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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의 이용 행태를 획득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기존 인터넷 홈

페이지 이용자의 행태 분석 방법이 로그 파일 분석이나 실시간 로깅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클릭한 홈페이지의 내용

을 모든 방문자에 대하여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는 클릭스트림 분석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나, 본 발명은 웹페이지 다

운로드 시간, 웹페이지 체류 시간, 웹페이지 탐색 중 활동 시간 및 비활동 시간, 웹페이지가 이용자에게 보여진 노출 

정도, 마우스 및 화면 이동에 의한 활동량 등의 홈페이지 이용자 행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함으로써, 홈

페이지 이용자 행태 분석에 대한 보다 신뢰도가 높은 통계 분석 정보를 상기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1)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였

을 때, 이용자의 이용 행태 정보를 획득하여 이를 분석 서버에 전송하기 위한 이용자 행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웹페

이지 내에 포함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2)이용자 컴퓨터의 웹브라우저가 이용자 행태 정보 수집 프

로그램을 수행하여 이용자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3)이용자 행태 정보 수집 단계에서 소요 시간에 대한 수집은 

웹페이지의 onLoad 이벤트와 onUnload 이벤트를 이용하여 웹페이지 체류 시간과 다운로드 시간을 측정하는 단계; (

4)체류 시간 중 이용자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 동안 마우스 이동 및 스크롤바의 움직

임이 없으면 비활동 시간으로 측정하는 단계; (5)웹페이지가 여러 화면으로 구성될 경우 이용자가 웹페이지를 스크롤

하여 최대로 노출된 노출율과, 최대 노출 도달 시간을 측정하는 단계; (6)마우스에 대한 활동량을 측정하는 단계로써 

마우스 이동 횟수와 이동 거리 및 화면 스크롤을 측정하는 단계; (7)이용자가 웹페이지를 떠나면 상기 단계에서 측정

된 이용자 행태 정보를 분석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8)상기 단계에 의해 이용자 행태 정보를 수신한 분석 서버가 이

용자 행태 정보를 분석하여 행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9)행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 

행태 분석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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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행태 분석, 체류시간, 노출, 접속 속도, 활동량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구성과 작용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도 2는 본 발명의 이용자 행태 정보 획득 개념도를 나타낸다

도 3은 마우스에 의한 행태 정보 획득 방법을 나타낸다.

도 4는 화면 이동에 의한 행태 정보 획득 방법을 나타낸다.

도 5는 페이지 탐색에 대한 컨텐츠 다운로드 시간 측정 방법을 나타낸다.

도 6은 이용자 행태 정보 획득용 프로그램 삽입 예를 나타낸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의 이용 행태 정보를 이용하여 e-CRM(electronic Customer Relations

hip Management)을 구현하기 위한 이용자 행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 웹페이지 다운로드

시간, 웹페이지 체류 시간, 웹페이지 탐색 중 활동 시간 및 비활동 시간, 웹페이지가 여러 화면으로 구성되어질 때 노

출된 정도, 마우스 활동량 등의 홈페이지 이용자 행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

의 이용 행태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홈페이지 이용자 행태 분석에 대한 보다 신뢰도가 높

은 통계 분석 정보를 상기 홈페이지 운영자 및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용 행태 정

보를 획득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웹페이지 다운로드 시간 측정 방법은 인터넷 이용자의 허락에 의해 컴퓨터에 다운로드 시간을 측정하는 프로

그램을 설치하여 인터넷 이용자 측면에서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모든 방문자에 대하여 측정이 불가능할 뿐 만 

아니라 지속적인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다운로드 시간 측정 방법은 대부분 온라인 리서치 

그룹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모든 방문자가 아닌 표본 수집된 방문자만을 대상으로 측정된 데이터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분석 결과를 알 수 있으므로 분석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적용이 어렵고, 또한 많은 분석 비용이 필요

하였다.

이용자의 이용 행태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분석 방법은 로그 파일이나 실시간 로깅 방법을 사용하는 클

릭스트림 기반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클릭스트림 기반 분석 방법은 홈페이지 이용자가 클릭한 웹컨텐츠에 대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분석 방법은 

한 화면 이상으로 구성된 웹컨텐츠의 경우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페이지 체류 시간 및 사이트 체류 시간 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클릭스트림 분석의 경우 로그에 저장된 제한된 정보만

을 이용하여 분석하므로 웹컨텐츠를 다운로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이용자가 클릭하였지만 다른 행동으로 인하여

해당 컨텐츠를 제대로 보지 않고 지나가는 비활동 시간, 해당 컨텐츠에 대한 관심도 등에 따라 마우스 이동량 및 화면

이동량 등의 다양한 이용 행태 정보를 배제하고 일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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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기존 분석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의 이용 행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홈페이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때, 이용자의 이용 행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 서버에 전송하는 이용

자 행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웹페이지 내에 포함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용자 행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하는 등의 이용자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일반 웹페이지에서 실행되는 자바 

스크립트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자 행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은 이용자 행태 정보 수집단계에서 소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웹페이지의 onLoad

이벤트와 onUnload 이벤트를 이용한 웹페이지 체류 시간과 다운로드 소요 시간으로 측정하는 방법, 체류 시간 중 이

용자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 동안 마우스 이동 및 스크롤바의 이동이 없으면 비활동 

시간으로 간주하여 측정하는 방법, 웹페이지가 여러 화면 으로 구성될 경우 웹페이지를 스크롤하여 최대로 노출된 정

도와, 최대 노출 도달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 마우스에 대한 활동량을 측정하는 단계로써 마우스 이동 횟수, 이동 거리

및 화면 스크롤 횟수를 측정하는 방법 및 이용자가 웹페이지를 떠나면 상기 측정된 이용자 행태 정보를 분석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이용자 행태 분석 서버는 이용자 행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이 전송한 이용자 행태 정보를 수신하는 기능과 이용자 행

태 정보를 분석하여 행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 행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 행태 분석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이용자 행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인터넷 웹사이트 관리자가 본 발명 방법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행태 

정보 획득 프로그램을 웹페이지 내에 포함하여야 하며, 분석 서버는 이용자 행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행태 분석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프로그램을 구비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한 구성 및 작용을 도 1에서 도 6에 걸친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면 및 도면을 참조한 설명은 본 발명의 흐름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에 의 해 본 발명의 범위가 한정되거나 제한되

는 것은 아니다.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인터넷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인터넷 이용자(S101), 웹서버(S1

02), 행태 분석 데이터베이스(S103), 웹컨텐츠(S104), 행태 수집 모듈(S105), 행태 분석 모듈(S106)을 포함하는 수

단을 통해서 구현된다.

웹서버(S102)는 인터넷망을 통하여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S101)로부터 요청되는 웹컨텐츠(S104)를 제공하는 서비

스를 수행하며, 행태 수집 모듈(S105)은 이용자가 요청한 웹페이지 내에 포함되어 실행됨으로써, 웹페이지 다운로드 

시간, 체류 시간, 활동 시간 및 비활동 시간, 마우스 이동량, 화면 이동량, 최대 노출율 및 최대 노출 시간 등의 이용자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행태 분석 모듈(S106)은 이용자별로 수집된 행태 정보를 분석하는 기능을 수

행하며, 행태 분석 데이터베이스(S103)에는 행태 분석 모듈에 의해 분석된 이용자의 행태 정보가 저장된다.

도 2는 본 발명의 인터넷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도이다. 인터넷 이용자(S

201)가 인터넷망을 통하여 본 발명에 의해 운용되는 웹사이트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하는 홈페이지의 HTML 

문서 및 HTML 문서 내에 포함된 각종 이미지 등을 다운로드한다(S202).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모듈을 HTML 문서 내에 포함한다.

HTML 문서 내에 포함된 행태 정보 수집 모듈은 홈페이지 다운로드 완료(S203)와 함께 실행되어 홈페이지가 다운로

드 완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접속 시작 시간을 이용자 컴퓨터의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 시간 및 비활동 시간 분석, 마우

스 이동 분석, 화면 이동 분석 등의 이용자 행태 정보를 수집한다(S204).

방문자가 페이지를 이탈하면(S205), 이용자 행태 수집 모듈은 이용자의 웹페이지 이탈을 인지하고 접속 종료 시간을 

이용자 컴퓨터의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여(S206), 접속 종료 시간과 접속 시작 시간 및 체류 시간에 대한 정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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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후 웹페이지 다운로드 시간, 웹페이지 체류 시간, 활동 시간 및 비활동 시간, 마우스 이동량, 화면 이동량, 최대 

노출율 등의 행태 정보를 이용자 행태 정보 전송 모듈(S207)을 통하여 이용자 행태 분석 서버에 전송한다.

이용자 행태 정보를 수신한 행태 분석 서버의 행태 분석 모듈(S208)은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분석하여 행태 정보 데

이터베이스(S209)에 기록한다.

행태 정보 데이터베이스(S209)에 기록된 이용자 행태 정보는 관리자(S211) 또는 이를 활용하는 각종 성향 분석 프로

그램에게 행태 정보 조회 모듈(S210)을 통하여 이용자 행태 정보를 제공된다.

도 3은 이용자 행태 정보 획득 방법 중 마우스 활동에 의한 활동 시간 및 비활동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으

로, 본 발명에 의한 행태 정보 수집 모듈이 실행(S301)된 후, 인터넷 이용자의 웹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

S302)되면 현재 이용자가 비활동 상태인지 검사(S303)한다. 활동 상태라면 현재까지의 활동 시간을 측정(S304)하여

활동 시간을 갱신하고, 만약 비활동 상태라면 비활동 시간을 측정(S305)하여 비활동 시간을 갱신한 후, 이용자의 이

용 상태를 활동 상태 로 변경(S306)한다.

마지막으로 마우스 이동 횟수를 갱신(S307)하고 마우스 이동 거리를 갱신(S308)한 다음,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하기

를 기다린다(S309).

도 4는 이용자 행태 정보 획득 방법 중 웹브라우저의 스크롤바 위치를 측정하여 화면 이동량과 활동 시간 및 비활동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도시한 것으로, 본 발명에 의한 행태 정보 수집 모듈이 실행(S401)된 후, 인터넷 이용자의 웹

브라우저에서 타이머 이벤트가 발생(S402)되면 스크롤바의 위치를 측정하여 화면 위치를 확인(S403)한다. 화면의 

이동이 발생(S404)하였으면, 현재 이용자가 활동 상태인지 검사(S405)한다. 이용자가 비활동 상태이면 비활동 시간

을 측정하여 비활동 시간을 갱신(S406)한 후, 이용자의 이용상태를 활동 상태로 변경한다. 현재 이용자가 활동 상태

라면 활동 시간을 측정하여 갱신(S408)한다.

현재 스크롤바 위치와 화면의 크기를 이용하여 노출 정도를 측정하여 현재까지 측정된 최대 노출 위치와 비교(S409)

하여 최대 위치라면 최대 노출률과 최대 노출 시간을 갱신(S410)한다. 최대 위치가 아니면 지정된 시간이 흐른 뒤 타

이머를 발생(S411)시킨다.

화면의 이동이 없었다면 활동 시간이 만기되었는지 검사(S412)하여, 만기가 되었으면 활동 시간을 측정하여 갱신(S4

13)한 후 비활동 상태로 변경(S414)하고 지정된 시간이 흐른 뒤 타이머를 발생(S411)시키고, 만기전이면 활동 시간

을 측정하여 갱신(S415)한 후, 지정된 시간이 흐른 뒤 타이머를 발생(S411)시킨다.

도 5는 이용자 행태 정보 획득 방법 중 이용자의 접속 속도 분석은 이용자 컴퓨터에 설치된 웹브라우저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를 이용하여 측정된 시간을 도시한 것으로, 웹브라우저는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탐색할 때 웹페이지가 다운로

드 완료되면 onLoad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웹페이지를 이탈하면 onUnload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도 5에서 이용자가 탐색한 페이지가 P1 → P2 → P3 → P4 라면, 상기 이벤트에 의해 측정된 데이터 중 onLoad 이벤

트에 측정된 시간을 tp  i l  , onUnload 이벤트에 측정된 시간을 tp  i u 라 하면, 본 발명에 의한 측정된 데이터에서 

직접 분석 가능한 데이터는 페이지 P2, P3, P4의 접속 속도와 페이지 P1, P2, P3, P4의 체류 시간으로 어떤 페이지 P

 i 에서의 접속 속도는 이전 접속 페이지의 접속 종료 시간에서 현 페이지의 접속 시작 시간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한다.

n개의 페이지를 탐색하였을 때, P1과 같은 최초 접속 페이지의 접속 속도 측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한다.

페이지 Pi의 체류 시간 측정 방법은 접속 종료 시간에서 접속 시작 시간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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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본 발명의 이용자 행태 정보 획득 방법에 이용되는 이용자 행태 정보 획득용 프로그램의 삽입 예를 도시한 것

으로, 이용자 행태 수집 프로그램의 삽입은 아래와 같이 삽입한다.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Spy.js'></script>

웹페이지가 성공적으로 다운로드되면, onLoad 이벤트가 발생하여 LoadSpy()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이용자 행태 수

집 프로그램이 수행되며, 이용자가 웹페이지를 이탈하면, onUnload 이벤트가 발생하여 SendSpyInfo() 함수를 호출

함으로써, 수집된 이용자 행태 정보를 행태 분석 서버로 전송한다.

<body onLoad='LoadSpy();' onUnload='SendSpyInfo();'>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기존의 로그 파일 분석 방법이나 실시간 로깅과 같은 클릭스트림 기반의 이용자 

행태 분석 방법에 있어서 클릭스트림 이외의 행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본 발명에 의한 구현 프로그

램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가 열어본 컨텐츠의 체류 시간에서 활동 시간과 비활동 시간을 구분함으로써, 컨텐츠 이용 

시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지며, 한 화면 이상으로 구성된 컨텐츠의 경우, 이용자가 어느 화면까지 이용

을 하였는지, 이용에 소요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서 클릭스트림에 의한 클릭 및 체류시간에 

대한 분석 방법 보다 상세한 행태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마우스 이동 횟수와 마우스 이동 거리, 스크롤바에 의한 화면의 이동량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용자의 활동성에 

대한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본 발명에 의한 접속 속도 측정은 웹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측정 기준으로서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 접속 속도 측정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접속 속도 측정 방법이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 속도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접속 속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홈페이지 방문자의 동의 하에 설치된 속도 측정 프로그램이 측정한 표본

추출된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든 방문자에 대한 접속 속도 측정이 불가능하였고 그 신뢰도 또한 떨어

졌으나, 본 발명에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컴퓨터에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HTTP를 이용하여 웹 서버 측면에서 

홈페이지 방문자의 평균 접속 속도를 측정하고 페이지별 접속 속도를 측정함으로써, 분석 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적용

과 분석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상기 제시한 방법 이외에 페이지 이탈 경로 등 보다 자세한 행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최근 급증하

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웹기반의 온라인 교육 등에 활용할 경우 기존의 클릭스트림 기반의 행태 분석 방법에 비

하여 보다 상세한 행태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발명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용 행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1)홈페이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때, 이용자의 이용 행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 서버에 전송하는 

이용자 행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웹페이지에 삽입하여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 (2)이용자 컴퓨터의 웹브

라우저가 이용자 행태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이용자 행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3)이용자 행태 정보 수집 

단계에서 체류 시간에 대한 수집은 웹페이지의 onLoad 이벤트에서 onUnload 이벤트까지 웹페이지 체류 시간으로 

측정하는 단계; (4)체류 시간 중 이용자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간 동안 마우스 이동 및 

화면의 이동이 없으면 비활동 시간으로 측정하는 단계; (5)이용자가 웹페이지를 스크롤하여 최대로 노출된 노출율과,

최대 노출 도달 시간을 측정하는 단계; (6)마우스에 대한 활동량을 측정하는 단계로써 마우스 이동 및 화면 스크롤을 

측정하는 단계; (7)이용자가 웹페이지를 떠나면 측정된 이용자 행태 정보를 분석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 행태 정보 획득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웹페이지의 onLoad 이벤트와 onUnload 이벤트 발생시의 시간을 측정하여 이전 접속 페이지의 on

Unload 이벤트 발생 시간과 현재 접속한 웹페이지의 onLoad 이벤트 발생 시간차를 이용하여 웹페이지 다운로드 시

간을 측정하는 방법

청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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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스크롤 바의 이동에 의한 화면 이동과 마우스 이벤트에 의한 시간 측정으로 활동 시간에 대한 만기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일정 시간 상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비활동 시간으로 상태를 변경하는 방법 및 비활동 

상태 중 상기 행위가 발생함으로서 활동 상태로 변경하는 방법에 의한 활동 시간과 비활동 시간의 측정 방법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웹브라우저의 스크롤바 이동에 의한 화면 이동시 스크롤바의 위치를 측정하여 이용자가 해당 컨텐

츠의 어느 부분까지 이용하였는지, 이에 소요한 시간을 측정하여 해당 컨텐츠의 이용율을 웹페이지 최대 노출량과 소

요 시간으로 측정하는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이용자의 활동량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우스 이벤트 발생시 마우스 이동 횟수와 마우스 이동

거리에 의한 활동량 분석 방법 및 스크롤바의 위치를 이용한 화면 이동 횟수에 의한 활동량 측정 방법

청구항 6.
컴퓨터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용 행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을 구현한 이용자 행태 정보 획득 프로그램과, 

분석된 행태 정보를 표시해 주는 방법을 실현시키기 위한 서버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 매체.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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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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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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