며, 한 사

용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방향의 애니메이션을 서 메

뉴처리에 용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실제 웹 사이트

에서 구 된 풀다운메뉴에서의 서 메뉴 펼침과 힘 

처리에서도 상하방향의 단조로운 애니메이션 처리만 

가능한 jQuery에서 제공하는 메서드(.slideDown()/ 

.slideUp())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메서드를 사용하

는 방법으로는 서 메뉴 애니메이션처리가 상하방향으

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서 메뉴 펼

침과 힘 애니메이션을 제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웹 기반 인터랙티  콘텐츠 구 에 용하는 것도 

아주 제한 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고

자 하는 연구도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보고

된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풀다운메뉴의 구조를 

개선한 연구[12]에서도 기술한 문제 과 동일한 상하방

향의 슬라이딩으로 서 메뉴의 펼침과 힘 처리를 하

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방향으로 서 메뉴의 

펼침과 힘 애니메이션 처리를 구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으로 분류된다.

2.2 제안한 방법의 서브메뉴 확대 애니메이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수단

으로 먼 , 다음과 같은 HTML에서 엘리먼트의 계에 

한 이론  논리를 도출하고 이를 응용하여 서 메뉴 

애니메이션 처리의 문제 을 해결한다.

ⅰ) [그림 1]의 HTML구성에서처럼 서 메뉴를 표

하는 ul(.ul-child-submenu) 엘리먼트는 서 메

뉴리스트를 표 하는 li 엘리먼트 아래의 이어

에 치한다. 이것은 DOM 구조에서 부모엘리먼

트보다 자식엘리먼트가 상  이어에 놓여서 쌓

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상  이어에서 하  

이어 방향으로 라우 에 보이게 된다).

ⅱ) 하  이어에 치하는 부모엘리먼트인 ul 엘리

먼트 역크기(width, height)에 상 없이(‘0’이 

되어도) visibility 속성이 ‘visible'이면 자식엘리

먼트의 체 역은 라우 에 출력되어 보이게 

된다.

ⅲ) ul 엘리먼트의 visibility 속성이 'hidden'이면 

DOM상에서 역은 차지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

태이다. 이 상태에서의 애니메이션은 서 메뉴 

애니메이션 처리의 제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다.

ⅳ) 엘리먼트가 ‘hidden’상태에서 ‘visible’상태로 변경

되면, 변경이 완료되는 순간에 ii)에서 기술한 것

과 같이 ul 엘리먼트 역크기에 상 없이 li 엘리

먼트(서 메뉴리스트아이템)는 단번에(애니메이

션 없이) 체 역이 출력되어 라우 에 나타

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에서 도출된 부모-자식 엘리먼트의 

쌓임과 visibility 속성과의 계를 이용하여 서 메뉴

리스트아이템을 감싸고 있는 ul 엘리먼트를 제어함으

로써 서 메뉴 애니메이션 제조건을 만족하는 확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을 위한 풀다운메뉴에서 방향제어가 가능한 애니메이션 기법 529

그림 2. 확대 및 이동애니메이션 과정 

애니메이션 처리가 가능하다. 이를 해 먼 , 서 메뉴

리스트가 기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을 진행해야 하므로, ul 엘리먼트의 visibility 속성을 

‘hidden’으로 설정하고, 역크기(width, height)도 ‘0’으

로 기화한다. 이 상태에서는 서 메뉴리스트는 보이

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에서 메인메뉴에 마우스가 올라

가서 ul 엘리먼트의 visibility 속성을 ‘hidden’에서 

‘visible’로 변경하는 것은 ⅱ)와 ⅳ)에서 기술한 것처럼 

ul 엘리먼트 역의 크기와 상 없이 서 메뉴리스트

는 애니메이션 없이 단번에 나타나게 된다. 그 이후에 

확 애니메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서 메뉴가 출

력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하여 제안한 방법에서는 ‘hidden’상태

인 ul 엘리먼트를 ‘visible’로 변경하는 처리와 역크기

에 한 확 애니메이션처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러

한 동시처리방법은 두 조건이 별개로 처리되지 않기 때

문에 확 애니메이션이 진행 에는 ul 엘리먼트의 

visibility 속성이 visible 상태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므

로 ⅳ)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한 ‘hidden’상태에서 확

애니메이션을 진행하는 상태도 아니므로 ⅲ)조건에

도 해당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즉, 이러한 진행은 지정

한 애니메이션 속도에 따라 ul 엘리먼트의 width와 

height 속성 값이 각각 ‘0’에서 시작하여 우측과 아랫방

향으로  역 확 가 진행되는 형태에 따라 자식 

엘리먼트인 서 메뉴리스트가 보이게 되는 슬라이딩 

처리가 이루어진다.

2.3 제안한 방법의 서브메뉴 이동 애니메이션
확 애니메이션에 이동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이를 

동시에 진행하면 애니메이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다. 

즉, 확 애니메이션은 엘리먼트가 놓여 있는 좌표가 기

이 되어 우측 는 아래로 확 가 진행된다. 서 메

뉴의 애니메이션 방향을 제어하기 해서는 확 가 진

행되는 순간에 이동애니메이션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는 기 엘리먼트가 놓이는 시작 치와 애니메이션

을 종료할 종료 치를 설정하면 확 애니메이션과 이

동애니메이션은 동시에 진행되어 슬라이딩이 이루어진

다. 이것은 확  애니메이션에서 visibility 속성 변경과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그림 2]에서는 상  이어에 li 엘리먼트(서 메뉴리

스트아이템)가 놓이고, 그 아래 이어에 ul 엘리먼트가 

배치되어, 서 메뉴 정 앙에 치한 ul 엘리먼트가 방

사형 형태로 확   이동 애니메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자식엘리먼트인 서 메뉴리스트가 애니메이션 되는 형

상 그 로 출력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다. 기 ul 엘리

먼트의 치(좌측상단모서리)는 서 메뉴의 정 앙 좌

표 이고 애니메이션 종료 치는 메인메뉴 좌측아래 

좌표 이다. 만약 종료 치를 설정하지 않으면 서 메

뉴의 정 앙 좌표 을 기 으로 우측 아랫방향으로만 

확 애니메이션만 진행되고 이동애니메이션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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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처리과정으로 기존의 

방법[12]에서 사용하는 상하방향의 슬라이딩방법을 개

선할 수 있다. 정리하면, 엘리먼트의 visibility 속성  

확 애니메이션에 필요한 width와 height 속성과, 그리

고 이동애니메이션을 진행할 시작 치와 종료 치에 

한 속성에 하여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진행하면 ul 

엘리먼트의 역이 확 됨으로써 그 안에 포함되어 있

는 서 메뉴리스트의 역도 확 역에 따라 나타나

게 되고, 그 순간에 거의 동시에 정해진 치로 이동애

니메이션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서 메뉴는 다양한 방

향으로 슬라이딩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

법을 이용하면 풀다운메뉴에서 뿐만 아니라 웹을 기반

으로 하는 콘텐츠 구 에 쉽게 용할 수 있다.

3. 확대/축소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서브메뉴 슬라
이딩 알고리즘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애니메이션 기법에 

의하여 서 메뉴가 상하좌우 방향, 각선 방향, 양방향

으로 슬라이딩되는 12가지 애니메이션 유형을 나타낸

다. 화살표방향은 서 메뉴 펼침 처리이고, 그 역방향은 

힘 처리이다(제안한 12가지 방향 에서 기존의 방법

에서는 a-1 방향으로만 슬라이딩 처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 방향을 제어하기 해서는 애니

메이션을 진행할 시작 치와 종료 치, 확 /축소  

이동애니메이션을 한 속성들의 설정, 그리고 서 메

뉴를 슬라이딩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 12가지 애

니메이션 유형에서는 확 /축소 애니메이션을 용해

야 되는 유형과 확 /축소  이동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용해야 하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자는 a-1, a-3, 

b-1 유형으로, 서 메뉴 사각형 역의 좌측상단 모서

리가 메인메뉴리스트 하단 좌측에 치하는 경우이다. 

나머지 유형은 확 /축소 애니메이션과 이동애니메이

션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먼 , a-1, a-3, b-1 유형의 1단계서 메뉴에 한 확

/축소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슬라이딩 알고리즘은 다

음과 같다. step1부터 step3까지의 설정은 CSS에 규칙

으로 삽입되어, 문서 로딩과 함께 해당 엘리먼트에 

용된다. step4는 문서로딩이 완료되어 메인메뉴리스트

그림 3. 서브메뉴 애니메이션 방향

에 mouseenter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슬라이딩처리이

고, step5는 mouseleave 이벤트에 한 처리이다.

[step1] 1단계서 메뉴의 기 치를 설정한다.

(step1-1) 메인메뉴리스트 .li-has-child-submenu 엘

리먼트와 그 안에 포함된 1단계서 메뉴인 

.ul-child-submenu 엘리먼트의 position 속성을 각각 

relative와 absolute로 지정함으로써, 1단계서 메뉴는 

메인메뉴리스트를 기 으로 배치된다.

(step1-2) 1단계서 메뉴의 오 셋을 지정한다. 오

셋은 메인메뉴리스트아이템("Categories")의 좌측 상단 

모서리 좌표를 기 으로 설정되므로 left 속성은 ‘0’이 

되고, top 속성은 ‘메인메뉴리스트높이’가 된다. 이와 같

은 position 계를 설정함으로써 부모엘리먼트인 li 엘

리먼트(메인메뉴 는 서 메뉴 리스트아이템)를 기

으로 서 메뉴 치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 메뉴

가 깊어지더라도 항상 일 된 치에 배치할 수 있다. 

[step2] 1단계서 메뉴 .ul-child-submenu 엘리먼트

의 visibility 속성을 ‘hidden’으로 설정하여 그 안에 포

함된 서 메뉴리스트아이템([그림 1]에서 ‘C1.HTML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을 위한 풀다운메뉴에서 방향제어가 가능한 애니메이션 기법 531

5～C6.Web Design’)을 표 하는 6개의 li 엘리먼트를 

보이지 않게 설정한다. 보이지 않지만 문서에서 엘리먼

트가 치하는 공간은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step3] 1단계서 메뉴인 .ul-child-submenu 엘리먼

트에 애니메이션 방향에 따라 height와 width 속성을 

지정한다. 즉, 에서 아래로 확  애니메이션 되는 a-1 

유형은 height 속성을 ‘0’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

라이딩되는 a-3 유형은 width 속성을 ‘0’으로, b-1 유형

의 경우는 애니메이션 방향이 각선이 되도록 height 

와 width 속성 모두를 ‘0’으로 설정한다. 지 까지 진행

된 차를 CSS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li-has-child-submenu {

    position: relative;              /* step1 */

} 

.ul-child-submenu {

    position: absolute;              /* step1 */

    left: 0; top: 메인메뉴리스트높이; /* step1 */

    visibility: hidden;               /* step2 */

    height: 0;             /* step3, a-1 경우 */

    width: 0;             /* step3, a-3 경우 */

    height: 0; width: 0;   /* step3, b-1 경우 */

}

[step4] 이 단계는 메인메뉴에 mouseenter 이벤트가 

발생할 때의 처리로서, 1단계서 메뉴에 하여 확  

애니메이션에 의한 슬라이딩 처리를 진행한다.

(step4-1) 메인메뉴리스트 아이템인 .li-has-child- 

submenu 엘리먼트에 mouseenter 이벤트가 발생하면 

먼 , ‘hidden’으로 설정된 1단계서 메뉴 .ul-child- 

submenu 엘리먼트의 visibility 속성을 ‘visible’로 변경

한다. 이것은 확  애니메이션으로 슬라이딩이 진행되

고 있는 상태가 보이도록 하기 함이다.

(step4-2) .animate() 메서드를 사용하여 a-1유형은 

height 속성을 ‘1단계서 메뉴높이’로, a-3 유형은 

width 속성을 ‘100%’로, b-1 유형은 height 속성과 

width 속성을 각각 ‘1단계서 메뉴높이’와 ‘100%’로 확

 애니메이션을 진행한다. 다음은 b-1유형을 를 들

어 step4-1과 step4-2에서 진행되는 애니메이션 처리

에 한 부분코드이다. 여기서 $subMenu는 jQuery에

서 1단계서 메뉴 엘리먼트(.ul-child-submenu)를 읽

어온 jQuery 객체이며 .css() 메서드는 스타일 속성을 

변경하기 한 jQuery 메서드이고, ‘%’단 는 ‘컨테이

닝 블록의 width 속성 값에 한 비율’을 의미한다.

 $subMenu

    .css({visibility: "visible"})

    .stop(true, false)

    .animate({

        height: subMenuHeight,

        width: "100%“

    }, "fast");

step4-1과 step4-2의 처리는 동시에 진행되어서 확  

애니메이션에 의한 슬라이딩이 완성된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부모엘리먼트인 .ul-child-submenu 엘리먼

트는 역의 크기에 상 없이 visibility 속성이 ‘visible’

로 변경이 완료되면 서 메뉴리스트아이템은 단번에 

보이게 되어 확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수 없다. 따라

서 이 단계에서 .ul-child-submenu 엘리먼트의 

visibility 속성을 ‘visible’로 변경함과 동시에 .animate() 

메서드를 사용하여 애니메이션 유형에 따라 

height/width 속성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진행하면 

지정한 속도에 따라 진행방향으로 확  애니메이션이 

되어 1단계서 메뉴는 진행되는 애니메이션 슬라이딩 

형태와 동일하게 보이게 된다.

[step5] 메인메뉴에 mouseleave 이벤트가 발생하면 

확 애니메이션이 진행되었던 1단계서 메뉴의 속성

(height  width)에 해 축소애니메이션으로 슬라이

딩을 진행하여 이 의 상태로 환원한다. 애니메이션 종

료 후 visibility 속성도 ‘hidden’으로 기화함으로써 확

/축소 애니메이션에 의한 슬라이딩 처리는 완료된다.

4. 확대/축소 애니메이션과 이동 애니메이션을 이
용한 확장된 슬라이딩 알고리즘 

이동애니메이션은 확 애니메이션 방향과 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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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슬라이딩이 필요한 경우이다(a-1, a-3, b-1유형을 

제외한 유형). 이동애니메이션을 수행하기 해서는 

.animate() 메서드에서 left 속성과 top 속성으로 애니메

이션 종료 치를 명시해야 한다. 다음은 앞에서 기술한 

알고리즘에 이동애니메이션을 포함한 확장된 알고리즘

이다.

[step1] 1단계서 메뉴의 기 치 즉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시작 치를 설정한다.

(step1-1) 확 /축소 알고리즘과 동일하다.

(step1-2) 확 /축소  이동애니메이션을 용해야 

하는 유형에서는 메인메뉴리스트의 좌측상단 모서리를 

기 으로 1단계서 메뉴 사각형 역의 좌측상단 모서

리가 놓이는 시작 치([그림 3]에서 작은 원)까지의 x, 

y축 방향의 좌표 값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left 속성과 

top 속성을 지정한다. 특히, top 속성은 각 메인메뉴리

스트에 포함된 1단계서 메뉴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각 메인메뉴리스트에 mouseenter 이

벤트가 발생했을 때 동 으로 1단계서 메뉴 높이를 

계산하여 설정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left 속성만 

설정하고 top 속성은 step4에서 설정한다. left 속성은 

a-2, b-3, c-3 유형은 ‘0’으로, c-1, c-2, c-4 유형은 

‘50%’로, a-4, b-2, b-4 유형은 ‘100%’로 설정한다.

[step2] 확 /축소 알고리즘과 동일하다.

[step3] 슬라이딩될 방향(수직, 수평, 각선)에 따라 

1단계서 메뉴의 height 속성과 width 속성을 CSS에

서 ‘0’로 설정한다.

1) a-2, c-3 : .ul-child-submenu {height: 0;}

2) a-4, c-4 : .ul-child-submenu {width: 0;}

3) b-2, b-3, b-4, c-1, c-2 :  

    .ul-child-submenu {height: 0; width: 0;}

[step4] 지 까지 설정한 CSS가 포함된 HTML 문서

가 로딩되고, 메인메뉴리스트에 mouseenter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음단계를 진행한다.

<step4-1> 1단계서 메뉴의 시작 치  top 속성을 

구한다(left 속성은 이미 CSS에 설정되어 있음). top 속

성의 치(startTopPosition)는 아래와 같이 메인메뉴

리스트높이(mainMenuHeight)에, 1단계서 메뉴높이

(subMenuHeight)와 topFactor를 곱한 값을 더함으로

써 구할 수 있다.

startTopPosition = mainMenuHeight + 

                  subMenuHeight × topFactor

여기서 topFactor는 애니메이션 유형에 따른 시작

치 조 변수이다. 즉, a-4, b-2, c-4 유형의 topFactor 

값은 ‘0’으로 설정하여 startTopPosition은 메인메뉴높

이가 되고, a-2, b-3, b-4 유형은 topFactor 값이 ‘1’이 

되어 startTopPosition은 메인메뉴리스트높이에 1단계

서 메뉴높이를 더한 치가 된다. c-1, 2, 3 유형의 

topFactor는 ‘0.5’가 된다.

<step4-2> top 속성의 값이 구해지면 아래와 같이 

top 속성에 따른 1단계서 메뉴의 치를 변경한다.

$subMenu.css({top: startTopPosition})

<step4-3> 1단계서 메뉴 .ul-child-submenu' 엘리

먼트의 visibility 속성을 ‘hidden’에서 ‘visible’로 변경한

다(확 /축소 알고리즘과 동일하게 아래조건과 동시에 

진행된다).

<step4-4> 이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 설정된 조

건을 기 로 하여 확 /축소  이동 애니메이션을 동

시에 진행한다. 이를 한 처리 차는 다음과 같다. 각 

단계는 순차 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조건을 통

합하여 확 /축소  이동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

(step4-4-1) 슬라이딩 형태가 수직인 유형(a-2, c-3)

은 height 속성을 ‘subMenuHeight’ 만큼, 수평인 유형

(a-4, c-4)은 width 속성을 ‘100%’ 만큼 확  애니메이

션을 진행한다. 그리고 각선 방향으로 슬라이딩되는 

b-2, b-3, b-4 유형과 c-1, c-2 유형에 해서는 height 

속성과 width 속성을 각각 ‘subMenuHeight’와 ‘100%’

로 설정하여 확  애니메이션을 진행한다.

(step4-4-2) 1단계서 메뉴에 설정한 시작 치 에

서 left 속성이 ‘0’인 경우에는 top 속성이 

‘mainMenuHeight’가 되도록 이동 애니메이션을 수행

한다. 한 step4-4-1 조건과 통합되어 확  애니메이

션도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 슬라이딩된다. 이러한 경우

는 a-2, b-3, c-3 유형과 같이 기 시작 치가 메인메

뉴리스트 아이템에서 아래로 떨어져 치하는 경우이

므로 메인메뉴리스트 바로 아래까지 이동 애니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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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해야 한다.

(step4-4-3) 1단계서 메뉴에 설정한 시작 치 에

서 left속성이 ‘50%’이거나 ‘100%’이면서 topFactor가 

‘0’인 경우에는 left 속성이 ‘0’이 되도록 이동 애니메이

션을 진행한다. 한, step4-4-1 조건과 통합되어 확

애니메이션도 함께 동시에 진행한다. topFactor가 ‘0’이

므로 왼쪽으로만 슬라이딩하면 된다. 따라서 left 속성

을 ‘0’으로 설정하여 이동 애니메이션을 진행해야 된다.

(step4-4-4) 1단계서 메뉴에 설정한 시작 치에서 

left속성이 ‘50%’이거나 ‘100%’이면서 topFactor가 ’0.5

‘이거나 ‘1’인 경우에는 메인메뉴리스트로부터 가로, 세

로 방향으로 떨어져 치해 있는 경우이므로 left 속성

은 ‘0’, to p 속성은 ‘mainMenuHeight’ 만큼 이동 애니메

이션을 진행한다. 한, step4-4-1 조건과 통합하여 확

 애니메이션도 함께 동시에 진행된다. 이와 같이 

step4-4-1에서 step4-4-4의 조건에 해당되는 처리를 

수행함으로써 제안한 애니메이션 유형에 한 확   

이동 애니메이션은 완료된다.

[step5] 메인메뉴리스트에 mouseleave 이벤트가 발

생하면 이 단계에서는 진행되었던 상태를 기상태로 

환원하는 축소  이동 애니메이션에 의한 슬라이딩 처

리가 진행된다. 애니메이션 처리가 완료되면 visibility 

속성도 ‘hidden’으로 변경하여 mouseenter 이벤트가 발

생하기 이 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알고리즘은 종료된다.

5. 2단계이상서브메뉴의 슬라이딩 알고리즘
서 메뉴의 깊이가 달라져도 애니메이션 알고리즘의 

원리는 동일하게 용된다. 1단계서 메뉴는 메인메뉴

리스트를 기 으로 치되는 반면에 2단계이상서 메

뉴는 바로 직  서 메뉴의 리스트아이템을 기 으로 

우측에 배치되므로, 시작 치는 애니메이션 유형에 따

른 오 셋만 지정하면 된다. [그림 4]와 [그림 5]는 1단

계서 메뉴와 2단계서 메뉴에 각각 b-1 유형과 c-1유

형을 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진행한 코드로써, [그림 4]

는 각 속성들을 설정한 부분  CSS이고, [그림 5]는 슬

라이딩을 진행하기 해 이벤트를 처리하는 jQuery부

분코드이다. 여기에서처럼 에서 설명한 로 2단계서

메뉴에 용된 c-1 유형에 따른 오 셋을 지정하기 

그림 4. 서브메뉴의 초기 속성 설정

그림 5. 1, 2단계서브메뉴에 b-1, c-1 애니메이션 유형이 
적용된 경우의 이벤트처리

해 .ul-desc-submenu 엘리먼트의 left 속성은

‘150%’([그림 4])로, startTopPosition은 [그림 5]에서처

럼 'subMenuHeight*topFactor(=0.5)'로 지정하면 된다. 

정리하면, 1단계서 메뉴와 2단계이상서 메뉴의 시

작 치만 제안한 유형과 같이 설정하면 확 /축소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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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존방법[12]을 이용한 서 메뉴 애니메이션 제안한 방법을 이용한 서 메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기법 .slideDown()/.slideUp() 메서드. CSS속성과 방향제어가 가능한 확대 및 이동 애니메이션
을 이용한 슬라이딩 알고리즘.

애니메이션 방향제어 및 동작 상하방향 슬라이딩 가능. 방향제어 불가능 다양한 방향으로 제어 및 슬라이딩이 가능함.
확대 및 이동 
애니메이션

상하방향으로 확대 애니메이션은 부분적으로 가능하나, 
width/height 속성 제어 및 이동 애니메이션을 할 수 없
다.

width/height 속성 및 이동과 관련된 속성 제어가 가능
하여 확대 및 이동 애니메이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과 형태로 슬라이딩이 가능하다.

웹 기반 콘텐츠
적용 가능성

상하방향 슬라이딩 기능만 가능하나 height/width 속성 
제어가 어려워 실제로 웹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제작을 
위한 적용 및 응용이 아주 제한적이다.

다양한 웹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제작에 적용 및 응용이 
가능하다.

장단점 분석

jQuery에서 제공하는 .slideDown()/.slideUp() 메서드
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사용하기는 간단하나 애니메이션 
방향이 상하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를 향
상할 수 없고, 커스터마이즈한 애니메이션 기능도 구현하
기 어렵다.

CSS속성과 확대 및 이동 애니메이션 기법을 조합하여 슬
라이딩처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와 방향으로 서브
메뉴를 애니메이션 할 수 있다. 서브메뉴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웹 기반 콘텐츠 제작에도 쉽게 응용할 수 있다.

표 1. 알고리즘 비교 분석

메이션 알고리즘과 확장알고리즘은 서 메뉴의 형태나 

깊이에 제한이 없으며, 웹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랙티  

콘텐츠를 구 하는 경우에도 쉽게 용 가능하다.

Ⅳ. 구현 및 실험사례

1. 풀다운메뉴 구현 및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향제어가 가능한 애니메이션 

기법을 구 하기 해 먼 , 엘리먼트 상태나 배치와 

련된 부분은 CSS에서 설정하고 이벤트에 의한 애니

메이션 처리는 jQuery를 사용하여 데이터와 동작을 구

분하여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구 하 다. 한, 메

인메뉴리스트나 서 메뉴가 추가되어도 동작할 수 있

도록 확장성을 고려하 다. 풀다운메뉴의 이아웃은 

[그림 6]과 같이 수평메인메뉴 바에 마우스를 올리면 

서 메뉴가 아래로 펼쳐지는 일반 인 구조이다. 제안

한 애니메이션 기법에 한 실험에 집 하기 하여 풀

다운메뉴의 기본 인 동작만을 구 하 다. 특별히 서

메뉴의 깊이의 제한은 없으나 여기서는 4단계 서

메뉴까지 구 하여 mouseenter/mouseleave 이벤트에 

한 서 메뉴의 펼침과 힘 슬라이딩 처리에 하여 

제안한 알고리즘을 모든 서 메뉴에 각 유형을 동일하

게 용하거나, 서 메뉴별로 다른 유형을 용하여 실

험한 결과,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확인하 다. 특히, 

기존의 풀다운메뉴에서 사용한 상하방식의 단조로운 

슬라이딩 기법과 비교하여 사용자요구에 합한 다양

그림 6. 풀다운메뉴의 레이아웃

한 방향의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서 메뉴 슬라이딩 처

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시각 인 효과가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 다. 한, 서 메뉴가 놓이는 시작 치를 사용

자요구에 맞게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애니메이

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분

석된다. 

[표 1]에서는 기존의 상하방식으로 서 메뉴를 슬라

이딩한 알고리즘[12]과 제안한 알고리즘을 비교한 결과

를 나타낸다. 기존의 방법에서는 지정된 메서드를 사용

하여 height에 한 슬라이딩처리를 수행한 것에 비하

여 제안한 방법은 다양한 방향과 형태로 애니메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인 측면에서 더 우수함을 확인하

다. 특히, 제안한 방법은 웹 기반 인터랙티  콘텐츠 

제작을 해 쉽게 용할 수 있는 장 이 있기 때문에 

그 응용 범  한 클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미지슬라이더 구
현실험 사례

이 에서는 제안한 기법이 풀다운메뉴에서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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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 을 해 용가

능하고 한 유효한지를 확인하기 하여 반응형 이미

지 슬라이더(Responsive Image Slider)에 제안한 슬라

이딩 알고리즘을 용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용실

험을 한 이미지 슬라이더의 HTML은 [그림 1]에서 

서 메뉴리스트아이템 li 엘리먼트 안에 '<div><img 

src="......." /></div>'와 같은 형태로 태그를 구성하여 

이미지를 삽입하 다. 여기에 제안한 알고리즘을 용

하기 해서는 이미지 자체를 확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딩으로 확   축소 상이 되는 엘리

먼트를 포함하는 엘리먼트를 제어해야 하므로 이미지 

슬라이더에서는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div 엘리먼트

를 제어하면 된다. 이 게 구성된 HTML 엘리먼트에 

하여 알고리즘에서 제시한 조건과 차를 동일하게 

용하 다. 이미지 슬라이더의 스크린 역은 1개의 이

미지 크기와 동일하게 980×380으로 구성하 고, 5개의 

이미지를 수평방향으로 나열한 이미지 체를 슬라이딩

함으로써 이미지가 순서 로 스크린 역에 출력되는 

동작을 반복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 게 구 된 이미지 슬라이더에 제안한 기법을 

용하기 해, 먼  스크린 역으로 슬라이딩되어 들어

올 다음 이미지를 포함하는 엘리먼트(div)에 제안한 유

형에 따른 애니메이션을 진행할 시작 치와 알고리즘

에서 명시한 기조건을 미리 설정한다. 이러한 설정에 

의해 이미지를 포함하는 엘리먼트는 알고리즘에서 기

술한 로 ‘hidden’상태가 된다. 이미지 슬라이더의 체

이미지의 슬라이딩이 진행되면, 이러한 진행과 거의 동

시에 유형에 따라 조건이 설정된 이미지를 포함하는 엘

리먼트가 확   이동 애니메이션으로 슬라이딩되어 

스크린 역에 출력된다. 그리고 다시 좌측으로 슬라이

딩되어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때에는 풀다운메뉴에서처

럼 축소애니메이션은 필요하지 않다. 이 엘리먼트가 다

시 스크린 역에 슬라이딩으로 출력되기 바로 직 에 

확 되어진 엘리먼트를 제안한 알고리즘에서 제시한 

애니메이션 유형에 따른 속성(height, width, left, top)

을 기화하여 스크린 역으로 슬라이딩되어 들어오는 

순간에는 다시 확   이동 애니메이션이 가능해지도

록 한다. 이러한 반복 인 차를 이미지 슬라이더에 

그림 7.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미지 슬라이더

용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7]은 용실험을 

해 제작한 이미지슬라이더로서 제안한 유형 에서 

a-1, b-4, c-1 유형에 해 애니메이션이 진행 인 상

태를 캡처한 스냅 샷이다. 첫 번째 스냅 샷은 애니메이

션 방향이 에서 아래로 슬라이딩이 진행되고 있는 상

태이고, 두 번째 스냅 샷의 간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

는 이미지가 각선 방향으로 슬라이딩이 진행되고 있

는 이미지이며, 세 번째 스냅 샷은 이동 애니메이션으

로 슬라이딩 되면서 각선 방향으로 확 가 진행되고 

있는 스냅 샷이다. 이러한 진행으로 이미지 슬라이더의 

기본 슬라이딩 동작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을 용

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풀다운메뉴의 서 메뉴에서 

애니메이션 처리와 동일한 출력결과를 이미지 슬라이

더에서 확인함으로써 풀다운메뉴의 서 메뉴처리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지 슬라이더와 같은 웹 기반 콘텐츠 

구 에서도 제안한 기법의 유효성과 용가능성을 확

인하 다. 한, 이러한 용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기법

을 용한 이미지 슬라이더가 기존의 이미지 슬라이더

의 슬라이딩방식에 비해 시각 이고 역동 인 효과를 

향상할 수 있음도 함께 확인하 다. 결론 으로 본 논

문에서 제안한 방향제어가 가능한 확 /축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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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슬라이딩 기법이 시각  효과 향

상과 아울러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을 한 새로운 

커스터마이즈한 기법임을 확인하 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 향상을 한 풀다운

메뉴에서 방향제어가 가능한 애니메이션 기법을 제안

하 다. 이 기법을 이용하여 풀다운메뉴에서 서 메뉴 

펼침과 힘 처리에 용한 결과, 기존의 단조로운 단

일방향의 서 메뉴처리와 비교하여 확연히 차별화되

며, 한 시각 인 효과를 향상할 수 있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방향제어가 가능한 확 /축소 애니메이

션 기법을 이용한 슬라이딩 알고리즘과 이동 애니메이

션을 이용한 확장된 슬라이딩 기법을 확립하여 풀다운

메뉴에서 뿐만 아니라 웹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

에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제안한 기법의 유효

성과 확장성을 확인하기 해 풀다운메뉴와 반응형 이

미지 슬라이더에 제안한 방법을 용한 결과 만족할 만

한 결과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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