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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웹사이트의 구조를 표 하고 설계하는 일반 인 방법으로 스토리보드나 사이트 맵 는 로우 차트 등을 사용하거나 는 이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웹사이트의 체 구조를 표 하기 어렵고 웹페이지 간의 세부 인 흐름 계를 표 하기에 부 한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다소 해결하기 하여 EMFG(Extended Mark Flow Graph)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표 하고 설계하려는 연구가 진행되

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웹사이트의 정 인 부분들을 부분 표 하 기 때문에 동 인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를 표 하고 설계하기

에는 부족한 이 있다. 그리고 재 인터넷의 생활화가 가속화되어 감에 따라 웹사이트의 구조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

터페이스도 많은 부분에서 동 인 부분을 포함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MFG를 사용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웹사이트의 구조뿐만 아

니라 동 인 인터페이스 - 를 들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페이지 구조 는 마우스 동작에 따라 변하는 페이지 상태나 구조 등 - 를 표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웹사이트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웹사이트의 유지보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키워드 : 확장된 마크흐름선도, 웹사이트의 구조, 동  인터페이스, 웹사이트의 정 인 부분

The Dynamic Interface Representation of Web Sites using EM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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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b designers generally use a story board, a site map, a flow chart or the combination of these for representing web sites. But these 

methods are difficult to represent the entire architecture of a web site, and may be not adaptive for describing the detail flow of web 

pages. To solve these problems to some degree, there were works using EMFG(Extended Mark Flow Graph) recently. However the 

conventional EMFG representation method is not adaptive to represent the dynamic interface of web sites because that cover only the 

static parts of a web site. Internet utilization is rapidly growing in our life and we cannot imagine the worlds of work, study and 

business without internet. And web sites recently have not only more complex and various architecture but also web pages containing the 

dynamic interface. Therefore we propose the representation method of these web sites - for example, a web site containing varying pages 

with time and varying page status or contents with mouse operations - using EMFG. We expect our work to be help the design and 

maintenance of web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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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인터넷 활성화와 사용자 정보화 수 이 높아지면서 웹사

이트의 환경 역시 크게 달라지고 있다[1]. 인터넷 사용자들

은 보다 많은 정보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받기를 요

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최근 부분의 웹사이

트에서 네비게이션 구조는 다양한 형태의 동  구조를 이루

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많은 웹사이트에서 나타나는 동

 네비게이션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체계 인 표  방법

  †  회 원 :부경 학교 교육 학원 산교육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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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되지 않아 이러한 웹사이트 구조의 정확한 표 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동  웹사이트의 명확하고 체계 인 설

계가 힘들다는 문제 이 있다.

웹사이트의 효율 인 설계와 리는 웹사이트의 개발과 

유지보수에 있어 핵심 인 요소라 할 수 있다[2, 3]. 일반 인 

웹사이트 표 기법으로 스토리보드, 사이트 맵, 로우 차트 

등이 이용되고 있다[4-6]. 이러한 방법을 하나 혹은 둘 이상 

함께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표 할 때, 웹사이트 내에서 일어

나는 사용자의 웹페이지 이동표   웹사이트의 체 구조

와 웹페이지간의 세부 인 흐름을 악하기 어려우며[7, 8] 

웹사이트의 설계  리가 힘들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한 방법으로 웹사이트의 표 에 

페트리네트(PN: PetriNet)[9-11]에서 생된 EMFG(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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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유형3 (시간 s에 의한 이동과 간략화의 표 )

(그림 1) 웹페이지 간 이동 계 유형과 반복구조의 EMFG 표

Mark Flow Graph)[12-19]를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

다. 기존연구[7, 8, 20]에서는 웹사이트의 정 인 부분들을 

부분 표 하 으며 마우스 클릭 동작에 따른 웹페이지의 이

동 계 표 이 연구의 이었다. 그래서 기존연구[7, 8, 20]

에서는 웹사이트의 이미지나 텍스트, 메뉴 등의 네비게이션

을 정 인 구조로만 가정하고 이러한 정  인터페이스에서 

마우스 클릭 동작에 따른 웹페이지간 이동 계를 표 하

으며 이러한 계에서 나타나는 반복구조의 간략화를 제시

하 다. 최근 웹사이트의 환경은 이 과 많은 차이 이 있

으며 표 인 것  하나가 동  네비게이션 구조이다. 

재 부분의 웹사이트는 임의의 시간간격 후 는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에 따라 이미지나 텍스트 등 네비게이션이 바

는 동  구조이다. 하지만 기존연구[7, 8, 20]에서 이러한 동

 구조를 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웹사이트

의 동  인터페이스 구조를 표 할 수 없다는 한계 이 있

다. 재 부분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 환경이 동  구조

란 을 감안할 때 이를 체계화 할 수 있는 표 방법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MFG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의 동

 인터페이스를 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웹사이트

의 구조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 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도

움이 되고자 한다. 

2. 련 연구

2.1 웹사이트의 EMFG 표

웹사이트의 구조를 EMFG로 표 할 때, 박스는 웹사이트

를 구성하는 웹페이지 상태나 네비게이션 상태 는 하이퍼

링크 등의 선택동작을 표 하고 트랜지션은 웹페이지 간의 

이동을 표 하며, 아크는 웹페이지 간의 이동 방향을 표

한다. 그리고 박스의 마크는 박스에 해당하는 상태가 활성

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7, 8]. 

기존 연구[7, 8, 20]에서 박스는 웹페이지 상태를 나타내는 

페이지 상태박스(P), 게시 과 같이 하나의 로그램 모듈처

럼 동작하는 상태박스(B), 사용자에 의한 정보 입력상태를 

나타내는 정보 상태박스(I), 네비게이션바에 있는 메뉴의 선

택을 나타내는 네비게이션 하이퍼링크 상태박스(HN), 컨텐

츠 내의 문맥 네비게이션의 선택을 나타내는 문맥 네비게이

션 하이퍼링크 상태박스(HC)로 분류하 다. 이와 같이 분류

하여 표 하 을 때 박스명으로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와 페

이지 상태박스의 구분은 쉽지만 해당 페이지를 찾아가는 하

이퍼링크 경로의 직 인 악이 어렵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표기할 것이다.

2.2 웹사이트에서 이동 계 유형  반복구조의 EMFG 표

기존 연구[7, 8, 20]에서 웹페이지간 이동 계를 표 하 으

며 이러한 표 에서 나타나는 반복구조를 직렬반복구조와 병

렬반복구조로 구분하여 간략화 하 다. 직렬반복구조는 이

박스를 사용하여 간략화 하 으며 병렬반복구조는 기호

를 사용하여 간략화 표 하 다. (그림 1)은 표 인 형태

의 웹페이지 간 이동 계를 분류한 것이며 이들 각각의 반

복구조를 간략화하여 표 한 것이다.

(그림 1)(a)는 사용자가 원하는 최종 컨텐츠 페이지에 도

달하기 해 문맥 네비게이션 HC1을 선택하면 웹페이지 P1

이 사라지고 다른 웹페이지 P2가 나타나며 다시 문맥 네비

게이션 HC2를 선택하면 웹페이지 P3이 나타나는 직렬반복

구조이다. (그림 1)(a)의 오른쪽 그림은 이러한 직렬반복구

조를 이  박스로 간략화 표 한 것이다. (그림 1)(b)는 웹

페이지 Home에서 역․지역 네비게이션 메뉴 HN1부터 

HN4까지 선택하면 각각의 메뉴에 해당하는 웹페이지 P1부

터 P4까지 이동하는 동일한 유형의 페이지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b)의 오른쪽 그림은 이러한 병렬반복구조

를 기호 를 사용하여 간략화한 것이다. (그림 1)(c)는 어

떤 웹페이지 P1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웹페이지 

P2로 이동하고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웹페이지 P3으

로 이동하는 직렬반복구조의 표   간략화 표 이다. 

3. 웹사이트에서 동  인터페이스의 EMFG 표

3.1 박스명 표기의 개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20]의 박스명  네비게이션 하

이퍼링크 상태박스(HN), 문맥 네비게이션 하이퍼링크 상태

박스(HC), 정보입력 상태박스(I)는 동일하게 용하 고 그 

외 박스명은 개선  추가하여 용하 다. <표 1>은 본 연

구에서 개선  추가된 박스명 규칙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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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명 하이퍼링크 상태 박스명 페이지 상태 박스명

인사말 HN6_1 P-HN6_1

설립목 HN6_2 P-HN6_2

조직 황 HN6_3 P-HN6_3

C-HN1

P-HN1_1

HN1

O-HN1

HN1_1

O-HN1_1

(그림 3)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에서 Mouse Click/Over/Out 동작의 

표

<표 2> 부산에듀넷의 하이퍼링크 상태박스표 

박스명 의미

HD 동  네비게이션 하이퍼링크 상태박스

HA 보조 네비게이션 하이퍼링크 상태박스

HB Board 련 네비게이션 하이퍼링크 상태박스

Refresh Refresh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박스

P 두어 웹페이지 상태를 나타내는 페이지 상태박스

B 두어 게시 처럼 하나의 로그램 모듈처럼 동작하는 상태박스

C 두어 Mouse Click 동작을 나타내는 상태박스

O 두어 Mouse Over/Out 동작을 나타내는 상태박스

박스명 : P-Home

HN1 HN2 HN3 HN4 HN5

[HD1_ ]
1

10[HD1_ ]
1

10[HD1_ ]
1

10

HB1 HB2 HB3 HB4

[HD3_ ]
1

n[HD3_ ]
1

n[HD3_ ]
1

n [HD4_ ]
1

n[HD4_ ]
1

n[HD4_ ]
1

n

[HD4_ ]
1

n[HD4_ ]
1

n[HD4_ ]
1

n

I1

HN6

I2

[HD2_ ]
1

5[HD2_ ]
1

5[HD2_ ]
1

5

HB5 HB6 HB7[HC2_ ]
1

8[HC2_ ]
1

8[HC2_ ]
1

8

HA2 HA3 HA4 HA5

[HA1_ ]
1

11[HA1_ ]
1

11[HA1_ ]
1

11

디지로그

종합지원안내
HC2_1

교육청직속기관HA2

생활정보서비스HA3

타시도교육기관HA4

사이버가정학습HA1_1

메뉴명박스명

기관안내HN6

HC1_1

HN5

HN4

HN3

HN2

HN1

부산교육뉴스

정보마당

지원마당

경진대회

교육연구

참여마당

디지로그

종합지원안내
HC2_1

교육청직속기관HA2

생활정보서비스HA3

타시도교육기관HA4

사이버가정학습HA1_1

메뉴명박스명

기관안내HN6

HC1_1

HN5

HN4

HN3

HN2

HN1

부산교육뉴스

정보마당

지원마당

경진대회

교육연구

참여마당

[HC1_ ]
1

3[HC1_ ]
1

3[HC1_ ]
1

3

(그림 2) 부산에듀넷의 웹페이지 구성도 

<표 1> 박스명 규칙

한 박스명 뒤에 숫자를 덧붙여 박스명만으로 해당 페이

지를 찾아가는 하이퍼링크 경로를 직 으로 악할 수 있

게 하 다. 

3.2 웹페이지 구성도

‘웹페이지 구성도’란 메인 웹페이지의 메뉴를 하이퍼링크 

상태 박스로 표 하여 배치하고 우측에는 하이퍼링크 상태 

박스명과 그것에 응되는 메뉴명을 표 형태로 나타낸 배치

도를 의미한다. 를 들어, (그림 2)는 부산에듀넷 사이트의 

웹페이지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부산 에듀넷의 메인 페이지를 박스명 P-Home

으로 하 으며 메인 페이지에 있는 메뉴를 박스명 규칙에 

따라 하이퍼링크 상태 박스로 나타내고 해당 치에 배치하

다. 그리고 박스명에 해당하는 메뉴명을 표로 나타내어 

사용자가 ‘웹페이지 구성도’를 쉽게 악할 수 있게 하 다.

3.3 하이퍼링크 상태박스표

‘하이퍼링크 상태박스표’란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모든 메

뉴를 기 으로 메뉴명, 하이퍼링크 상태 박스명, 페이지 상태 

박스명을 표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를 들어 <표 2>

는 부산에듀넷 사이트의 하이퍼링크 상태박스표의 일부를 나

타낸 것이다.

<표 2>에서 페이지 상태 박스명은 그 페이지에 근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 상태 박스명 앞에 P 두어를 붙여 페이

지 박스명으로 사용하 다.

웹사이트 설계자 입장에서는 하이퍼링크 상태 박스명을 

메뉴 일명으로 사용하고, 페이지 박스명을 웹페이지 일

명으로 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웹사이트의 수많은 

일들을 체계 으로 구성하고 리할 수 있다. 이처럼 ‘웹

페이지 구성도’와 ‘하이퍼링크 상태박스표’를 통해 설계자는 

사이트를 보다 효율 으로 설계  리할 수 있고 사용자

는 EMFG를 이용한 웹사이트의 표 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4 네비게이션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에서 Mouse 동작의 

EMFG 표   

최근 많은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에 따라 서

메뉴가 보이거나 사라지는가 하면 동 상이 재생이 되거

나 멈추기도 한다. 그리고 뉴스 련 텍스트나 이미지, 배  

등도 계속해서 동 으로 바 거나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에 

따라 움직임을 멈추거나 다시 동 으로 바 는 등 다양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웹사이트의 동 인 구조를 표 하기 

해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에서 Mouse Click 동작과 Mouse 

Over/Out 동작을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정리 1]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의 Mouse Click/Over/Out 

동작은 (그림 3)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박스명의 

표기는 <표 1>과 <표 2>를 따랐으며, 첫 페이지를 나타내

는 페이지 상태박스(P-Home)는 생략하여 표 할 수 있다.

증명) (그림 3)에서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인 P-Home에

서 HN1메뉴를 Mouse Click(박스 C-HN1) 함에 따라 일반

아크의 화조건이 만족되어 P-HN1_1 페이지로 이동하게 

됨을 의미하므로 타당하다. 

그리고 HN1메뉴에 Mouse Over(박스 O-HN1) 동작 시 

일반아크의 화조건이 만족되어 HN1의 서 메뉴인 HN1_1

이 보여짐을 의미하므로 타당하다. 한 HN1메뉴와 서 메

뉴 HN1_1에서 Mouse Out(박스 O-HN1, O-HN1_1)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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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N1

P-HN1_1

HN1

O-HN1

HN1_1

(그림 4) Mouse Out 동작 시 서 메뉴가 보이는 상태 유지의 

표

(a)Mouse Click (b)Mouse Over

(c)Mouse Out (d)Mouse Click/Over/Out

(그림 5) Mouse Click/Over/Out 동작의 간략화 표

P-HN1_1

HN1_1

HN1HN1

(그림 6) (그림 3)의 간략화 표

시 역아크의 화조건이 만족되어 서 메뉴 HN1_1이 사라

지게 됨을 의미하므로 타당하다. □

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가 역 네비게이션 메뉴에 

Mouse Over/Out 동작 시 (그림 3)과 같이 동작하는 반면, 최

근에는 웹사이트의 특징에 합하게 하 메뉴를 보여주는 방

식도 다양하다. 한 로 사용자가 상  메뉴에 Mouse Over 

후 Mouse Out 동작 시 Mouse Over의 상태를 그 로 유지

하게 하여 편리성을 더해주는 구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 에듀넷의 경우, 역 네비게이션바에 있는 상  메

뉴를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Mouse 

Out 동작 시에도 해당 서  메뉴가 보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그림 3)을 변형시

켜 용할 수 있다.

[정리 2]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에서 Mouse Out 동작 시 

서 메뉴가 보이는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는 (그림 4)와 같

이 표 할 수 있다. 여기서 박스명의 표기는 <표 1>과 <표 

2>를 따랐으며, 첫 페이지를 나타내는 페이지 상태박스

(P-Home)는 생략하여 표 할 수 있다.

증명) (그림 4)는 사용자가 HN1에서 Mouse Over(박스 

O-HN1) 할 경우 일반아크의 화조건이 만족되어 서 메뉴 

HN1_1이 나타나며 Mouse Out(박스 O-HN1) 한 경우 역아

크의 화조건이 만족되어 서 메뉴가 나타난 상태를 유지함

을 의미하므로 타당하다. □

3.5 Mouse 동작에 따른 EMFG 표 의 간략화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에서 사용자의 Mouse 동작에 따른 

웹페이지의 흐름을 EMFG로 표 하 을 때, 박스의 수가 

많아지고 다소 복잡해지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Mouse 동작에 따른 EMFG를 간략하게 표 할 수 있

는 방법을 제시하 다.

[정의 1]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에서 Mouse Click 동작을 

나타내는 상태박스는 하이퍼링크 상태박스 상단을 이 선으

로 표 하고, Mouse Click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아크는 박

스 상단에서 시작하도록 표 한다. □

[정의 2]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에서 Mouse Over 동작을 

나타내는 상태박스는 하이퍼링크 상태박스 하단을 이 선으

로 표 하고, Mouse Over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아크는 박

스 하단에서 시작하도록 표 한다. □

 

[정의 3]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에서 Mouse Out 동작을 나

타내는 상태박스는 하이퍼링크 상태박스 하단을 이 선으로 

표 하고, Mouse Out 동작을 나타내는 역아크는 박스 간

에서 시작하도록 표 한다. □

[정리 3]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에서 Mouse Click/Over/Out 

동작을 나타내는 상태박스는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의 상단/

하단/하단을 이 선으로 표 할 수 있고, Mouse Click/Over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아크는 박스의 상단/하단에서 시작하

도록 표 할 수 있으며 Mouse Out 동작을 나타내는 역아크

는 박스의 간에서 시작하도록 표 할 수 있다. 

증명) [정의 1]과 [정의 2]  [정의 3]에 의해 자명하다. 

□

(그림 5)는 [정의 1], [정의 2], [정의 3], [정리 3] 에 의해 

Mouse Click/Over/Out 동작을 표 한 것이다.

를 들어, (그림 6)은 (그림 3)을 간략화 표 한 것이다. 

[정리 3]에 따라 하이퍼링크 상태박스 HN1은 Mouse Click 과 

Mouse Over/Out 동작을 포함한 상태박스이다. Mouse Click 

동작 시 상단의 일반아크가 화되어 웹페이지 P-HN1_1로 

이동하고 Mouse Over 동작 시 하단의 일반아크가 화되어 

서 메뉴 HN1_1이 나타나며 상 메뉴와 서 메뉴에 Mouse 

Out 동작 시 역아크의 화조건이 만족되어 서 메뉴 HN1_1

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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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t(s) t(s)

HD4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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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a) 간략화 

HD i+1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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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HD i

Refresh

t(s)

t(s)

HD i+1

t(s)

Refresh

t(s)

HD i

Refresh

t(s)

t(s) (1≤ i ≤ 3)

(b) 간략화 후

(그림 7) 임의의 시간 는 Refresh에 의해 바 는 동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의 표

3.6 동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의 EMFG 표   간략화

요즘 많은 사이트에서 뉴스, 이미지, 배 , 텍스트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임의의 시간 간격 후 는 Refresh에 

의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쇼

핑몰 사이트에서 상품의 이미지를 방문자에게 보여 다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뉴스를 방문자에게 보여  때 더욱 

많이 쓰이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자의 마우스 동

작과 상 없이 시간 간격에 의해 동 으로 바 는 이미지, 

텍스트 등의 동작을 표 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정리 4] 임의의 시간 간격 후 는 Refresh에 의해 계속

해서 바 는 이미지나 배  등의 동  하이퍼링크 상태박스

의 동작은 (그림 7)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증명) (그림 7)(a)에서 동  하이퍼링크 상태박스 HD1은 

임의의 시간 t(s)에 의해 HD2로 바 거나 는 Refresh(새

로고침)에 의해 다음 하이퍼링크 상태박스로 바뀔 수 있음

을 의미한다. 한 이와 같은 변화는 다시 처음 상태박스 

HD1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됨을 의미하므로 타당

하다. 그리고 (그림 7)(a)는 직렬반복구조이므로 이 박스를 

사용하여 (그림 7)(b)와 같이 간략화 표 된 것은 타당하다. 

□

(그림 7)에서 t(s)는 임의의 시간간격을 나타내는 단 시

간이다. 단 시간은 동작의 속도에 따라 s 신 숫자로 표

가능하며 큰 숫자는 긴 시간을 나타내며 작은 숫자는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 

한 Refresh와 상 없이 임의의 시간간격에 의해서만 계

속해서 변하는 동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의 경우, Refresh 

상태박스를 제거한 형태로 용하여 표 할 수 있다. 

3.7. 동  인터페이스 반복구조의 EMFG 표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에서 사용자의 Mouse 동작에 따른 

웹페이지의 흐름을 EMFG로 표 하 을 때, 동일한 유형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동  인터페이스에서 나타

나는 반복구조는 직렬반복구조와 병렬반복구조로 분류되며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간략화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략화 방법을 통합하여 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정리 5] Mouse Click/Over/Out 동작을 나타내는 하이퍼

링크 상태박스의 직렬반복구조는 Mouse Click/Over/Out 동

작의 간략화 된 상태박스와 이 박스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증명)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의 이동 계를 EMFG로 표 하

면 직렬반복구조와 병렬반복구조로 분류되며 직렬반복구조는 

기존 연구[11]의 [정의 2]에 따라 이 박스로 간략화 표 된

다. 그리고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에서 Mouse Click/Over/Out 

동작의 상태박스는 [정의 1], [정의 2], [정의 3], [정리 3]에 

의해 간략화 된다. 따라서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의 직렬반복

구조는 Mouse Click/Over/Out 동작의 상태박스와 이 박스

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정리 6] Mouse Click/Over/Out 동작을 나타내는 하이퍼

링크 상태박스의 병렬반복구조는 Mouse Click/Over/Out 동

작의 간략화 된 상태박스와 기호 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증명)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의 이동 계를 EMFG로 표 하

면 직렬반복구조와 병렬반복구조로 분류되며 병렬반복구조는 

기존 연구[11]의 [정의 4]에 따라 기호 로 간략화 표 된

다. 그리고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에서 Mouse Click/Over/Out 

동작의 상태박스는 [정의 1], [정의 2], [정의 3], [정리 3]에 

의해 간략화 된다. 따라서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의 병렬반복

구조는 Mouse Click/Over/Out 동작의 상태박스와 기호 

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

4. 용 

부산 역시 교육정보연구원(부산에듀넷 http://www.busanedu.

net) 사이트에서 네비게이션 하이퍼링크 상태박스 HN2, 동  

하이퍼링크 상태박스 HD1의 동작을 용하여 표 하 다.



696  정보처리학회논문지 D 제15-D권 제5호(2008.10)

P-HN2_1

P-HN2_2

P-HN2_5

P-HN2_1

P-HN2_3

P-HN2_4

HN2

C-HN2

HN2_1

C-HN2_1

HN2_5

C-HN2_5

HN2_2

C-HN2_2

O-HN2

O-HN2_1

O-HN2_2

O-HN2_5

HN2_3

C-HN2_3

O-HN2_3

HN2_4

C-HN2_4

O-HN2_4

(a) 간략화 

P-HN2_1

[P-HN2_ ] 
1

5
[P-HN2_ ] 

1

5

HN2HN2HN2HN2

[HN2_ ]
1

5[HN2_ ]
1

[HN2_ ]
1

5

(b) 간략화 후

(그림 8) 부산에듀넷의 하이퍼링크 상태박스(HN2)의 동작 표

…

C-HD1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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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1_1 HD1_2 HD1_10

(a) 간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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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간략화 후

(그림 9) 부산에듀넷의 동  하이퍼링크 상태박스(HD1)의 동

작 표

4.1 역 네비게이션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에서 Mouse 동작

의 EMFG 표  

부산에듀넷(http://www.busanedu.net) 사이트에서 교육연

구 메뉴(HN2)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의 마우스 동작에 따른 

흐름을 표 하면 (그림 8)과 같으며 교육연구 메뉴(HN2)의 

서  메뉴 동작은 부산에듀넷의 첫 페이지에서 동작을 기

으로 표 한 것이다.

부산에듀넷 사이트의 첫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교육연구 메

뉴(HN2)에 Mouse Over 하면 서  메뉴 5개가 보여지며 각

각의 서  메뉴를 클릭하 을 때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

다. 그리고 상 메뉴 HN2와 HN2의 서  메뉴로부터 Mouse 

Out 하게 되면 서  메뉴가 사라진다. (그림 8)(a)에서 각각의 

서 메뉴가 병렬반복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b)는 [정

리 6]에 의해 간략화 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간략화하면 

은 수의 박스와 아크로써 역 네비게이션 메뉴의 Mouse 

Click 동작에 따른 웹페이지 이동은 물론 Mouse Over/Out 

동작에 따른 서  메뉴의 변화까지도 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하고 효율 이다. 

4.2 동  하이퍼링크 상태박스의 EMFG 표  

최근 한 사이트에 표 하는 컨텐츠 양이 방 해짐으로서 

많은 양을 하나의 사이트에 표 하기 어려움에 따라 사이트

의 첫 페이지에서 해당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다른 하나

의 하  사이트가 나타나는 구조로서 설계된 웹사이트가 많

다. 부산에듀넷도 첫 페이지에서 동 으로 움직이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그 메뉴에 해당하는 하  웹사이트가 나타나

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9)는 부산에듀넷의 동  하이퍼링크 상태박스(HD1)

의 동작을 표 한 것이다. HD1은 하  웹사이트로 가기 

한 메뉴이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음 메뉴로 이동하는 

동 인 구조로 되어있다. (그림 9)(a)는 직렬반복구조임을 

알 수 있으며 (그림 9)(b)는 [정리 5]에 의해 간략화 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동  네비게이션 구조를 표

할 수 없다는 한계 을 극복하고 보완하고자 웹페이지의 

동  흐름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에 따른 웹페이지의 흐름

을 EMFG로 나타내고 이것의 간략화 표 을 제시하 다. 그 

결과, 기존연구에서 불가능했던 동  인터페이스 구조의 표

이 가능하며 마우스 동작에 따른 EMFG 표 을 간략화 함으

로써 하나의 하이퍼링크 상태박스로 Mouse Click/Over/Out

의 모든 상태 표 이 가능하므로 효율 이다. 한 동  네비



EMFG를 이용한 웹사이트의 동  인터페이스 표   697

게이션의 반복구조를 간략화 함으로써 EMFG를 이용한 동  

인터페이스의 표 이 체계 이고 효율 이며 명확하다. 

5. 결  론

웹사이트를 보다 명확하게 표 하고 효율 으로 설계하기 

해 직 이고 개념 인 설계가 가능한 EMFG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의 생활화가 가속화 되어감에 따라 웹사이

트는 사용자에게 보다 편리한 동  네비게이션 구조로써 정

보를 제공하려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  네비

게이션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체계 인 방법이 없어 이러

한 웹사이트 구조를 표 할 수 있는 방법에 한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보드, 사이트맵, 로우차트 등 웹사

이트의 일반 인 표 기법과 기존연구에서 제시된 표 방법

으로 동  인터페이스의 구조를 표 할 수 없다는 한계 을 

보완하고자 웹페이지의 동  흐름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

에 따른 웹페이지의 흐름을 EMFG로 나타내고 이것의 간략

화 표 을 제시하 다.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에 따른 웹페

이지의 흐름을 일반아크와 역아크로 표 하고 네비게이션의 

Mouse Click/Over/Out 동작을 나타내는 상태박스는 박스의 

상단과 하단을 이 선으로 표 하고 각각의 치에서 아크가 

시작되도록 간략화 하 다. 한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과 상

없이 Refresh나 시간간격에 의해 계속 변하는 동  네비게

이션 구조의 표  방법을 제안하 으며 기존 연구를 개선하

여 동  인터페이스 반복구조의 간략화 표 방법을 제시하

다. 그 결과, 기존연구에서 불가능했던 동  인터페이스 구조

의 표 이 가능하며 마우스 동작에 따른 EMFG 표 을 간략

화 함으로써 하나의 하이퍼링크 상태박스로 Mouse Click /

Over/Out의 모든 상태 표 이 가능하므로 효율 이다. 한 

동  네비게이션의 반복구조를 간략화 함으로써 EMFG를 

이용한 동  인터페이스의 표 이 체계 이고 효율 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인터페이스의 구조의 표 방법을 제

시하고 EMFG를 간략화 함으로써 웹사이트의 구조를 보다 

효율 으로 악할 수 있고 체계 인 웹사이트의 설계에 도

움이 되고자 한다. 향후, 기존에 설계된 EMFG를 이용한 웹

사이트 표 방법의 개선 을 찾아내어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 하게 될 웹사이트의 구조에 합한 EMFG 설계 기법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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