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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APP 아이콘은 제 3자 앱의 그래픽 로고다. 설계를 성

배하는 것은 고객이 APP과 잘 적응시킬 수 있는 지를 좌

우한다. 다양한 APP이 많이 개발됨으로 인하여 APP 부

팅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졌다.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APP 아이콘 설계에 미니멀리

즘의 응용방법 및 표현 방식을 분석할 것이다.

 

2.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디자인학 측면에서 실제 생활서비스 APP아이콘을 연

구 대상으로 삼고 문헌, 사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APP 

아이콘 설계 미니멀리즘의 응용방법 및 표현 방식을 설

명할 것이다.

Ⅱ. 휴대폰 앱(APP) 아이콘의 개념

  아이콘이라는 단어는 ‘그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eikoon’에서 왔다.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 명령어, 혹은 

데이터 파일들을 손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

법으로, 각각에 해당되는 조그만 그림 또는 기호를 만들

어 휴대폰의 화면에 표시한 것이다[1].

Ⅲ. 휴대폰 APP 아이콘 디자인의 변천

  위 표처럼 초기 휴대폰의 기능은 간단하며 색상이 단

조롭고 배경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디

자인이 소박하여 기능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화려하지 

않았다.

  2000년 일본 N회사는 컬러폰 D5를 출시하였다. APP

아이콘은 차등감 및 개성을 부착시켰다. 미니멀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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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휴대폰 APP 아이콘 디자인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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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현재 스마트폰은 보편화가 되며 APP 산업도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APP 아이콘의 디자인도 미니멀리즘이 점점 업계에서 주류

가 되고 있다. 미니멀리즘 APP아이콘은 간결함, 세련된 종합적인 디자인을 이용하여 풍부한 내용 및 본질적 특성을 전달하고 있

다. 본 논문은 실제 생활서비스로 APP아이콘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사례를 분석하며 미니멀리즘 스마트폰 APP아이콘을 표현

방법 및 주의상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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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큰 변화가 없고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유지하여 

전보다 현대감을 갖게 되고 색상만 화려해졌을 뿐이다.

2007년 미국 애플회사 아이폰을 최초로 출시하였다. 휴

대폰 기능을 넓혀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다. APP부팅 

아이콘도 거대란 변화를 일으켰다. APP부팅할 때 기초에 

있던 기능에 디자인은 더 창의적이고 생동감을 더 높였

다.

Ⅳ. 미니멀리즘 APP 아이콘 디자인의 
표현 방법 및 사례 분석

표현 방법 APP 아이콘 사례 APP 명칭

편평화 방법 일등 주식

미니 형성화 
방법

가론 일정

선형 방법 속달 렌터카

긴 투영 방법 Maya날씨

표 2. 미니멀리즘 APP 아이콘 디자인 방법

  본 논문에서 APP아이콘 설계를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4 가지 방법으로 요약하였다.

(1) 편평화 방법
  편평화란 하이라이터, 살결, 셰딩등 같은 부분을 제외

하여 테두리, 형태, 색상등을 강조하고 더 효율적으로 전

달할 수 있게 높였다. 주로 글씨, 테두리, 형태 및 색상을 

배합에 사용한다.

(2) 미니 형성화 방법
  이 방법은 형성화 설계 기본 형식을 보류하여 겉으로 

“빼기”의 설계이다. 표현력이 강하고 형태구조가 더 현명

하다.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3) 선형 방법
  단순한 선을 아이콘으로 만든 형식이다. 이런 표현은 

간결하고 모던함이 더 강한 점이 있다.

(4) 긴 투영 방법
  긴 투영 아이콘은 편형화 아이콘 기준에서 시각적인 

느낌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주제를 2차원의 형태가 아닌 

3차원 입체감을 가져다준다.

Ⅴ. 결론

  본 논문은 실제 생활서비스를 결합하여  APP아이콘 

사례를 분석하고 표현방법을 4가지 방법으로 요약하였

다. 이어 각 방법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

다. APP아이콘을 디자인에 대한 의견으로 삼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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