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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안드로이드의 구글 머티리얼 가이드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

들에 관하여 연구하고, 형태 및 조합 방식에 따라 분류하여 UI 디자인 가이드 제작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공하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분해하여 구성 요소들에 대해 분석하고, 형태 

및 속성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을 나눈 뒤 각각의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UI 디자인의 최소 구성 요소로는 표면, 

글자, 아이콘, 미디어가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컴포넌트 적용 사례를 수집하여 공통 규칙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를 

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컴포넌트는 목적에 따라 정보 탐색과 알림, 콘텐츠 전달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속성 및 고려

해야 할 점이 달라 각각에 맞는 제작 방식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머티리얼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는 UI 디자인의 지침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안드로이드,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 모바일 인터페이스, 디자인 가이드, 디자인 시스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interface design of the 

applicatio, focusing on Android’s Google Material Design Guidelines. and propose a way to produce the 

UI design guide by categorizing it according to form and combination methods. The components 

provided by the Materials Design Guidelines were disassembled form and attributes,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The components of UI design include surfaces, letters, icons, and media, which enable 

the creation of UI style guides, and the componen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with different components and rules of use used for the purpose. Based on these results, 

I would like to propose design criteria for the interface of mobile applications and how to utilize it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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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

며, 2019 모바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

안 2,940억 다운로드, 1,0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

다[1]. 2016년 대비 다운로드 수 35%, 매출 규모 75%가 

증가한 것으로 그중 국내 모바일 앱 시장규모는 39억 달

러(4조 4,100억 원)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기

록하고 있다[2].

2018년 상위 2대 주식 시장(NYSE 및 NASDAQ)에서

는 48개 기술 기업 IPO 중 80% 이상이 모바일 중심 기

업으로 나타났으며, 아래 Fig. 1과 같이 모바일 중심 기

업이 아닌 기업보다 IPO 평균 평가가 4배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2018년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의 경우 대다

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야가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부

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이 디지털 경제의 핵

심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Fig. 1. 2018 IPO of Mobile service companies

소비자들의 애플리케이션 소비량과 형태도 달라지고 

있는데, 미국, 한국, 일본, 호주의 경우 소비자 평균 기기

당 1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 

사용자인 Z세대의 92.7%는 쇼핑, 은행 등의 업무는 물론 

대다수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1.2 연구목적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수많은 기업과 개인 개

발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수

천 가지가 마켓에 올라와 있으며 기본 기능은 이미 디바

이스에 탑재되어 있기에 기능으로써의 혁신은 쉽지 않다. 

최근에는 사용자 경험이나 편의성을 향상시킨 형태의 애

플리케이션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

이며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을 

를 구축하고 일관성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를 제작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중 하

나로 여겨지고 있다[4,5].

특히 모바일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야에서는 제한된 인

력과 자본 내에서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용자 경

험을 제공하기 위한 디자인 시스템의 구축사례가 늘고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다[6]. 그러

나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이 체계적인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이는 추후 서비스 확

장이나 긍정적 사용자 경험의 제공을 어렵게 하는 요소

로 작용한다. 

1.3 연구방법과 범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오픈된 디자인 시스템을 조

사하고 이 중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구글 머티리얼 

가이드를 활용하여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이 보다 손쉽게 

디자인 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

선 UI를 구성하는 기본 구성 요소들을 분리하여 적용되

는 범위를 분석한 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디자인 스타

일 가이드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컴포넌트

들을 속성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디자인 시스템을 통해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 UI 디자인 시스템 

2.1 UI 디자인 시스템 현황

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야에서는 모바일 운영체

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을 선두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시스템이 제작 및 공개되고 있다. 그중에

서도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라인(Google 

material design guidelines), 애플의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Human interface guidelines)과 마이크로

소프트의 플루언스 디자인 시스템(Fluent design 

system)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7-9]. 

그 외에도 쇼피파이의 폴라리스(Polaris design 

system), 아틀라시안(Atlassian design guidelines), 에

어비앤비(Airbnb design system) 등 서비스 분야에도 많

은 기업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 및 배포하고 있으며, 국내

에서도 금융 서비스인 토스(Toss), 리디북스(Ridi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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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LINE)이 자사의 디자인 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10-12].

2.2 구글 머티리얼 디자인

그 중에서도 구글의 머티리얼 디자인은 2019년 현재 

전세계 76%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오픈 소스 플랫

폼인 안드로이드(Android)를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언

어로써 모바일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

되고 있다[13]. 2014년 머티리얼 디자인 1.0이 발표 되

었으며 이후 2018년 머티리얼 가이드 2.0이 발표되어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의 체계적인 규칙 및 컴포넌트들의 

정의와 활용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사용자 경험을 기준

을 제시하였다[14]. 

머티리얼 가이드 2.0의 디자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

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Fig. 2와 같이 크게 인터페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가장 작은 단위 요소인 색상, 글꼴, 레이아

웃 등에 대한 규칙 부분을 정의하는 스타일 가이드 부분

과, 인터페이스 구성 컴포넌트들인 버튼이나 리스트 등의 

정의, 활용예시 및 규격을 제시하는 컴포넌트 가이드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UI 구성 요소들의 체계적 

정의와 컴포넌트들의 규칙은 일관성 있는 사용자 경험의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15]. 

Fig. 2. Google, Material design guidelines

3. UI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3.1 UI 디자인 구성 요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는 색상, 

글자 등이 있고 이러한 요소들의 규칙을 정의한 것을 주

로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라고 불린다. 디자인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정의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

지만, 화면 디자인이 없는 상태에서 색상이나 글꼴의 규

칙을 먼저 규정하기는 쉽지 않고, 적용되는 컴포넌트의 

사례와 적용 범위 및 대상의 종류, 속성까지 이해해야 제

대로 된 스타일을 정의할 수 있다. 이에 UI 컴포넌트들을 

나열하여 포함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분해하여 살펴보

고 Fig. 3과 같이 요소별로 분리하여 보았다. 총 26개의 

컴포넌트 중, 모바일에서 사용하지 않는 2가지 컴포넌트

인 Data tables, Tooltips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컴포

넌트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Fig. 3. Material design guidelines, Components

요소들을 분해하는 기준으로는 아토믹 디자인

(atomic design) 시스템의 기준을 따랐으며 모든 디자

인 요소를 원자(atoms) 단위로 분리하고 이를 조합한 형

태를 분자(molecules)로, 유기체(organisms)로 조합하

는 형태로 분석하였다. Fig. 4에서처럼 조합된 유기체들

은 템플릿(template)으로 활용되며 다양한 페이지에 응

용된다는 원리이다[16].

Fig. 4. Atomic design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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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UI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

Table 1로 분석한 결과 UI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요

소는 색상과 그림자 등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표면, 글

자, 아이콘, 이미지와 동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는 미디어

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다. 

이후 해당 요소들이 실제 컴포넌트와 스크린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같은 목적으로 활용

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변환 규칙을 지정

하였다.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제공하고 있는 규칙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내 서비스와 브랜드에 맞추어 필

요한 컴포넌트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그 안에서 UI 구성 

요소들의 적용 사례를 모아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

하기 위한 규칙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사용자 경

험을 제공하면서도 내 서비스에 특화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Component Surface Type Icon Media

App bars O O O

Backdrop O O O

Banners O O O

Bottom Navigation O O O

Buttons O O O

FAB O O O

Cards O O O O

Chips O O O

Dialogs O O O

Dividers O

Image lists O

Lists O O

Menus O O O

Navigation Drawer O O O

Pickers O O

Progress Indicators O

Selection Controls O

Sheets O

Sliders O

Snack bars O O O

Tabs O O O

Text fields O O O

Table 1. Atomics of components 

Fig. 5. UI Design style guidelines

4. UI 디자인 컴포넌트 가이드 

4.1 UI 디자인 컴포넌트의 구성

최소 구성 요소들은 이후 조합과 반복을 통해 컴포넌

트의 형태로 전환되며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원칙에 

의해 조합되는 버튼이나 슬라이드바와 같이 단일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와 콘텐츠 유형에 따라 복잡하

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카드, 리스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컴포넌트는 스크린 내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

되며, 스크린 내의 위치가 고정 여부와 반복 가능성, 조합 

가능성, 형태의 변환 가능성과 상태 값의 유무 등 속성이 

달라 이를 잘 파악해야 한다. 그중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영향을 미치는 고정 위치와 반복 가능성을 중심으로 컴

포넌트들을 Fig. 6과 같이 재배열하였다. 

Fig. 6. Property positioning map of components

배열된 결과를 크게 A와 B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Table 2로 정리한 결과, A 영역 

컴포넌트들은 주로 정보 탐색과 중요 정보의 알림을 목

적으로 스크린 내에 고정 위치 값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B 영역의 컴포넌트들은 주로 콘텐츠 제

공을 목적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조합 

형태로 활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Component Alone Combined Repeated Varying

App bars O

Backdrop O

Banners O

Bottom Navigation O O

Buttons O O

FAB O O

Cards O O

Chips O O

Dialogs O O

Table 2. Property of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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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보 탐색을 위한 컴포넌트

정보 탐색과 알림 기능을 수행하는 컴포넌트들은 지정

된 위치 값을 가지고 단일 스크린 내에 한 번만 사용된다

는 특성뿐 아니라 컴포넌트별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컴

포넌트가 제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애플리케

이션 사용자 경험에 가장 중요한 탐색과 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보 전달 구조를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내비게이션에 활용되는 App bar, Bottom navigation 

등의 컴포넌트들과 중요 정보를 전달하고 사용자의 선택

을 필요로 하는 알림 기능을 수행하는 Dialogs, 

Snackbar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내비게이션의 컴포넌트는 크게 3가지로, A 방식은 App 

bars : top을 중심으로 Tabs 나 Navigation drawer를 

함께 활용하며 B의 방식은 App bars : bottom을 중심으

로 이후 메뉴들을 Sheets : bottom을 통해 전개하는 방

식이며, 마지막 C의 경우는 Bottom navigation을 활용

하는 형태이다. 

Fig. 7. Sequence of navigation components 

Fig. 7에서 보여 지듯 해당 컴포넌트들을 활용하고 있

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관찰한 결과 A 방식은 제공해야 하

는 메뉴의 종류와 숫자가 많고 제공해야 할 콘텐츠의 내

용이 많은 경우에 주로 활용되었고, B 방식은 최근 머티

리얼 가이드 2.0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스마트폰

의 물리적 크기가 증가하면서 한손 사용으로 좌측 상단

을 터치해야 하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개선한 형태이다. 

C의 방식은 Bottom navigation을 기본으로 하는 iOS

와의 일관성 추구 측면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이 활용

되고 있는 기준이기도 하며, 메뉴 수가 3~5개로 제한되

어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애플리케이

션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의 컴포넌트로, 그중에서도 내비게이션

의 컴포넌트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탐색과 

알림 부분이 가장 먼저 확정되어야 각각의 경험에 유기

적으로 엮어있는 콘텐츠 영역을 디자인하고 효율적인 사

용자 경험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3 콘텐츠 제공을 위한 컴포넌트 

B 영역의 컴포넌트들은 주로 정보 및 콘텐츠를 사용

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콘텐츠 

형태에 맞게 변형을 가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형태로 변

형되거나, 컴포넌트끼리 조합하고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의 컴포넌트 중에는 독립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buttons, selection 

controls 등과 컴포넌트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

작되는 cards, lists 등이 있다. 

Fig. 8. Combination of content components

이러한 조합 특성을 고려하면, 디자인 시스템에서 제

공하고 있는 컴포넌트는 순차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필요한 내

용들을 수집하고, 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조합 형태

Dividers O

Image lists O

Lists O O

Menus O

Navigation Drawer O O

Pickers O O

Progress Indicators O

Selection Controls O O

Sheets O

Sliders O O

Snack bars O

Tabs O O

Text fields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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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정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유형은 리스트였는데, 다양한 

콘텐츠 형태와 호환되도록 단일 리스트 아이템 구조를 

아이콘과 글자의 조합, 글자와 버튼의 조합 등으로 변형 

가능하게 정의해 놓았다. 이렇듯 콘텐츠 유형 컴포넌트들

은 전체 콘텐츠 형태에 맞추어 호환 가능한 형태로 디자

인하되 반복해서 사용되는 경우와 서로 다른 유형끼리 

조합되는 경우까지 고려해서 확장해 나가며 밸런스를 조

절해 나가야 한다. 

5. 결론 

UX에서의 스타일 가이드는 시각적 요소와 상호작용

하는 요소들의 표준을 만드는 것이므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

들이 손쉽게 일관성 있는 UX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효과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UI 디자인 구성 요소와 컴포넌트들의 조합 원리에 대

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구글 머티리얼 가이드와 같이 

공개된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사의 서비스에 필요

한 형태의 UI 디자인 스타일 가이드와 컴포넌트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제공하는 콘텐츠에 맞춘 

컴포넌트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 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 UI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스타일 가이드를 지정할 

때에 필요한 고려사항과 정의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컴포

넌트 가이드를 제작하기 위한 각각의 특징 및 조합규칙

에 따른 정의 순서와 제공하려는 콘텐츠에 따라 고려해

야 할 내용에 대해 제시 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이 이미 오픈되어 

있는 디자인 시스템들을 활용하여 일관성과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 UI 디자인을 개발하고, 보다 편리한 사용자 경

험을 제공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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