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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호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하나로써 문자 표지 로고가     , , 

이에 속한다 년부터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기호는 어플리케. 2007 ‘
이션 아이콘 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 

본 연구자는 년부터 년까지 모바일 디자이너로 근무  2011 2019 UX 

하면서 아이콘과 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음의 UX . 

두 가지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별 변화는 어떠한 양상인가 질문은 모  , ? 

바일 아이콘의 커뮤니케이션 역사와 관련이 있다 문자에서 발생한 . 

기호와 시각적 이미지가 변화해온 것처럼 모바일 아이콘 또한 커뮤, 

니케이션 변화를 겪고 있다.  

둘째 사용자 세대에 따라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차이가 어떤 지점  , 

에서 발생하는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 

생 한다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 세대적 환경 차이로 인해 사용자의 . , , , 

기호 이해도가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는 모바일의 등장부터 년 현재까지   , 2020

아이콘 커뮤니케이션이 변화해온 지점을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년 이후 년까지 스마트폰에 탑재된 프리로드 아이콘을 2007 2020

분석대상으로 선정하고 기호학적 관점에서 대상체 해석체 표상체가 , , ,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아이콘은 현실을 모방하는   . , 

수준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유기적 성장을 하는 문화적 기호 로서 , ‘ ’
발전하고 있다 초기의 아이콘들은 메타포 와 해석체 를 빌려와 현실. ‘ ’ ‘ ’
세계의 사물 이미지에 대입하여 그 기능과 서비스를 설명하였다 그. 

러나 년을 기점으로 스마트폰 내의 기능을 새로운 해석체로 삼2013

기 시작하였다 년 현재 아이콘은 물리적 사물이 아닌 모바일 경.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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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독자적 기반을 두고 자체적 유기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기술 발전은 새로운 아이콘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모  , . 

바일 상태에 따라 움직이는 무빙 아이콘 과 앱에 사용된 기술이 아‘ ’
이콘이 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년을 기점으로 아이콘의 매커니즘이 전환되었다  , 2013-2014 . 

아날로그 사물로부터 아이콘의 표상체를 빌려오던 방식에서 유기적, 

으로 성장하고 다른 기호의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시

작되었다.

넷째 아이콘은 사회운동과 같은 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변화  , 

하기도 한다 혹은 문화가 바뀌었음에도 기호가 고착 된 경우도 있. , , 

다. 

상세한 연구결과는 패널과 웹사이트 형식으로 제시하여 아이콘 표  

상체 변화 그래픽 트랜드 사회 기술이 아이콘에 미친 영향 등을 잘 , , /

보여줄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와 함께 차세대 아이콘 제작에 대해 

간략하게 제언하고 필요한 후속 연구들을 조명했다, . 

주요어  모바일 아이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 아이콘 어플리케이션 아: , , , , 
이콘 도상학, GUI, 
학  번 : 2019-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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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1 서 론 

제 절1 연구의 배경 

아이콘 이란 시각적 표현을 통해 특정한 존재 현상을 대표하는 신(Icon) , /

호 사인 마크 상징 등을 말한다, , .1) 아이콘은 기호로서 사람의 지식 의지 , , 

감정 등을 물리적으로 나타낸다 아이콘이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특정한 . ‘
의미로 해석되는 시각적 표현 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아이콘의 시초는 동굴벽화에 기록된 이미지에서 찾을 수 있다 벽화에 남. 

겨진 황소 이미지는 실재하는 황소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풍요와 농‘ ’ , 

사를 상징할 수도 있다 물론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할 수도 있다. . 

이 경우 황소 이미지는 물리적 실재 뿐만 아니라 비가시적 개념까지 대변, 

하는 것이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한 이미지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해왔다 황소 모양의 상형문자 이미지는 페키니아 문자로 변. /

화하면서 그리스에서는 영어에서는 가 되었다 소의 머리aleph, alpha, A . 

를 나타내는 형상이 서서히 변형되어 사물의 형상은 사라지고 라(aleph) ‘A’
는 추상이 남은 것이다.2)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변해왔고 지금도 변, 

동하고 있다 물리적 실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의미에 대한 사회. , 

적 합의 등은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유동적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한 . , 

후 년까지 약 년의 기간 동안 2020 13 모바일 아이콘의 형태와 의미는 점진

적으로 변화해왔다 그 대표적 사례는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전화 기능 . ‘ ’ 
아이콘이다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 아이콘은 수화기를 메타포로 만들어졌. ‘ ’ 
다 수화기는 과거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유선 . 

전화기의 수화 부분을 메타포로 만든 아이콘이다 그러나 년 이후 한국. 2007

1) 함영훈 픽토그램 좋아보이는 것들의 비밀 서울 길벗 . 2013. . : . 33.
2) 인건과 기호 신항식 옮김 서울 창지사 Adrian Frutiger. 2007. . . :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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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가정용 전화기 보유율은 년 , 2011 77.9%

에서 년 로2019 34.5% 3) 급격히 감소하였다 수화기 사용율이 점차 떨어지 . 

면서 수화기 에 대한 인식 변화도 시작되었다 문제는 유선전화 수화기를 ‘ ’ .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에서 수화기 모양의 전화 아이콘을 제대로 인식하기 , 

어려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기성시대에게는 익숙한 모양이 어린. 

이나 청소년 세대에는 생소한 것이다 새로운 세대의 사용자들은 그 의미. “
를 모르는 채로 받아들이는데 이모티콘 모양의 원본 을 알기 전에 스마트, ‘ ’
폰 속 이미지를 먼저 마주하게 되기 때문 이다” .4) 전화 라는 행동을 의미하 ‘ ’
는 아이콘의 수화기 모양을 사용하다가 사용자들이 수화기 자체를 접촉할 , 

기회가 줄어들면서 수화기를 못 본 세대들은 그 의미의 기원을 알지 못한 

채로 전화 아이콘을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플로피디스켓 모양의 저‘ ’ . 

장 기능 아이콘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현상에 비추어보면 아이콘이 가진 사회적 약속 즉 커뮤니케이션 방법, , 

이 사용자 세대에 따라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등장 이전의 . 

세대는 수화기 라는 실재로부터 메타포를 사용하여 수화기에 대한 아이콘이 ‘ ’ , 

가진 사회적 약속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배웠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장 이후 . 

태어난 세대 혹은 수화기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수화기 모양 을 접해, ‘ ’
보지 못한 채 학습이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그 사용법을 유추하는 것이다.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의 격차는 스마트폰을 접하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

차 낮아지면서 향후 더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년 애플사에서 을 , . 2007 iPhone

출시한 이후 태어난 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스마트 미디어와 스마트폰, 

을 접한 세대다 이 세대는 세대 즉 젠지 세대라 불리며. Generation Z , ‘ ’ , 1995

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년, . 1980

3) 정용찬 최지은 김윤화 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방송통신  , , . 2019. 2019『 』 
위원회. 70.
4) 김범수 아빠는 아는 카메라 메일 전화기모양 이모티콘 요즘 아이들은  . 2018. “ . .
왜 그런지 몰라요 조선비즈.” ’, last modified Aug. 18.2018, accessed Nov, 
17.20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17/2018081702499.ht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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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말부터 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를 비롯하여 앞선 세대들은 1994

디지털 경험과 약간의 아날로그 기기 경험을 함께 가지고 있다 반면 젠지 세. , 

대들은 수화기 플로피 디스켓 같은 사물들을 접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다, .

젠지 세대의 등장으로 스마트폰 사용자 저연령화 또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오주연 박용완 에 따르면 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중 응답자. (2019) 6・
의 가 자녀가 스마트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59.3% , 45.1%

가 개월 미만에 스마트 미디어를 최초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12~24 .5) 이는  

김경윤 조경선 황은미 외 의 연구결과에 나타난 만 세 보다 더욱 낮(2014) 3・ ・
은 연령으로 나타나 저연령화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판단된다 년이라는 짧. 5

은 기간 사이에 스마트 미디어의 사용자 저연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한 년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우리의 생활은 많이 2007

변했다 사용자의 저연령화는 물론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로 생기거. , 

나 없어진 서비스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급속한 변화 . 

속에서 사용자 세대와 제작자 세대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년에 태어난 젠지 세대가 살이 되는 현재 젠지가 사용하는 모바일은 1995 25 , 

젠지 이전에 태어난 밀레니얼 그리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만들어 왔다, X, .  

밀레니얼과 세대는 모바일 시장의 변화를 몸소 경험해하면서 시간이 지남X 

에 따라 학습하고 적응해 왔다 그러나 젠지 세대는 윗 세대가 사용하는 모바. 

일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다소 일방적으로 배우고 적응해야만 하는 것이

다. 

5) 오주연 박용완 영유아의 스마트 미디어 사용 실태 및 부모 인식 분, . 2019. 『
석 육아정책연구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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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아이콘은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대. 

표하는 아이콘 기능을 수행하는 아이콘 현재 상태를 표시하는 아이콘 등 다양한 형, , 

태의 아이콘들이 존재한다 아이콘은 사용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 

어포던스 역할을 하며 때로 문자 글자 형태로 된 버튼을 대체하여 사(Affordance) , 

용되기도 한다. 

어플리케이션 앱아이콘은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역할 

하는지 직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회사의 브랜드를 ·

대변하기도 한다 모바일 사용자들이 앱. (App)6) 실행하기 위해선 앱 아이콘 , 

과 이름을 통해 사용하려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별한 후 앱 아이콘을 터치해 , 

기능을 실행한다 즉 앱 아이콘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전에 보는 첫 번. , 

째 어포던스이자 기호인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모바일 기능들을 사용. ,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기호가 앱 아이콘이다. 

앱 아이콘은 이미지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문자나 음성 언어보, 

다 큰 장점을 가질 때도 있다 말과 글자는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본래 기표. , 

에 존재하는 의미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거나 개념이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 

그러나 모바일 앱 아이콘의 경우 상세한 번역 차이는 있지만 사용하는 개념, 

과 기능은 동일하기 때문에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 

쉽게 공유 가능한 기호 이다‘ ’ . 

이러한 장점 덕분에 전 세계 사람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특히 언어는 상당한 학습이 필요한데 모바일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도. , 

록 돕는다 스마트폰 사용 인구를 살펴보면 년 . , 2019 기준 세 이상의 휴대전6

화 보유율은 로 개인 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상이 스마98.5% , 90% 

트폰을 보유하고 있다 개 국가 중 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 52 66%

있다.7) 앞의 수치들은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존재하며 스마트폰을  , 

6)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줄인 말로 본 연구에서는 단어 구별과  
축약을 위해 특정 기능을 지칭할때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앱이라 기술하였다 아. 
이콘의 이미지를 지칭할 때는 앱 아이콘으로 분류하였다.  
7)“Smartphone penertation to reach 66% in 2018, zenith media”.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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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통 아이콘을 사용하면서 아이콘의 이미지와 의미를 공유하는 , 합의 ‘
공동체 는 이제 개별 국가 언어권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 가능함을 시사한다’ , . 

그림 [ 1 -1] 방송통신위원회 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19 , 73『 』

아이콘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니즈 사회적 경험 이용 현상 사, , , 

용자들의 사회적 관습 및 생활의 변천사를 읽어낼 수 있다 이미지는 역사적. 

으로 형성되어온 미적 경험과 관습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구성되기 때문

이다.8)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자는 구매자의 니즈 변화하는 사회적 경험 현 , , 

상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모색한다 그러므로 많은 인구가 기호. 

로 사용하는 앱 아이콘 이미지를 분석해보면 사회 일반이 공통적으로 경험했, 

거나 비교적 규모가 큰 사회적 경험 사건을 알 수 있다, .

아이콘 변화 과정 연구는 양적으로 많은 사람을 연구하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 사이의 시차 또한 살펴볼 수 있다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라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인구학적 변수나 개인적 조건에 따라 경

험적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의사소. , 

통 의제에서 세대간 격차는 중요한 문제이다 뉴스와 여론을 통해 이 문제가 . 

제기되고는 있으나 상세한 연구는 부재하다 아이콘이 변화하면서 어떤 지점, . 

에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가 생겼는지 변화되었는지 연구된 바가 없, 

다는 뜻이다. 

modified Oct,16,2017.accessed Jan,23,2021,
 https://www.zenithmedia.com/smartphone-penetration-reach-66-2018 
8) 조항제 외 미디어 문화연구의 질적방법론 한국언론정보학회 . 2015, .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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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수가 사용하는 아이콘의 기호적 사용 변화를 추적하는 기초 

연구이다 모바일 주 사용 시기에 따라서 앱 아이콘 커뮤니케이션에서 차이가  .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추적해보고 아이콘 커뮤니케이션 변화 속에서 향후 , 

아이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이 변. 

화 양상에 차세대 아이콘은 제작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매커니즘에 따라 앱 , 

아이콘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보고자 한다. 

제 절 연구 방법 3 

본 연구는 스마트폰 등장 이후 아이콘의 변화와 기술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시각화 작업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이 등장. 

한 맥락을 보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모바일 시장의 큰 주출을 이루는 플랫폼과 제조사를 선정하여 프리, 

로드 앱9) 및 기본 제공되는 아이콘을 수집하였다 .

둘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제공하는 제조사에 따라 기호적 형, 

성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각 회사별로 아이콘 변화를 살펴보면서 플. 

랫폼 모바일 기술 하드웨어 등의 변화도 큰 맥락에서 함께 읽어보았다 구, , . 

체적으로는 모바일 시장의 큰 트랜드 제조사들의 상호 연결성 모바일 기, , 

술 발전과 아이콘 사이의 영향 유무 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앱 종류에 따라 아이콘의 시간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 

셋째 앱 아이콘이 기호로서 사용되는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두 , , 

번째 과정보다 미시적으로 앱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별히 기호학적 관. 

점에서 퍼스의 삼원론을 사용하였다. 

넷째 작품연구파트로써 시각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본론에서 분석한 모, . 

바일 아이콘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였다 제조사에 따른 반영도 앱아이콘 . , 

트랜드 흐름 등을 크게 보여주는 시각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앱 종류. 

9) 모바일 기기를 구매하면 구매하고 나서 사용자가 추가적인 설치 없이 기본 , 
적으로 디바이스에 설치 된 어플리케이션 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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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앱 아이콘의 표상체가 변화, , 

한 과정을 시계열에 따라 볼 수 있도록 시각화 작업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본 논문의 발전 가능성 후속 연구 주제 등을 논의, 

하였다 덧붙여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차세대 아이콘을 간략하게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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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2 본 론  

제 절1 이론적 배경  

1. 기호학

기호학은 세기 초 언어학자 소쉬르 에 의해 처20 (Ferdinand de Saussure)

음 제창되었다 기호학은 언어를 기표와 기의로 나누는 소쉬르의 기호학에. 

서 시작하여 후기 퍼스 의 기호학까지 다양하게 세(Charles Sanders Peirce)

분화 되어있다. 

전기 소쉬르의 기호학과 후기 퍼스의 기호학 간 차이점은 아이콘을 명명

하는 지시대상의 여부다 소쉬르의 기호학은 지시 대상을 배제한 이원체계. 

이고 퍼스의 기호학은 지시대상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삼원체계이다, .10) 즉 , 

퍼스의 기호학은 의도적으로 아이콘의 의미에 대해 지정할 수 있음을 염두

에 두었다. 

세미올로지 는 소쉬르 계통의 기호학을 지칭한다 소쉬르의 기(Semiology) . 

호학은 언어는 기표 와 기의 로 구성된다 전경갑 오창호(Signifiant) (Signifie) ( , , 

기표는 외부적 표현이고 기의는 내부적 의미를 말한다 소쉬르2004, 24). , . 

는 이 두 가지가 구조적으로 결합되어야 언어가 되는 것이라 본다 또한 소. 

쉬르의 기호학은 언어의 무의식적 결합을 강조한다 사고체계가 필연적으로 . 

언어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소쉬르의 기의는 자연 발생하거. 

나 오래된 관습으로 고착화 된 기호를 분석할 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음, . , 

악을 뜻하는 음악 기호는 악보에 표기하는 음표의 모습이다 오선지 없는 . 

음표만으로는 음악자체가 완성되기 어렵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음표만 본. , 

다 해도 음악을 연상한다.

소쉬르는 한 언어가 존재하려면 사람들 사이에 어떤 것이 다른 무엇을 “
나타낸다고 하는 합의만 있으면 된다”11) 라고 표현했다 아이콘은 스마트폰 . 

10) 전경갑 오창호 문화적 인간 인간적 문화 기호학과 문화이론 서울 푸, . 2003. · : . :

른사상. 37.
11) 보이는 기호학 서나연 옮김 서울 비즈앤 비즈 David Crow, 2016, . . : . 9.



- 9 -

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어플리케이션 을 사용하는 방법이자‘ ’ ,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는 합의 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 이‘ ’ . 

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이 단순한 의 한 종류를 넘어 스마트UI ,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통적 기호 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방증‘ ’
한다 모바일 아이콘은 국적과 세대를 관통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호이며 전 세계 사람을 하나의 합의 공동체 로 , ‘ ’
묶어주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 보편의 기호가 변해온 과정 현재의 모습 등. , 

을 분석해보면 미래의 기호적 변화양상 또한 가늠해 볼 수 있다, .

전기 소쉬르의 기호학이 언어적 수사법으로 언어학에서 말하는 기호학이

었다면 롤랑바르트 는 더 넓은 범위의 기호학으로 , (Roland G rard Barthes)é
발전시켰다 롤랑바르트는 언어학을 확장하여 소쉬르의 의미체계 안에서 이. , 

미지에 대해 재해석하였다 롤랑바르트는 기호는 언어뿐만 아니라 기호학은 . 

이미지 소리 몸짓 대상 모두 체계의 일부며 기호학적 의미가 있다고 확장, , 

했다(David Crow, 2016, 62).

소쉬르 계열의 세미올로지와 다르게 세미오틱스 는 퍼스의 전, (Semiotics)

통을 계승하는 기호학 종류들을 말한다. 

퍼스는 기호를 표상체 대상체 해석체 세 가지로 분류한다 대상체는 기, , . 

호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를 말한다 인스타그램이라는 기업 자체 인스타그. , 

램이라는 서비스자체는 앱 혹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존

재다 대상을 직접 만질 수도 있고 만질 수 없기도 하다 인스타그램이라는 . , . 

사진을 올리고 분석하는 총체적인 서비스 자체가 바로 대상체다 기업들이 . 

제공 혹은 판매하고자 하는 서비스나 기능이 대상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표상체는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기호 자체를 말한다 디자인에서. 

는 디자이너가 차용하는 기호 메타포가 될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폴, . ‘
라로이드 카메라 모양 기호가 사용된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두 글이’ . 

나 사진을 게시할 수 있는 지만 인스타그램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표SNS , 

상체로 삼았다는 점에서 페이스북과 다른 표상체를 사용한다 인스타그램은 . 

표상체를 단순한 사진기가 아닌 폴라포이드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앱의 , 

이미지를 즉석사진 과 강하게 결부시켰다 표상체에 따라 대상체의 이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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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착하는 의미 또한 다양해지는 것이다. 

그림 [ 2 -1] 퍼스의 삼원론으로 분석한 인스타그램 아이콘

 

소쉬르의 기호학이 기표와 기의로 나뉘어져 기호의 필연성에 주목했다면, 

퍼스의 기호학은 의도를 가진 어떤 개체가 기호 형성에 개입하였다고 본다

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두 기호학의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해서 두 관점이 대립한다거나 전 , 

혀 다른 이론으로 볼 수 없다. 움베르트 에코는 이 두 관점 모두 통용 가능

하며 서로 다른 이론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인위적 주체의 존재 여부. 

에 따라 이분화 할 수 없으며 퍼스의 이론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기호를 , 

포착할 수 있고 소쉬르의 정의를 통해서도 의도적 인위적으로 생산된 기호, /

를 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12) 다만 퍼스는 기호의 의미가 해석자의 조건 /

배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퍼스의 관점에서는  또한 해석. 

자의 교육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색상과 기호가 다르게 해석 가능하다는 , 

점에 주목했다.13) 

세미오틱스 세미올로지 이외에도 기호학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각이 존재, 

12) 일반 기호학 이론 김운찬 역 열린책들 Umberto Eco.2009 . , . 2009. 36 .
13) David Crow,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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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아이콘을 제작하는 주체가 존재하고 인. , 

위적인 제작자와 그 기호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였‘ ’
다 제작자의 의도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신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본 연구. 

는 세미오틱스의 관점에 기반을 두었다 모바일 아이콘이 글자처럼 자연발. 

생적으로 발생한 아이콘이 아니라 매년 고안과정을 거쳐 출시되는 상품 의 , ‘ ’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2. 선행연구  

아이콘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자 방법으로 보고 기호학적 관점에서 아

이콘을 분류한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성훈 외 은 퍼스의 삼원. (2011)

론으로 아이콘을 분석함으로 아이콘이 가진 지표적 도상적 상징적 기호를 , 

추출하고 아이콘의 기능과 해석체의 일치 정도를 분석하여 아이콘의 의미 , 

전달과 효율성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14) 해당 연구는 기호를 대 

상체 해석체 표상체로 분류한 다음 대상체를 비교 연구했다는 점에서 본 , , , 

연구와 방법이 유사하다 다만 본 연구는 김성훈 외 연구와 비교하여 . (2011) 

분석대상에 있어서 가장 큰 차별성을 지닌다 기존의 연구는 년 수집한 . 2011

안드로이드 기본 아이콘은 이른바 로 이는 개발자 모드에 ‘factory mode’ , ‘ ’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아이콘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물론 모바. 

일 시장을 점유한 삼성전자 전자 팬택 큐리텔과 같은 제조사들은 자체, LG , &

적으로 디자인한 아이콘과 을 모바일에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UX . 

아무리 안드로이드가 점유율이 높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개발자만 접할 수 

있는 아이콘을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다른 차이점은 본 연구는 제조사별로 년부터 기본 제공되는 아, 2007

이콘을 수집하고 아이콘의 해석체와 대상체가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살펴본

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이콘이 변화하는 과정. 

을 읽어내고 기호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하는 데 목표를 , 

14) 김성훈 권동은 기호학적 관점에서의 스마트폰 아이콘 연구 디자인 , , 2011. “ ” 
지식저널, 18(),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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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이 외에도 신규 아이콘 제작을 분석한 연구가 존재한다 아이콘 커뮤니케. 

이션 방법이 변화하면서 기존 메타포로 사용하던 기물이 사라진 경우가 발

생하였기 때문이다 강승헌ㆍ박규원 은 대상을 반영한 아이콘은 시대. (2016) “
의 흐름에 따라 변한 현재 시대가 반영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낀다”15)라

고 언급하며 시대 흐름에 따른 저장 아이콘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연, 

구하였다 또한 저장 아이콘이 변경 될 경우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 , 

는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변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강승헌 박( , 

규원 해당 연구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저장 아이콘에 한, 2016, 71-84). 

정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보다 범위를 확장하여 앱의 대표성을 띄는 아이, 

콘에 주목하였다 서비스 자체와 사용자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함께 읽어. 

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15) 강승현 박규원 저장 아이콘 디자인 리뉴얼을 통한 에  , . " Refresh Perception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 14.1 (20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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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2 모바일 아이콘의 현황 

1. 모바일 아이콘의 정의와 사용 

모바일 내에서 사용되는 앱 아이콘은 어플리케이션의 존재를 알리고 상

징하는 역할을 한다 판 디자인 가이드를. adobe XD iOS14 16) 살펴보면 아 , 

이콘 배치에 대해 그림 과 같이 보여준다 홈 스크린에서 앱 아이콘은[ 2-2] . , 

크게 앱 아이콘 이미지와 앱 이름으로 구성되어있다 앱 이름은 앱 아이콘 . 

이미지 하단에 위치한다.

그림 [ 2 -2] I 디자인 가이드에서 제시한 앱 아이콘 배치 형태OS 
 

디자인 가이드 는 시스템 상에서 앱 아이콘이 사용되는 가지 (Apple 2020) 5

형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가이드에 제시한 화면 중 다만 홈 스크린 하. , 

단아이콘 내의 독 퀵액션 에서는 앱 이름 없이 아이콘 (Dock), (Quick Action)

이미지만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앱 아이콘 대부분이 앱 이름. 

과 함께 병기되는 형태로 사용되지만 글자 설명 없이 이미지 자체만으로도 , 

앱 아이콘 이미지의 독립적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16)Apple. 2020. “Design Templates+UI elements+Guides-iPhone,iOS14 
adobe XD, 2020”. apple developer. accessed Nov,11,2020.
https://developer.ap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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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3] 배포용 에서 제공하는 아이콘 가이드 adobe XD

모바일 앱 아이콘은 출처에 따라 프리로드 아이콘과 다운로더블 (Preload) 

앱 아이콘으로 나뉜다 프리로드 아이콘은 서비스를 제공하(Downloadable) . 

는 제조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다운로더블 아, . 

이콘은 기본적으로 깔려있진 않지만 다운로드나 다른 연결 방식을 통해 사용

자가 설치하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한다 프리로드 아이콘이나 다운로더블 . 

앱 아이콘 이미지는 아이콘 다운로드시 앱에 포함되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 

아이콘이나 제조사에 따라서 일부 앱 아이콘의 이미지는 사용자가 수정할 수, 

도 있다. 

는 년 버전부터 사용자가 아이콘을 제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iOS 2018 12

가하였고,17) 년 버전에서 사용자가 위젯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 2020 iOS14

을 추가하였다 위젯은 홈스크린에서 기능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 

나 정보를 훑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이처럼 위젯 기능이 추가됨과 , . 

동시에 홈스크린 영역에서 사용자의 커스텀이 가능한 영역 또한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아이콘 이미지 변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앱 아이콘을 통해 특정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디바이스는 모바일 

17)James Vincent. 2020. How to customize your iPhone’s home screen 
with widget and app icons“, The verge, last modified Sep,21,2020. 
accessed Nov,17,2020. 
https://www.theverge.com/21448712/customize-iphone-home-screen-app
-icons-widget-io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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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만이 아니다 에서도 아이콘을 통해 특정 기능 서비스를 실행하게 된. PC , 

다 아이폰 용 아이콘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또한 앱 아이콘 이미. , PC 

지와 앱 이름을 사용한다. 

그림 [ 2 -4] 제록스스타 윈도우즈 윈도우 매킨토시 아이콘 , 1.0, 3.0 

 
최초로 아이콘 이미지와 이름으로 기능을 표현한 사례는 년 제록스 1981

스타에서 출시한 시리즈이다 제록스 스타는 글자만 존재하던 컴퓨터 시8010 . 

스템에 이미지와 글자로 된 아이콘 형태를 제시한 컴퓨터이다 제록스 스타‘ ’ . 

에서 제공하던 최초의 아이콘은 앱 아이콘 이미지 내부 에 글자를 배치하던 ‘ ’
방식이었다 이후 년도에 윈도우즈 에서도 이미지를 활용한 아이콘을  . 1985 1.0

배포하였지만 앱 이름을 병기하지는 않았다 년 윈도우 에 이르러서. 1990 3.0

야 앱 이미지를 상단에 배치하고 앱 이름을 이미지 하단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윈도우 과 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아이콘 . 10 iOS

아래 앱 이름을 배치하는 형태의 아이콘이 자리잡게 되었다 모바일 기기의 . 

출시 시기 분포로 미루어 보아 스마트폰의 아이콘 형태는 모바일에서 많은 ,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앱 아이콘은 모바일 기기의의 등장으로 독특하. 

게 나타난 인터페이스가 아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해왔던 인터페이스가 모바일. 

에 맞게 변하고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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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아이콘 수집 분류와 기준 

스마트폰이 최초로 출시된 년 이후부터 년까지 모바일 제조사 2007 2020

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의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을 수집하였다. 

년도 분기의 모바일 점유율을 참고하여 점유율이 높은 제조사 순서대2020 1

로 아이폰 삼성 화웨이를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 .18) 

분석대상은 제조사의 어플리케이션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최초

에 한번 이상은 보게 되는 프리로드 아이콘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년 . 2007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기준으로 수집하고, 

년 전에 없어지거나 업데이트가 전혀 없었던 서비스 출시된 지 년이 2020 , 1

안된 서비스는 제외했다 구글은 제조사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 ,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개발 회사이고 또 삼성 같은 안드로이드 플, 

18)“smartphone shipment decline 2.3% in the second quarter on 
continued chanllenges acreoss most major regions, according to IDC’, 
IDC, last modified Jul. 31. 2019, accessed Nov.17.2020, ,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46264320 

그림 [ 2 -5] 년 분기 모바일 시장 점유율2020 1 , I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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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에 기본적으로 앱을 제공하고 있어 모바일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해 

수집 범위에 포함하였다 같은 구글의 앱은 삼성과 화. Gmail, Google map

웨이 애플 같은 제조사에서 동일한 기능의 앱을 제공하고 있어 수집 사례, 

에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모바일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추가하였다. SNS . 

수집한 아이콘 개수와 종류는 표 과 같다[ 1-1] . 

종류 앱 명 아이콘 개수 

iOS 18

phone, reminders, 
recorder, Email, 

newsdesk, safari, music, 
sir, message, camera, 
calculator, settings, 

calendar, map, weather, 
Phone book, photos 

66

구글 5 
G-mail, map, google, 

Youtube, news 
20

삼성 15

전화 설정 인터넷 달력, , , , 
갤러리 카메라 시계, , , 

메시지 전화번호부 비디오, , , 
뮤직 이메일 보이스레코더, , , 

계산기 빅스비, 

154

화훼이 14

Phone, email, internet, 
message, contact, music, 
pictures, calender, clock, 
calculator, camera, video, 

settings, voice recorder 

103

기타 1 instagram 4

계 개316

표 [ 1 -1] 수집한 아이콘 개수 및 종류  

애플에서 만든 은 기기의 판매일자와 상관없이 기존 기기들이 동iPhone , 

일한 를 사용한다 애플사는 출시 버전 아니라 버전별로 아iOS . iPhone ,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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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콘이 업데이트 된다 따라서 는 버전 업데이트 기준으로 변경된 아이. , iOS

콘을 수집하였다 에서 가장 업데이트를 많이 한 아이콘은 계산기 앱으. iOS

로 회 아이콘을 변경하였고 가장 작게 변경한 아이콘은 총 회 변경한 전6 , 2

화 앱이다 구글의 경우 년부터 년까지 제공한 아이콘 중 다른 . 2008 2020 3

사 제조사와 기능이 유사한 서비스들만 수집하였다.

삼성과 화웨이는 매년 다른 모델의 모바일을 발표하면서 프리로드로 탑, 

재된 아이콘 디자인을 함께 변경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삼성의 경. 

우 년부터 년까지 등장한 겔럭시 시리즈를 기준으로 시리즈 2010 2020 S S 

아이콘을 수집하였다 삼성은 매년마다 프리로드 앱을 개선하였기 때문에. , 

이 연구에서도 다른 회사 대비 수집할 수 있는 아이콘의 개수가 가장 많았

다 삼성의 프리로드 앱 중에서 뮤직 비디오 등 몇 가지 앱은 프리로드가 . , 

아닌 다운로드 앱으로 프리로드 제공 여부가 다르지만 아이폰과 타사에서 ,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본 수집 범위에 포함하였다.

삼성은 년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을 출시하였지만 2009 Galaxy S

삼성에서 자체적인 를 제공하지 않았다 겔럭시 은 구글 기본 아이콘UX . S1

을 활용하였고 이듬해 년 부터 터치위즈 라는 자체 , 2010 Galaxy S1 UI UX 

브랜드를 탑재하기 시작했다.

화웨이 역시 년 월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를 출시를 시2011 9 Honor

작으로 년 월 플래그십 시리즈 을 출시하였다 의 경우 화웨이2012 1 P1 . P1 , 

에서 출시한 최초의 플래그십 시리즈 모바일이지만 화웨이의 자체 디자인, 

이 아닌 안드로이드의 기초 제공되는 이 일부 있어 자료 factory mode icon

수집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년 버전부터 년 에 발표한 버전에 들어있는 2013 EMUI1 2020 3Q EMUI11

기본 아이콘들을 수집하였다 출시 당시에는 화웨이에서는 기본적으. EMUI , 

로 바꿀 수 있는 아이콘 스타일을 여러 종류 제공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기본으로 정의된 스타일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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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아이콘의 전체 변화 

제조사 기기 에 따라 아이콘 변화 맥락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 OS , 

년간 모바일 시장에 어떠한 거시적 흐름과 변화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13

해 수집한 아이콘을 회사와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여 분석하였다 제조사. 

의 모바일 아이콘의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별로 아이콘 변화의 특징은 업데이트 주기 였다 화웨이와 삼, ‘ ’ . 

성은 매년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아이콘을 변경하여 출시하였다 반면 구글. 

과 애플은 매년 업데이트 하지 않고 년 년에 대부분의 아이콘을 , 2013 , 2017

업데이트 하였다 이외의 일부 아이콘들은 매년 업데이트 하는 형식이었다. .

그림 [ 2 -6] 수집한 아이콘들을 회사별 시간별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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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체 제조사의 그래픽 스타일이 플랫디자인 으로 바뀌었다, ‘ ’ . 2007

년과 년의 아이콘 이미지를 비교해보면 물체의 음영 질감표현이 많이 2020 , , 

줄어들고 단순화 된 모습을 알 수 있다 즉 년 초기에는 스큐어모피즘. , 2007

이 반영된 아이콘을 사용했다 스큐어모피즘 은 스큐어모픽 . (skeuomorphism)

디자인이라고도 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와 물체의 일부를 디자인에 응용

하는 화면상에 메타포 표현이라 정리한다.19) 실물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면 

서 실물이 가진 특징인 질감 음영 그림자 효과 등을 사용하여 사물과 흡, , , 

사하게 묘사하는 특성을 지닌다 스큐어모피즘을 탈피하고 플랫디자인으로 . 

가기 시작한 것은 년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한다 년 업2013 iOS . 2013 iOS 

데이트 이전에는 아이콘에 음영과 질감표현이 많았고 이후에는 픽토그램의 , 

굴곡과 디테일이 많았다. 

그림 [ 2 -7] 스큐어모피즘 탈피전 좌 후 우 의 아이콘 ( ) ( )

19) 오인균 정석길 애플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적용된 스큐어모피즘 , . 2013.“  UI 
표현 특성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skeuomorphism) ”.  , 13(2).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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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년 업데이트 이후 구글도 년에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 iOS 2013 , 2014

가이드를 발표하면서 와 아이콘을 제작하는 스타일이 바뀌었다 구글 머UX . 

터리얼 디자인 가이드 에서는 종이의 그림자 효과로 디자인 (Google 2014)

레이어를 나눈다 이 과정에서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 역시 스큐어모피즘에. 

서 벗어나는 형태를 보인다 표상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던 아이콘이 레이. 

어를 나누는 과정에서 많이 단순화 되고 아이콘 내부의 음영 또한 줄어들, 

었기 때문이다 각 회사별로 단순화 된 시점을 비교하면 구글은 년도. , 2014

에 변경되고 는 년 앞선 년도에 업데이트 되었다 시간대로 보아 , iOS 1 2013 . 

구글이 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플랫한 디자인을 원하iOS , 

는 시장의 요구가 매우 커서 두 회사의 업데이트를 유도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구글와 가 플랫한 스타일로 아이콘을 업데이트 한 이후 다른 제조사iOS , 

들은 두 회사의 영향을 받아 아이콘 그래픽 스타일을 변경한 것이 보인다. 

화웨이의 버전에서 아이콘의 음영을 없애고 단순화한 형태의 아EMUI 2.0 , 

이콘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삼성은 보다는 구글의 머터리얼 가이드의 영향을 빨리 반영하여 아iOS , 

이콘을 하나의 레이어와 층으로 구별하면서 아이콘 형태를 단순화 시킨 부

분이 보인다 년에 선보인 기종에서 년에 비해 아이콘이 단순화 . 2014 S5 2013

되었으나 아이폰에 비해 표상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스큐어모피즘, 

을 탈피했다 보긴 어렵다 이후 년에 나온 부터 메시지 갤러리 폰. 2016 S7 , , , 

뮤직 캘린더 같은 앱에서 그림자가 사라지고 년부터 모든 아, , E-mail , 2017

이콘이 라인타입으로 변하면서 그림자와 음영이 사라졌다. 이 외에도 플랫

디자인을 적용하는 정도가 회사별로 달랐다 기호학적으로는 대상체 를 해. ‘ ’ ‘
석체 에 반영할 때 얼마나 직접적으로 반영했는가는 회사에 따라 달랐다’ . 

셋째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여 아이콘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무빙아이콘, ‘ ’
이 적용하는 흐름도 볼 수 있다 년도 에서 스큐어모피즘을 버리고 . 2013 iOS

플랫디자인을 적용하면서 시계앱과 캘린더 앱에 무빙아이콘을 적용하였다, . 

년 이전에는 특정 시간과 날자가 고정된 형태의 아이콘을 시계와 캘린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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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앱에 반영하였으나 이후에는 실시간과 현재 날자가 반영되는 무빙 아, ‘
이콘 을 사용하게 되었다 에서 무빙 아이콘을 적용한 이후 화웨이는 ’ . iOS , 

년에 삼성은 년에 각각 무빙 아이콘을 적용하였다2014 , 2016 .

아이콘 그래픽의 변화과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가 가장 먼저 스큐어 , iOS

모피즘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 

자 아이콘 디자인 영역에서 다른 후발주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

다는 것을 방증한다.

넷째 회사별로 색상을 쓰는 방식이 달랐다 삼성과 구글은 특정 색상 군, . 

을 제한하여 사용한다 삼성전자는 출시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에 . 

앱에 동일한 색상 군을 지속적으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한 종류의 아이콘이 . 

몇 년 동안 유사한 색상군을 유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구글의 서비스로 . 

나온 앱들은 아이콘의 표상체만 다르고 색상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여 구

글 계열의 서비스임을 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에 따른 아이콘 차별이 사라졌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 OS . 

와 안드로이드용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서로 다른 아이콘을 제iOS

공해왔다 구글맵의 경우 년까지 안드로이드와 의 아이콘을 다르게 . 2016 iOS

제공했다 즉 같은 서비스지만 안드로이드 사용자와 사용자가 보는 아. , iOS 

이콘 형태가 조금은 다른 형태인 것이다 그러나 년에는 통합적으로 사. 2020

용하여 에 따른 아이콘의 이원화를 없앴다OS .

화웨이는 년부터 년까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모2012 2019

바일을 출시하였으나 년 월 자체 플랫폼 홍가 를 발표하면서 자체 2020 9 OS ‘ ’
를 사용한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플랫폼에서 사용하던 아이콘 스타일은 OS . 

계승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년 현재 스마트폰 점유율 상위 개 . 2020 3

시장에서 사용하는 는 세 종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변화에서는 큰 OS , OS 

차이 없이 각 회사의 업데이트 및 디자인이 점차 동기화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조사별 앱 아이콘 디자인 변화의 거시적 흐름이 사용자 세대의 의사소

통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추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년을 기점으. ‘ 2014

로 모바일 시장의 아이콘이 전체적으로 플랫해지고 와 제조사들이 상호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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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년대에 가까워 올수록 모바일 기종에 상관, 2020

없이 플랫디자인에 대해 동일한 경험과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하고 있을 가능

성이 크다. 

4. 앱별 아이콘의 변화 양상 

앞 절에서는 전체적인 모바일 아이콘 그래픽의 변화를 기호학적 관점에

서 읽어내었다 이번 파트에서는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미시적으로 분석. 

하였다.

연구자가 조사한 바 제조사 개 앱 서비스 회사의 개 앱 총 개 앱 42 , 8 , 50

중 유사한 기능을 하는 앱들을 묶어 앱 종과 개로 분류하였다 총 , 15 SNS 1 . 

종류의 앱을 대상체로 선정하였고 해당 앱 아이콘 이미지를 해석체와 표16

상체로 분류하였다 해석체와 이를 표현하는데 사용한 표상체를 앱 아래 별. 

도 표기하였다 이는 표상체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앱별. . 

로 변경된 부분은 인사이트 부분에 정리하였다 앱별 아이콘 변화 양상을 .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화 앱1) 

전화를 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제조사 사 모두 Phone, Call , 3

동일하게 수화기 메타포와 녹색 계열을 색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화웨이만 . 

년부터 년까지 파란색 계열의 색상을 잠시 사용하기도 했지만 2015 2017

년부터 다시 녹색색상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아이콘 내부에 사용된 2018 . 

수화기 표상체도 도 각도 기울여진 형태로 유지되었다 전화 앱은 다른 45 . 

앱에 비해 사가 지난 년간 유지해온 아이콘의 해석체와 표상체가 매우 3 10

유사한 형태와 색상을 가지고 있다 애플 삼성 화웨이 모두 수화기를 도 . , , 45

각도로 기울인 형태에서 사용하다가 년 삼성에서만 수화기를 도 직 2019 90

각으로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에 변화 흐름을 나타내었다. [ 2-8] . 

사용자 세대 변화를 분석해보면 년 기준 가구당 스마트폰 보유율은 , 2013

였으며 집전화가 아예 없는 가구비율은 년 였다가 다음해68.8% , 201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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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8] 전화 앱 아이콘 이미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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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년 로 증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이 현상을 고2014 39.6% ( , 2014, 55). 

려해보면 년부터는 수화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모바일만 경험한 , 2013-2014

세대가 적지 않게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에 이르. 2019

면 집 전화 보유율은 로 집전화가 없는 비율이 집전화가 있는 비율34.5% , 

의 약 배로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방송통신위원회2 ( , 2019, 96). 

이처럼 집 전화 보유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은 집 전화를 경험하지 못

한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본 연구의 서론에서 제시한 뉴. 

스 내용과 같이 변화하지 않고 같은 색상과 표상체를 사용한 전화기 아이, 

콘이 모바일 집 전화를 접하지 못한 젠지 세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 경험

이 아닌 인위적 교육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   

이메일 앱2) 

지난 년간 이메일 앱은 제조사와 서비스 제공사 모두 편지 봉투 라는  13 ‘ ’
동일한 표상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림 를 보면 회사에 따라 을 사. [ 2-9] @

용하거나 하늘 등 부가적 표상체를 함께 사용하기도 했다 제조사 사의 , . 3

가장 큰 공통점은 아이콘 자체의 볼드 음영이 많이 사라지고 점차 플랫한 ,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편지 봉투는 이메일뿐만 아니라 다른 앱에. 

서도 사용되는 표상체다 삼성은 년까지 메세지도 편지봉투를 표상체로 , 2015

사용하고 메시지 안에 들어 있는 편지지를 이메일과 메시지의 차이점으로 , 

내세우고 있었다 년도에는 메시지 앱 아이콘이 편지봉투 표상체에서 . 2015

벗어나 말풍선으로 교체되었다 이메일은 년도부터 표시를 삭제하였. 2016 @ 

다 같은 표상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표상체를 사용함으로 그 . , 

기능의 차별성을 부각하려 한 것 보인다.

반면 와 화웨이는 메시지에서 말풍선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함으로 편iOS

지 봉투 표상체 안에 다른 표상체를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국제, . , Air

를 뜻하는 표상체를 같이 사용했다는 점이 구별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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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9] 이메일 앱 아이콘 이미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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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10] 메시지 앱 아이콘 이미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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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앱3) 

메시지 챗 앱의 경우 사가 사용하는 색상을 모두 달랐으나 말풍선이라 , 3 , 

는 해석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삼성 같은 경우 년까지 편지. 2016

봉투와 편지지라는 표상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말풍선을 사용하고 있다, .  

삼성의 메시지 챗 앱 아이콘은 초기의 경우 쪽지 라는 단발성 메시지로, ‘ ’
서의 개념이 강했다 반면 년대 들어 아이콘이 말풍선으로 바뀐 것으로 . 2020

미루어보아 대화 자체에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 

년 겔럭시 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피쳐폰을 생산하는 제조사였2010 S , 

다 때문에 피쳐폰에서 사용하던 메시지 아이콘을 스마트폰에 그대로 적용. 

하였던 흔적으로 보인다. 

삼성에서 편지봉투와 편지지라는 표상체를 말풍선으로 바꾼 사유 중 하

나는 이메일 앱 아이콘과 그 표상체가 겹쳤을 가능성이다 그림 와 , ‘ ’ . [ 2-9]

그림 의 년도를 보면 이메일과 메시지가 편지봉투를 같이 표상[ 2-10] 2014 , 

체로 사용한다 특히 삼성의 메시지는 년부터 년까지 메시지 앱이 . 2011 2015

편지봉투 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메일과 표상체가 겹친다 따라서 앱의 구‘ ’ , . 

별을 위해 메시지를 말풍선 형태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년 현재 삼성 애플 화웨이 개 제조사 모두 메시지 챗 앱에서 말2020 , , 3 , 

풍선 형태의 아이콘을 사용한다 년을 기점으로 모바일 사용자들은 편. 2016

지봉투 모양의 메시지 아이콘보다 말풍선 형태의 메시지 아이콘을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전화번호부 앱4) 

전화번호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전화번호부 앱 Contact, Phonebook, 

은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등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전화번. 

호부 앱 아이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앱 아이콘 자체의 . , 

배경 부분의 표상체가 변하였다 삼성과 모두 처음에는 스프링제본 형. iOS 

태의 전화번호부를 사용하다 년부터는 제본 형으로 바꾸었다 년2012 . 2014

부터는 제조사 사 모두 스프링제본에서 일반 제본형을 사용하다가 책장이 3 , 

줄어드는 등 책의 표상체가 점점 바뀌었고 결국에는 사라졌다 삼성은 . 2014



- 29 -

년부터 책의 표상체를 없애고 사람 모양의 표상체와 기존 사용했던 색상군

인 주황색 계열을 유지하고 있다 아이폰의 경우 표상체 내의 버티컬 탭을 . 

유지하나 버티컬 탭의 안에 적었던 글자들이 사라졌다, .

전화번호부 외에도 책자 안에 들어가는 표상체인 사람 을 대표하는 픽, ‘ ’
토그램이 바뀌었다 애플에서는 년까지 남성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사람. 2014

을 사용했다 년에는 남성과 여성을 같이 사용했고. 2017 , 년부터는 성2019

별을 알 수 없는 중성적인 사람 기호를 사용한다 삼성에서도 남성 으로 ‘ ’ . ‘ ’
추측 가능한 사람의 모습을 아이콘으로 사용하다 년부터는 사람의 모2019

습을 추측 가능한 아이콘으로 변경하였다 화웨이는 년까지 왼쪽을 바. 2016

라보는 남성의 모습을 사용하다 년부터는 정면을 바라보는 남성의 모. 2017

습을 표상체로 사용했다.

전화번호부 책자를 점차 사용하지 않는 추세인 것을 고려하면 모바일에, 

서 사용하는 전화번호 앱 전화번호 기록 기능을 넘어 사람 에 대한 다양한 , ‘ ’
정보를 담는 기능 의미로 그 역할을 확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 

카메라 앱5) 

카메라 앱의 경우 애플 삼성 화웨이 사 모두 카메라를 주된 표상체로  , , 3

사용해왔다 년부터 애플은 카메라의 렌즈 부분을 주된 표상체로 앱 아. 2007

이콘을 사용하다가 년부터는 카메라의 전체 부분 실루엣과 원형 렌즈, 2014

를 표상체로 삼았다 화웨이도 년 이후 카메라 렌즈를 사용하다가 . 2014

년에는 카메라 전체를 표상체로 아이콘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삼성은 2020 . 

년부터 카메라 전체 모습을 표상체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카메라 전체 2010 . 

바디의 변화가 보이는데 년 당시는 똑딱이 카메라에 가까운 형태였고 , 2010

년부터는 형태의 카메라 본체를 사용하가 다시 년부터 똑딱2011 DSLR 2019

이 카메라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년 당시 삼성 라는 미러리. 2010 NX

스 카메라를 출시한 것으로 반추해 보아 똑딱이 카메라가 아닌 미러리스 , 

카메라를 아이콘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 년에는 제조사 사가 모. 2020 3

두 카메라전체를 카메라 앱의 표상체로 사용하고 있다. 

사 모두 공통적으로 단순화 된 아이콘을 사용한다 초반에는 카메라 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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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11] 전화번호부 앱 아이콘 이미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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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를 상당히 실제에 가깝게 디테일하게 묘사하거나 실제 물건과 가깝게 그, 

리던 모습에서점차 심플하게 실루엣만 보여 주거나 카메라 라인만 보여주는 

형태로 바뀌었다 카메라 앱의 경우 카메라의 일부인 렌즈와 카메라 실루엣. 

을 보여주는 바디가 번갈아가며 표상체로 나타났다 카메라 앱은 카메라의 . 

렌즈와 전체 바디등 주 표상체가 변경되었지만 카메라라는 큰 범위를 벗어, 

나지 않고 표상체를 사용해왔다. 



- 32 -

그림 [ 2 -12] 카메라 앱 아이콘 이미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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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13] 캘린더 앱 아이콘 이미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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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 앱6) 

캘린더 달력이라 불리는 캘린더 앱은 스마트폰 등장 , Calendar, Planner,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이콘 표상체로 날자 요일을 사용하였다 그림 . [ 2-13]

상에서는 날자와 요일이라는 표상체가 동일해 보이나 년부터 무빙아이, 2013

콘을 적용한 것이 다르다 무빙아이콘은 아이콘 실시간 정보를 반영한 아이. 

콘이다 캘린더 앱은 오늘의 날자와 요일을 지속적으로 변경하여 보여준다. . 

년 아이폰이 최초로 아이콘에 날자와 요일을 표기해주는 시스템을 적2013

용한 이후 년에 애플과 화웨이도 실시간 날짜를 반영하여 보여주는 아2014

이콘으로 변했다 구글은 사와 다르게 무빙 아이콘을 적용하지 않고 날짜. 3 , 

를 일로 고정했다31 .

캘린더 앱에서도 아날로그 사물이 사라진 현상이 보인다 제조사 사와 . 3

구글 모두 앱을 최초 서비스 시작에는 상단의 스프링제본이 된 달력을 배경 

표상체로 적용했다 그러나 애플은 년부터 삼성과 화웨이는 년부. , 2013 , 2014

터 표상체로 사용하던 아날로그 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삼성은 년부. 2017

터 다시 아날로그 달력의 표상체를 사용하나 년에 사용하던 것처럼 직, 2013

접적인 아날로그 달력의 디테일을 보여주지는 않는 방식으로 변하였다.

인터넷 앱7) 

인터넷 사파리 브라우저 앱은 지도나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던 표상체가 , , 

점점 약해지거나 없어졌다 년의 경우 지구보다는 특정 행성 원형의 . 2020 , 

모습을 강조하여 표상체로 사용한다 는 나침반이라는 표상체를 계속 사. iOS

용하나 년에 비해 표상체를 단순화 하여 해석체에 반영하는 경향이 나2007

타난다 동서남북을 방향을 표시하는 부분과 표상체를 더 묘사 한 음영부분. 

이 사라지고 나침반 바늘 형태만 남았다 삼성 브라우저는 그림 를 . [ 2-14]

보면 년까지는 지구의 이미지와 지도를 표상체로 사용했다 년에2016 , . 2020

는 토성과 유사한 고리를 낀 행성을 표상체로 사용한다 화웨이도 모바일 , . 

출시 초기 단계에는 지도 지구본에 가까운 모습이었으나 년부터 원형/ 2017 ‘ ’ 
혹은 행성 으로 추측되는 표상체를 사용하고 있다‘ ’ .

년부터는 사 모두 브라우저 앱의 입체적인 볼드형 음영을 강조하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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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음영은 점차 없어졌다 기존 사용하던 나침반 지구 등의 표상체를 . , 

해석체에 반영하는 정도 또한 상당히 감소하였고 오히려 기존의 표상체에서  

벗어나 다른 표상체로 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사 모두 브라우저 아이콘. 3

에서 파란 계열의 원형을 기호로 유지하고 있다.

계산기 앱8) 

계산기 는 주로 사칙연산과 아날로그 계산기를 대상체로 반영, Calculator

하였다 는 스마트폰 등장 초기에는 사칙연산과 계산기의 버튼의 음영을 . iOS

표현하여 누를 수 있는 버튼 을 강조하였다‘ ’ .

화웨이와 삼성은 초반에만 계산기를 표상체로 사용하고 이후에는 사칙연, 

산을 표상체로 사용한다 반대로 년이 되면서 는 삼성과 화웨이가. , 2017 iOS

모바일 출시 때 보여준 계산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본 딴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애플이 년 에서 보이스레코더 시리같이 인터페이스에2013 iOS , UX 

서 표상체를 가져오기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아날로그,  계산기보다는 UX 

인터페이스를 표상체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칙연산도 회사와 시기에 따라 아이콘 구성이 달라진다 덧셈 기호 뺄. , 

셈 기호 곱셈 기호를 사용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며 회사에 따라 나눗셈 기, 

호나 등호를 덧붙이기도 한다 아이폰은 나눗셈을 사칙연산에 포함하다가 . 

년부터 나눗셈 대신 등호를 사용한다 삼성은 년에 나눗셈 대신 2008 . 2013

등호를 사용하였으나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덧셈 기호 뺄셈 기호 곱셈 기, , 

호 나눗셈 기호를 계산기 아이콘에 사용했다 화웨이는 자체 브랜드를 , . UX

내놓은 년의 경우 계산기의 모습을 사용했다 년도에 덧셈 기호2013 . 2014 , 

뺄셈 기호와 등호만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나눗셈 기호만을 제외하고 등호를 

포함한 사칙연산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 36 -

그림 [ 2 -14] 브라우저 앱 아이콘 이미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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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15] 계산기 앱 아이콘 이미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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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기와 회사에 따라 세부적 차이가 있으나 사 모두 계산기를 대표, 3

하는 아이콘에 덧셈 기호 뺄셈 기호 등호를 표상체로 사용하였다, , .

지도 앱 9) 

애플 지도앱은 초반에 지도 와 종이지도 가 주된 표상체Google map, ‘ ’ ‘ ’
였다 년부터 년까지의 구글 지도는 종이가 접힌 모습을 아이콘 . 2009 2013

표상체로 적용했다 애플의 년 에서 애플지도는 년에 비해 표. 2011 iOS 2020

현하는 길과 정보가 단순화 되었으며 년의 구글 아이콘에서는 종이지, 2014

도의 묘사가 사라졌다.

종이지도 라는 아날로그적 기물이 표상체에서 사라진 동시에 지도와 관, 

련한 기술이 지도 아이콘에 반영되었다 년부터 구글 맵은 아이콘에 . 2013

표시가 커지다가 년에는 로고만 남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마GPS 2020 GPS . 

찬가지로 애플 맵에서도 최초 출시 당시에는 핀으로 된 위치를 표시하다가 

년 네비게이션 표시가 등장한 이후 년부터는 네비게이션 화살표 2012 2016

표시가 커졌다 년 아이폰이 모바일에 를 탑재하고 년에 네비. 2009 GPS 2010

게이션 기능을 추가한 것을 감안하면 업데이트 된 기능을 아이콘에 반영한 ,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구글과 모두 앱 내에서 사용하는 기능과 . iOS UX

인터페이스를 아이콘에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년 기준 구글 맵은 . 2020 , 

외형에 구글의 심볼 컬러만 적용된 형태의 아이콘을 보여주면서 GPS GPS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해석체이자 표상체로 사용하고 있다.

지도앱 아이콘의 변화를 보면 기술발달에 따라 종이에 프린트된 지도를 ,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아이콘의 표상체로 종이 지도를 사용하지 않은 ,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더불어 모바일 앱을 통해 네비게이션 기능에 . , GPS 

대해 사용자들이 친숙해졌기 때문에 지도라는 대상체보다는 특정 기능 을 ‘ ’
표현하는 기호를 선호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갤러리 앱10)

갤러리 사진 앱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스크린을 , photos, , pictures , 

캡쳐한 사진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등 여러 종류의 사진과 이미지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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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16] 지도앱 아이콘 이미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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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17] 갤러리 앱 아이콘 이미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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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의 앱이다 갤러리 앱에서도 표상체의 변화가 나타난다 삼성과 . . 

화웨이의 경우 초반에는 현상사진 을 아이콘 표상체로 적용하면서 테두리‘ ’
와 프레임을 가진 이미지의 아이콘이 주로 등장하였다. 

갤러리 앱의 표상체는 현상한 사진에서 점차 심볼에 가까운 형태로 바뀐

다 년의 경우 다른 앱들이 플랫 디자인으로 변한 것처럼 갤러리 앱 . 2020 , 

또한 아이콘의 음영이나 실사에 가까운 디테일이 감소하였다 년 . 2013 iOS

는 기존의 사진 앱 아이콘에서 사용하던 해바라기 꽃과 유사한 색상환이 남

았다 삼성 또한 꽃 사진을 표상체로 사용하다가 실물 사진을 삭제하고 꽃. 

만 남겨두었다 화웨이는 사진 속에 있던 풍경으로 산 해 등의 모양을 사. , 

용하다가 색상환으로 바뀌었다 구글은 등장 초기부터 구글 로고 색이 포함. 

된 바람개비를 표상체로 사용하였고 년 기준 바람개비 꽃 색상환 등2020 , , 

을 갤러리의 표상체로 사용하고 있다.

갤러리 앱 아이콘에서 현상사진 이라는 표상체는 사라졌지만 사진 표‘ ’ , ‘ ’ 
상체를 표현하기 위해 꽃 사진 에서 사진이 빠지고 꽃 이라는 존재는 남아 ‘ ’ ‘ ’
갤러리를 표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또한 사진이 여러 가지 색상을 구현. 

하고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색상환을 표상체로 삼은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

다 이처럼 갤러리 앱에서 사용하던 아날로그 표상체의 일부가 재생산되어 . 

새로운 아이콘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뉴스 앱11)

뉴스 뉴스 스텐드 앱은 애플은 년 신문가판대를 표상체로 사용하였, 2007

고 년에 이르러 잡지 신문 책자 모음으로 바뀌었다 년에는 종이2013 , . 2015

신문 년에는 로고만 남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구글 뉴스도 년, 2019 . 2013

부터 종이신문을 표상체로 삼다가 년에는 카드 여러 장으로 대체하였2018

다 뉴스를 보여주는 형태가 구글 머터리얼 가이드 이후 카드형 리스. UI ,  , 

트형으로 변화한 점을 감안하면 구글 뉴스 또한 스크린의 일부를 차용하여 

아이콘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과 애플 모두 뉴스를 자체 생산하지 않고 . 

뉴스회사들의 기사를 모아주는 서비스지만 이러한 서비스 또한 브랜, RSS 

드화 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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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18] 뉴스 앱 아이콘 이미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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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앱12) 

설정 앱의 경우 제조사 사 모두 톱니바퀴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 Settings 3

나아가 시계 무브먼트를 표상체로 사용하였다 와 화웨이는 시계 안 무. iOS

브먼트의 이미지를 삼성은 지속적으로 단일 톱니바퀴를 표상체로 사용했다, . 

색상도 회사별에 따라 유사한 군의 색상을 유지시켜왔다. 

보이스 레코더 앱13) 

보이스 레코더 음성메모 앱은 사용자가 소리를 녹음할 수 있게 해주는   , 

앱이다 보이스 레코더는 년 아이폰 출시 당시에는 프리로드로 나오지 . 2007

않았고 년부터 프리로드로 탑재되었다 보이스 레코더는 마이크와 녹, 2009 . 

음기를 해석체로 사용해왔다 삼성과 화웨이는 마이크에서 레코드 버튼으로 . 

표상체가 바뀌었고 년을 기점으로 앱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그, 2013 iOS 

래픽 이퀼라이저가 표상체로 나타났다 마이크에서 이퀼라이저 형태로 바꾼 . 

사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동일한 표상체를 피하기 위해서 마이크에서 변환했을 가능성이다. 

년 음성인식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시리 가 최초로 등장하였다2011 ‘ (Siri)’ .   

보이스 레코더와 시리는 년 사이에 동일한 표상체를 사용하게 2011-2012

된다 시리의 앱 아이콘은 년까지 마이크 표상체를 유지하다가 년. 2014 2015

에 시리의 자체 이퀼라이저 음성인식 이미지로 바뀌었다 마이크 표상체가 / . 

겹친 기간에 사용자가 아이콘의 기능을 구별하는 방법은 앱 이름이나 앱 아

이콘 컬러 색상 차이를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폰 내부에서는 앱 이름 , . 

없이 아이콘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시리와 보이스 레코더의 앱 아이콘이 , 

사용성에서 혼동을 유발할 여지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보이스 레코더의 표. 

상체를 사운드 그래픽 이퀼라이저로 먼저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가능성은 모바일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마이크 대신 화면이 일‘ ’ UI 

반 유저들에게 훨씬 익숙해져서 바뀌었을 가능성이다 모바일 접근성과 친. 

숙도가 높아지면서 표상체 또한 변경한 것이다 표상체 변화시기를 보면 보. 

이스 레코더는 년 시리는 년이며 시리는 사운드 인식 후 이퀼라2013 , 2016

이저 역할을 하는 유저인터페이스의 일부를 아이콘화 하였다 년 보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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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19] 설정 앱 아이콘 이미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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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레코더는 이퀼라이저의 현재 상태위치를 보여주는 상태바를 추가하였다. 

이처럼 시리와 보이스 레코더의 아이콘 이미지는 모바일 사용자가 쉽게 접

근 가능한 표상체와 메타포를 기준으로 디자인하였다 다만 아이콘의 이미.  

지는 초기의 경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을 사용하였고 점차 앱 , 

내부에서 다른 기능들과 대비되는 유저 인터페이스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

다.

시리와 보이스 레코더의 표상체 변화 시기를 살펴보면 동일한 대상체, ‘ ’
라도 여러개의 표상체로 소비되기도 한다 또한 같은 표상체 도 다른 대상. ‘ ’ ‘
체 를 지칭하는 경우를 보인다 즉 동시대에 기호는 중첩적으로 사용된다는 ’ . , 

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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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20] 레코더 앱 아이콘 이미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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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앱 14) 

음악 뮤직플레이어 앱은 음표를 지속적으로 표상체로 사용해왔다 삼성, . 

의 경우만 년까지 를 표상체로 병용하였으나 년 이후에는 더 2014 CD 2015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년을 기준으로 삼성은 분음표 화웨이와 애플. 2020 8 , 

은 잇단음표를 사용한다 뮤직 앱의 경우 음표를 표상체로 사용해왔는데 이. 

는 변하지 않은 요소 중 하나이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음악 앱에 사용하는 . 

컬러 계열을 유지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계 앱 15) 

시계앱은 사가 지속적으로 아날로그 시계의 모습을 사용했다는 공통점3

을 지닌다 그림 는 세계 시계 스탑 워치 알람 등의 시간과 관련된 . [ 2-22] , , 

기능들을 모아서 제공하는 시계앱 아이콘의 변화를 보여준다 앞서 사가 . 3

지속적으로 아날로그 시계모양을 아이콘으로 차용하지만 년의 화웨이,  2012

만 디지털시계의 모습을 사용했다 시계 앱 역시 달력 앱과 마찬가지로 . 

년 를 시작으로 실시간 상태를 반영하는 무빙 아이콘으로 변경되었2013 iOS

다 시침 분침 초침 시간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회사와 시기에 따라서 초침. , , 

과 시간표시는 지속적으로 변경되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 모두 모바. , iOS 

일 상단에 숫자로 디지털시계를 표시하는 동시에 아이콘에 실시간을 반영한 

무빙 아이콘을 적용했다.

시계앱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젠지 세대에 부합한 아이콘은 아니, 

다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세에서 살 까지 초등학생 중 의 학생이 . 6 12 80%

아날로그시계를 못 읽을 정도로20) 젠지들은 디지털시계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로 보아 시계앱은 새로운 세대들보다는 기존 사용자들에게 사. , 

용성을 더 맞춘 아이콘 디자인이다. 

20) 초등생 아날로그 시계 못 읽어" 80%, “. MBC news. last modified 美
May,29, 2017. Accessed Nov,17,2020.

https://imnews.imbc.com/replay/2017/nw1800/article/4323577_298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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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21] 뮤직 앱 아이콘의 이미지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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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22] 시계 앱 아이콘 이미지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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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16) SNS 

제조사 사의 프리로드 아이콘 외에 인스타그램 유투브 아이콘의 경우3 , , 

초반에는 아날로그 텔레비전과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표상체로 삼고 실물에 

가까운 묘사를 통해 해석체에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년 기준 유투브는 . 2020

서비스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콘의 모습을 인스타그램은 정사각형의 렌즈가 , 

있는 아이콘으로 변했다 인스타그램과 유투브 모두 기존 아날로그 사물에. 

서 서비스의 형태와 정체성을 빌리다가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알, 

려지면서 정체성을 빌릴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각 앱이 자, . 

체적 모바일 서비스로 독립하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기능이나 

회사가 원하는 이미지 심볼로 아이콘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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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23] 제조사 외 서비스 앱의 제공 형태 



- 52 -

제 절3 모바일 아이콘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과정과 형태  

 앞 절에서 모바일 아이콘의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각 기능별로 앱 

표상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기능별 앱의 표. 

상체를 분석하면서 표상체의 이미지 구성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인사이트에 , 

정리하였다 또한 인사이트들을 그룹핑하여 어떤 이슈에서 어떠한 변화의 . 

흐름이 등장했는지 정리하였다.   

그림 [ 2 -24] 관련 데이터를 나열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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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25] 인사이트를 같은 종류끼리 그루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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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26] 인사이트를 같은 종류끼리 그루핑 2



- 55 -

1. 기존 표상체를 사용하지 않는 아이콘 

앱 별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스마트 폰 등장한 초기에 사용, 

했던 표상체가 점차 바뀌었다는 점이다 표상체의 변화 유형은 기존과 전혀 . 

다른 표상체를 사용한 유형 사용하던 표상체의 일부만 남겨둔 유형 표상, , 

체를 사용하지 않고 심볼로 변한 유형이 나타난다 앱별 아이콘 별로 표상. 

체가 변 것과 변하지 않은 아이콘을 아래 표 와 같이 정리하였다[ 2-1] . 

앱��

표상체가�변한� 경우�

표상체�유지

인터페이스사용UX� 일부분만�변경� 자체적�심볼�

보이스�레코더� 삼성 화웨이�iOS,� ,�

캘린더�� 화웨이�iOS,� 삼성 구글

지도 구글� iOS

유투브 유투브�

뮤직 � � 삼성 화웨이�iOS,�

포토스 삼성 구글 화웨이�,� IOS

메세지 삼성 화웨이�iOS,�

이메일 삼성 화웨이, iOS

뉴스 구글� � iOS�

전화번호부 삼성 화웨이iOS, ,�

브라우저� 삼성 화웨이�iOS,� ,�

카메라 삼성 화웨이�iOS,� ,�

계산기 iOS 삼성 화웨이�� ,�

시계 클락,� 삼성 화웨이�iOS,� ,�

설정� 삼성 화웨이�iOS,� ,�

폰 콜, � 삼성 화웨이�iOS,� ,�

표 [ 2 -1] 표상체의 변화 유무

  

년 가 스큐어모피즘을 탈피한 이후부터 기존의 표상체와 전혀 다른 2013 iOS

표상체를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보이스 레코더 지도 뉴스 캘린더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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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앱 아이콘에서 표상체가 바뀌었다 년 이전에는 모바일 밖 곧 현실. 2013 , 

의 사물들을 표상체로 차용하여 아날로그 사물을 해석체에 반영했다. 2013

년을 분기점으로 모바일 안에서 사용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표상체로 등장

하고 아날로그 사물들이 사라졌다. 

대표적으로 의 보이스 레코더와 시리 앱이 사물을 표상체로 사용하다 iOS

가 인터페이스를 표상체로 사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서로 UX . 

다른 두 앱은 하나의 같은 표상체를 사용했다 앱별로 표상체가 겹치는 경. 

우에 겹치는 기간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림 와 같은 인포그[ 2-27]

래픽을 제작하였다.

그림 을 보면 보이스 레코더 앱의 경우 년에는 마이크 표상[ 2-27] , 2007

체를 사용하였다 시리 앱 아이콘도 년에는 마이크 표상체를 사용하였. 2010

다 마이크라는 표상체는 하나지만 대상체와 해석체가 다른 것이다 이후. . , 

시리와 보이스 레코더 앱은 음성을 인식할 때 등장하는 보이스 이퀼라이저

를 표상체로 사용한다 두 앱 모두 동일하게 마이크라는 아날로그 사물의 . 

표상체를 벗어나 스크린에서 활용되는 사운드 이퀼라이저 시스템을 아UX 

이콘화한 것이다.

앱의 표상체가 단순히 아날로그 사물에서 벗어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 

앱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인터페이스를 적용하려 한 시도 또한 포착UX 

된다 앞서 말한 시리와 보이스 레코더는 보이스 이퀼라이저로 표상체가 바. 

뀌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다른 변화 과정을 , 

거쳤다 그림 를 보면 년 보이스 메모의 경우 이퀄라이저 . [ 2-27] , 2013 iOS 

위에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핸들러를 추가함으로써 보이스 메모에서만 사용

하는 기능을 아이콘 위에 표시하였다 핸들러는 시리의 앱의 이퀼라이저에. 

서는 별도 사용되지 않는 기능으로 보이스 레코더와 가장 대비되는 기능 , 

중 하나이다 반면 시리는 이퀼라이저 모습을 원형 구체안에 이퀼라이저 그. 

래픽을 넣어서 구별점을 두었다 모바일 앱 내에서 사용하는 기능과 모습으. 

로 아이콘을 만드는 과정에서 각 앱의 특징이 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해

석체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 보이스 레코더의 사례 외에도 화웨이가 년과 년에 녹음iOS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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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사용해 앱 자체의 기능을 아이콘화 하였다 년과 년의 경. 2015 2016

우 음성녹음을 제공하는 앱들이 회사에 따라서 마이크 사운드 이퀼라이저 , 

그리고 녹음 버튼으로 각각 다른 표상체를 사용하였다 이후 년에 들. , 2017

어서 제조사들의 아이콘이 이퀼라이저로 동일하게 같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 외에도 기존 표상체를 변경했지만 인터페이스이자 기능을 상징하는 , UX

아이콘이 해석체에 반영된 예도 있다 구글 지도 애플 지도 또한 초반에는 . , 

종이 지도를 사용하다가 년부터 종이지도를 나타내는 음영처리가 아예 2014

사라진다 년부터 구글 맵 아이콘에 기능이 표시되었다 애플 지도. 2011 GPS . 

는 서비스출시 년부터 종이지도의 접히는 느낌의 묘사가 없었다 다만 2007 .  

년부터는 네비게이션 방향 표지를 지도에 포함하였다 이후 구글 지도2012 . 

는 년에 표시 자체를 아이콘으로 표시한다2020 GPS .

와 지도는 연관성 있는 기술이지만 라는 기술이 지도라는 대상GPS , GPS

체 자체를 의미하진 않았다 지도에 표기되는 기능 들을 추가 표현해주던 . ‘ ’
역할로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던 표시였을 따름이다 그런데 , . GPS

라는 기능을 나타내던 아이콘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지도 자체를 상징하, 

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다 는 기능의 편리를 위해 적용된 기술이지만. GPS , 

이것이 또 다른 사고를 만들어 내고 결국 기호화 된 것이다 지도의 사례, . 

에서 나타나듯 기술의 적용과 발전은 기호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역할이 될 ,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기능 자체가 하나의 기호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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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27] 보이스 레코더와 시리의 아이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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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28] 기술 적용 시점과 표상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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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플레이어와 유투브는 영상을 재생해준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이

지만 영상 소스를 스트리밍 해오느냐 저장된 영상을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 ,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투브의 경우 기존에는 를 표상체로 사용했. TV

으나 현재는 플레이 버튼과 빨간색 라운드 박스를 표상체로 사용하고 있, 

다 비디오 플레이어도 플레이 버튼을 표상체로 오랜 시간동안 사용했다. . 

다만 초기의 비디오 플레이어는 필름을 주된 표상체로 쓰다가 점점 플레이 

버튼이 해석체에 주로 반영되면서 주 대상체가 역전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비디오 플레이어도 기존 표상체로 사용하던 아날로그 와 필름이 사라졌TV

다. 

그림 를 보면 년부터 유투브 삼성 비디오 플레이어 화웨이 [ 2-29] 2015 , , 

플레이어 모두 재생버튼을 표상체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레이 버. 

튼은 유투브뿐만 아니라 다른 재생 앱들도 많이 사용하는 표상체인데 유투, 

브는 빨간색 굴곡면이 있는 라운드값의 사각형을 사용함으로서 구별을 두고 

있다 분명 다른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같은 표상체를 사용하는 것이. 

다.

삼성은 까지는 비디오 플레이어 앱을 지원하다 부터는 비디오 라이S9 S10

브러리라는 다운로더블 앱을 지원하고 있다 이전의 비디오 플레이 역할을 . ‘ ’ 
하긴 하지만 비디오 앱의 성격이 약간 달라진 것이다 따라서 년. 2019-2020

도 비디오 라이브러리 앱을 보면 폴더 표상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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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29] 비디오 앱과 유투브앱의 표상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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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산기 앱은 사칙연산을 표상체로 사용하다가 계산기 앱 인터페이iOS

스와 유사한 아이콘을 적용하였다. 

와 화웨이의 캘린더 달력 앱은 기존 아날로그 달력의 모습이 앱 뒤iOS , 

에 배치되다가 현재는 날자와 요일만을 보여준다 유투브 마이크 시리 구. , , , 

글 맵 모두 서비스 등장 초기에는 현실의 사물들을 표상체로 사용하여 그 

기능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년 현재는 어플리케이션 내에. 2020

서 사용하던 기능들이 아이콘으로 나타난다 사라진 표상체들은 대부분 현. 

실에서 사용하는 아날로그 사물이었다 점차 아날로그 사물을 대체하여 적. 

용된 기능이 아이콘 표상체로 사용된 것이다 즉 모바일에 들어가는 기술. , 

과 기능들이 발전하면서 적용된 기능이 아이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그림 [ 2 -30] 앱 내의 기능을 사용하는 표상체 

 

기존과 전혀 다른 표상체를 사용하는 경우 표상체가 다른 로고를 사용한 , 

앱도 있다 년의 뉴스 스텐드를 보면 뉴스 가판대라는 표상체를 해석체. 2007

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 년 후반에는 뉴스 . 2020

빨간색 배경에 혹은 처럼 보이는 로고만 남았다S N . 

갤러리 앱들도 서비스 제공 초반에는 현상 사진을 표상체로 아이콘에 반

영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 안에 있던 꽃모양들만 남게 되고 결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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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환이 되거나 꽃이 되었다 기존 사용하던 표상체와 연결성은 추측이 가. 

능하지만 기존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로고가 되었다, .

이 외에도 기존 사용하던 표상체의 일부만 사용하는 현상도 보인다 삼성. 

과 화웨이의 전화번호부 앱처럼 책자의 형태가 없어지거나 삼성 뮤직처럼 , 

배경이 없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삼성과 화웨이의 이메일도 기존  CD . 

표시를 같이 사용했으나 현재는 편지봉투만 남았다@ , .

모바일이 최초 등장한 년과 년만 단순 비교하자면 표상체가 2007 2020 , 

바뀐 앱들은 전체적으로 아날로그 사물들이 사라졌으며 새로운 표상체로는 , 

모바일 내의 기능이나 로고를 쓰고 더 이상 아날로그 표상체를 아이콘에 ,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자들의 앱 친숙도와 학습도가 높아졌고 표상체로 사. , 

용하던 아이템들을 이제는 예전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사용. 

자들에게 기존의 아날로그 표상체가 친숙하지 않은 사물이 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회사별로 표상체가 유지되거나 표상체를 바꾸는 변화. , , 

들이 등장한다 그림 에 이메일과 메시지 앱의 표상체의 변화를 보면 . [ 2-31]

각 앱별로 사용하는 표상체가 동일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성전자의 . 

메시지 앱은 서비스 등장 초기인 년만 하더라도 이메일과 유사한 편지2011

봉투 표상체를 사용했다 더불어 화웨이의 이메일 앱도 등장 초기에는 이. , 

메일 앱 아이콘보다 삼성의 메시지 앱 아이콘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

다 년부터는 삼성의 메시지 앱도 아이폰이나 화훼이 같이 말풍선 형태. 2015

를 표상체로 사용한다 또한 점차 사의 이메일은 편지봉투를 사용하고 메. 3 , 

시지는 말풍선을 공통적 표상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분석한 보이. 

스 레코더의 사례처럼 이메일도 각 제조사마다 다른 아이콘을 표상체로 사, 

용하였으나 년도에 오면서 아이콘의 표상체는 동기화 된 것이다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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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31] 이메일 메시지의 표상체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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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을 기호학적으로 분석하여 해석체 대상체 표상체로 나누어보면 시 , , , 

기에 따라 제조사에서 다른 기호와 표상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 

간이 흐르면서 유사한 대상체 가 되는 앱에 대해서는 동일한 표상체 로 , ‘ ’ ‘ ’
점차 통일 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년 기준 각 회사들이 표상체로 . 2020 , 

사용하는 요소들은 서로 유사하거나 같은 경우가 많다 모바일 아이콘이 제. 

조사나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달랐더라도 제공자들이 유사한 형태로 점차 , 

맞춰지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를 뛰어. , OS

넘어 모바일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호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사용자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에 육박한다. , 

는 점에서 앱 아이콘은 인류 다수가 사용하는 기호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

이외에 표상체의 변화가 없는 앱들이 있다 카메라 클락 설정 전화 등. , , , 

의 앱이다 설정과 음악 앱 같은 경우는 기계 모양이나 음표와 같은 표상체. 

가 모두 변하지 않았다 이는 기호가 상징적으로 변하고 대다수의 사람들. , 

에게 상징화되어 고착화 된 결과로 보인다 기존 기호로 사용되는 요소를 . 

표상체로 사용한 경우 대상체가 되는 물건을 아직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 

같은 경우는 표상체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호로 고착화 된 앱들도 표상체는 변하지 않으나 해석체에 반, , 

영하는 정도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년 이후 스큐어 모피즘을 벗. 2013

어나면서 아이콘의 형태는 비교적 단순화 되고 음영이 사라진 모습으로 해

석체에 반영되었다 모바일 아이콘 시장이 전체적으로 플랫 형태로 바뀌면. 

서 기존 표상체와 해석체의 연결성이 약해지고 해석체에 반영하는 정도가 , 

달라진 것이다.

년을 기점으로 모바일 시장의 아이콘 디지인이 단순화 되고 프랫해2014

졌다 또한 표상체로 스크린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년도에 가까워. UX . 2020

지면서 구글 애플 화웨이 삼성에서 사용하는 앱아이콘의 표상체가 일원화, , , 

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년 현재는 제조사별 기호적 소통의 차이가 스. 2020

마트폰 등장 초기에 비해 줄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년도 이전에 모바일을 처음 접한 세대는 아2013 ‘
날로그 표상체 를 경험했으나 년도 이후 모바일을 사용한 세대는 스큐’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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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모피즘이 적용된 를 사용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년도 UX , , 2007

이후 태어난 젠지 중후반 세대들은 아날로그 표상체 를 전혀 보지 못하고 ‘ ’
스크린에서 표상체를 가져온 아이콘을 주로 접했을 가능성이 크다UX . 

2. 실시간 무빙 아이콘의 등장 

캘린더 시계 앱에서는 년부터 실시간 정보를 반영하여 어플리케iOS , 2013

이션 아이콘에 제공하고 있다 화웨이는 년 삼성은 년부터 캘린. 2014 , 2015

더와 시계 앱에  무빙 아이콘을 제공하였다 반면 구글은 같은 캘린더 기능. 

의 어플리케이션이라 해도 아이콘에서 실제 일자를 반영하지 않고 일에 , 31

고정된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의 캘린더 서비스는 모바일 뿐만 아니. 

라 웹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를 플랫폼에서 제공하기 위, 

해 변동성이 적은 아이콘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에서 실시간 적용. iOS

되는 아이콘을 선보인 이후 삼성과 화웨이에서도 캘린더와 클락 어플리케, 

이션에 실시간 무빙 아이콘을 적용하였다 무빙 아이콘은 현재 실시간 시간. 

과 날짜를 반영하여 아이콘에 적용하는 형태이다 오늘의 날짜 현재 시간. , 

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아이콘에 제공함으로서 사용자가 불필요하게 어플

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정보를 확인하지 않게 도와주고 있다 이외에도 앱의 . 

정보나 형태에 따라서 별도로 아이콘 이미지에 변화를 주는 방식이 늘어나

고 있다.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에서는 기존 아이콘의 개념을 깨고 위젯과

의 경계선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아이콘 위에는 노티피케. 

이션 뱃지21)를 붙여서 아이콘 내의 업데이트나 신규 정보를 보여주었다 그. 

러나 이 노티피케이션 버튼은 아이콘 이미지 자체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 아

이콘 상단이나 하단에 뱃지를 붙여서 추가 제공하는 형태였다 반면 위젯. , 

은 기능이나 정보를 빠르게 흩어볼 수 있도록 홈스크린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 위젯 내에서 변경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 

다 그러나 년에 무빙 아이콘이 등장하면서 앱 아이콘은 어플리케이션. 2013 , 

21) 새로운 추가 정보나 기능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아이콘 상단에 붙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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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기호 역할 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을 함께 하기 시작‘ ’
하였다 아이콘과 위젯과 차별점이 사이즈나 제공되는 정보의 양 정보로 축. 

소되어 위젯과 아이콘의 경계선이 허물어졌다.

이외에도 홈스크린 사용성 외에 아이콘 무빙이 추가된 지점이 나타난다. 

년 발표한 설치 화면에서는 세팅 아이콘의 톱니바퀴가 움직2019 ONE UI 

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Neutral gender icon

모바일 아이콘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모바일 회사에서 사람에 , 

대한 정의와 대표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 수 있다 전화. 

번호부 앱은 사람의 상반신 픽토그램과 책모양의 표상체를 사용해, contact 

서 그 아이콘 이미지를 구성해왔다.

년 출시한 아이폰의 전화번호부 아이콘을 보면 머리가 짧은 사람의 2007

두상 실루엣을 사람을 아이콘으로 사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남자와 여자 . , 

그리고 성별을 넘어 현재는 사람의 실루엣만 다시 남은 것을 볼 수 있다. 

년과 년의 아이콘만 비교하자면 단순한 사람 모양 기호가 스큐어2007 2020 , 

모피즘을 탈피한 단순화 된 아이콘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콘 속, . 

에 성별이 반영된 과정과 주변 사회적 이슈들을 살펴보면 아이콘 속의 사람

의 성별이 중성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화번호부에 양성이 들어간 시점은 년인데 같은 해 가을부터 미국2017 , 

그림 [ 2 -32] 전화번호부의 사람 변화모습 왼쪽부터 삼성 화웨이 i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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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여성들이 부당한 성추행 폭행에 대해 고백하는 미투 운동이 시작되, ‘ ’ 
었다 이후 미투 운동은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커졌다. .22) 년도에 미투  2017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해에 갑자기 여성운동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증가되진 않았을 것이다 그 이전부터 성평등에 대한 의문과 의식이 점차 . 

발전하고 고찰되었기에 미투 운동도 도 등장한 것이, gender neutral emoji

다. 

만약 가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하는 아이콘을 내지 않았더라면iOS , 

년에 출시한 아이콘은 스큐어 모피즘을 탈피하고 단순화한 트랜드에 2019

맞추어 만들어진 아이콘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년 사람을 대표. 2017

하는 아이콘에 남성과 여성을 같이 반영하는 과정은 애플이 성별과 젠더에 

대해 고민해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년 업데이트에 대해 . 2019

중성적 아이콘이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에서 성 중립적 아이‘ ’ . iOS

콘을 발표한 이후 년 삼성 년 화웨이가 각각 중성적 아이콘을 적2019 , 2020

용하였다.

애플이 모바일 제조사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중립적 아이콘을 적용했으

나 업계에서는 이미 구글이 를 년에 출시하였, IT gender-neutral emoji 2015

다 애플은 조금 늦은 시기인 년 월 일 발표한 버전부터 등. 2017 6 5 iOS 11

장하였다 구글에서 젠더 아이콘을 적용한 이후 년 다보스 포럼에서 . , 2016

차 산업혁명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애플의 젠더 차별에 ‘4 ’
대한 비판이 계속 있었다 비판이 지속되면서 애플의 모바일 아이콘은 . , IT

업계 다수에 비해 뒤늦은 감이 있으나 젠더 중립적 이미지로 변경되었다. 

이후 년 구글과 애플 모두 를 선보였다2019 Gender-fluid emoji . Gender 

는 보다 더 많은 성별을 담고 있는데 성별을 여fluide emoji gende-neutral , 

22) Paige Leskin. 2019.“Apple now offers gender-neutral versions of 
nearly ever human emoji, and LGBTQ advocates are praising the 
company’s push toward equal representation”. business insider. last 
modified Oct,31,2019. accessed Nov, 17 , 2020.  
 
https://www.businessinsider.com/apple-iphone-emoji-gender-neutral-incr
eases-lgbtq-representation-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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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중성뿐만 아니라 제 의 성별도 표현하도록 다양한 종류의 아이콘을 , 3

제공한다 그림 를 보면 의사라는 직업을 표현하더라도 여성 남성. [ 2-33] , , 

그리고 중성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여성적 성향의 남성 남성적 성향, 

의 여성 등 고정적이지 않은 성 정체성을 반영했다. 

그림 [ 2 -33] 특정 직업에 대해서 여성 남성 이외에 제 의 성  , 3 emoji © google 

년 블룸버그에서 구글의 선임 과학자 마거릿 미첼이 인공지능 개발2016 "

자의 젠더를 하나로 한정하면 회사는 근시안적 관점 에 빠지게 된다 라는 ‘ ’ " 

발언을 했다.23) 마이크로 소프트 팀장도 이에 동의하며 당신은 당신의 소 "

프트웨어가 성 중립적이라고 확신하는가 라는 블로그를 게시하기도 했다?" . 

업계인의 발언 이모지의 출시 등의 트렌드를 보면 계열의 회사들도 성 , ,  IT

중립적 젠더 중립적 입장을 고찰한 흔적이 보인다, .

양성평등과 중성적인 인격을 반영한 앱 아이콘의 등장은 모바일회사 자

23)Jack clark. 2016. “Artificial Intelligence Has a ‘Sea of Dudes’ 
Problem”. Bloomberg. last modified, Jun, 23,2016. accessed Nov, 17, 
2020.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6-23/artificial-intelligen
ce-has-a-sea-of-dudes-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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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34] 전화번호 표상체의 변화와 외부 사회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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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시장을 읽어 변화한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과 분위기 그리고 젠더 , 

감수성의 향상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모바일 아이콘이 단순. 

화하여 사람의 실루엣이 된 것이 아니라 남자에서 양성으로 그리고 사람, ‘ ’
으로 발전한 것이다 년 에서 사람 아이콘으로 변경된 이후 화웨. 2017 iOS ‘ ’ , 

이와 삼성도 사람의 모습을 기존 아이콘에 비해 단순화 된 형태로 성별을 

특정하기 어려운 중성적인 해석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화번호부 아 

이콘은 사람 이라는 동일한 표상체이지만 사회적 문화적 현상에 따라 해석‘ ’ , 

체에 다르게 반영한 문화적 아이콘이 된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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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시각화 연구와 활용안 제안 3 

제 절 그래픽 트랜드 시각화 표현 연구 1

지금까지 거시적 차원에서 앱별 차원에서 아이콘의 변화 흐름을 분석하, 

였다. 제조사 사와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일부 음악 앱 폰 3 , 

콜 휴대폰 설정 등 일부 정형화 된 앱을 제외하고 대체로 아이콘 표상체, 

와의 연결성을 약화시키거나 표상체를 변경하고 있다 초기에는 스마트폰 , . 

사용자들의 학습과 사용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

건 혹은 서비스 기능에 대응하는 사물들을 표상체를 빌려 사용했다 반면 , . 

년에는 기능의 한 부분을 보여주거나 서비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2020 , 

하는 이미지로 아이콘 형태를 변화시키고 있다.

본 장에서는 장에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 그래픽 트렌드 시각화를 진행2

하여 전체 모바일 시장의 흐름과 동시에 앱 아이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시각화 타입 를 통해 개별 앱별 변화. 2

에 따른 표상체의 변화들을 짚어내고자 하였다.

모바일 아이콘의 변화 과정에 대해 전반적 흐름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부

재한 탓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아이콘 기술 변화와 그 변화 과정들을 한, 

눈에 알기 쉽도록 인포그래픽 작업을 시도하였다 기술의 변화과정을 시각. 

화 하기 위해 이병학 의 연구에서 타임라인 상에 정보를 배치한 방법(2019)

을 참고하였다 이에 따라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보았. 

다.

시각화 목표는 두 가지로 그래픽 트렌드의 변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보여

주는 것 각 회사가 그래픽을 어떻게 업데이트 해왔는지 시계열적 흐름을 , 

보여주는 것다. 특히 모바일 아이콘이 시대에 따라 시각적으로 어떻게 변했 

는지 알려 주는 기초 연구가 없기에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시각적으로 , 

보여주는 연대표를 구현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아이콘 변화 분석을 . 

통해 향후 차세대 아이콘이 어떻게 제작되어야 하는지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그래픽 트렌드 시각화를 위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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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 시각화 목표 설정 , 

두 번째 단계 정보 선정 , 

세 번째 단계 시각화 배치 스케치, 

네 번째 단계 색상 선정 , 

다섯 번 째 단계 최종 작업 , 

첫째 그래픽 트렌드 변화 시각화 작업은 모바일 시장에서 회사별로 앱 , 

아이콘이 변화해 온 흐름들을 보여준다 그래픽 트랜드는 크게 스큐어모피. 

즘을 버리고 플랫디자인화 되는 현상이 모든 제조사에 있었다 또한 실시간 . 

정보를 반영하는 무빙아이콘 구글 머터리얼 가이드를 디자인에 적용한 디, 

자인 트랜드가 있었다.

둘째 출시 이후 년 회사별로 시각화에서 들어가는 정보들은 다음과 , 2020

같다 모바일 아이콘을 출시한 제품과 회사 연도와 같은 기반정보 아이콘 . , , 

이미지정보 모바일 트랜드 흐름을 알려주는 종류의 정보들이 있었고 하, 3 , 

위 카테고리는 제조회사 이름 주로 적용되는 페이지 제품명 제, OS, OS , , , 

품 사이즈 아이콘 브랜드 버전이 있었다 모바일 아이콘은 제작사별로 , , UX . 

나누어 인스타그램을 제외한 사의 아이콘을 배치하였고 종의 아이콘 이3 52

미지가 년부터 년까지 들어갔다2007 2020 . 

셋째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레이아웃과 색상을 조정하였, 

다 아이콘을 정렬할 때 시간 정보가 들어가는 점을 고안하여 타임라인에서 . 

주로 사용하는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레이아웃을 잡았다 라인 레이아웃과 . 

기반정보� 이미지정보 모바일�트랜드�흐름

연도� 제조사명,� ,� OS,�

제품명 제품�사이즈,� ,�

브랜드�버전�UX ,� UX�

브랜드�이름

모바일�아이콘�이미지

스큐어모피즘 플랫디자인,� ,�

무빙�아이콘�적용,

구글� 머터리얼�가이드��

표 [ 3 -1] 그래픽 트랜드 시각화표현에 들어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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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 혼합형 레이아웃으로 업데이트 된 앱 아이콘을 정렬형태로 보여주는 

형태와 아이콘을 그리드 형으로 보여주는 타입을 시도하였다 일반적인 라, . 

인 레이아웃으로 배치할 경우 개별 앱 아이콘의 변화 여부를 추적하며 보, 

기 쉬웠고 그리드 혼합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별 앱 아이콘 업데이트를 , 

추적하긴 어려웠지만 버전별 앱 아이콘을 그루핑 해주어 버전별로 아이콘, , 

의 흐름과 방향을 알기 좋은 장점이 있었다 본 장의 시각화연구에서는 모. 

바일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목표에는 개별 앱 아이콘을 보여주는 것보다, 

모바일 대신 모바일이 연도별로 다른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UX 

여주는 것이 더 적합하여 그리드 혼합형으로 레이아웃을 선정하였다, . 

그림 [ 3 -2] 그리드 레이아웃과 적용 예제  

그림 [ 3 -1] 라인형 레이아웃과 적용 예제 



- 75 -

혼합형 레이아웃을 사용하면서도 모바일 내의 아이콘 색상과 모양이 좀 ,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박스형보다 면적을 적게 차지하는 직선형과 선형 그루

핑 방법을 시도하였다 라인형은 모바일 아이콘이 매우 명확하게 보이는 장. 

점이 있었으나 박스형 채움에 비해서 그루핑하는 색상이 아이콘 가시에 영, 

향을 덜 미친다는 점에서 직선형을 적용하였다 앱 아이콘이 종에 연도. 52 , 

별로 색상이 달라 표 내에서 보여 지는 색상정보가 많아 추가적으로 그래, 

픽 트렌드 흐름을 보여주는 모노톤을 사용하고 같은 모노톤이지만 음영 외, 

에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로 직선패턴을 추가하였다.

넷째 개 회사의 종의 앱 아이콘이 각각 다른 색상과 스타일을 가지, 3 52

고 있어서 그래픽 트렌드 흐름을 보여주면서 기존 아이콘들도 잘 보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두고 색상과 흐름을 보여주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박스형. 

으로 그래픽 트렌드의 흐름을 보여줄 때는 아이콘 전체의 흐름을 큰 눈에 

알기 쉽고 전체적인 흐름이 잘 나왔으나 라인 색상에 따라서 라인 안에 ,  , 

배치된 아이콘 색상들이 다른 색으로 보이거나 안의 내용이 전혀 집중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그리고 라인 혼합형 레이아웃에 직선형으로 그. 

루핑 해주고 모노톤을 사용할 결과물을 사용하였다, . 

다섯째 전체적인 아이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림 과 같은 시각, [ 3-5]

물을 최종 결과물로 선정하였다 최종결과물은 그림 에서 보이는 것처. [ 3-6]

럼 벽면에 대형 패널 형식으로 부착하여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볼 수 있도

록 하였다. 

전체적인 앱별 변화를 보여주는 벽면 패널 외에도 앱 아이콘의 종류별 , 

변화 유사한 표상체를 사용한 앱 아이콘의 변화 과정을 비교한 페이지등을 , 

나눠서 볼 수 있도록 그림 그림 그림 의 페이지를 제작하[ 3-7], [ 3-8], [ 3-9]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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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3] 직선형과 라인형으로 테스트
한 결과 

그림 [ 3 -4] 박스형으로 아이콘 커뮤니
케이션의 변화를 시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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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5] 그래픽 트랜드의 변화 시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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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6] 전시용 벽면 패널화 모습 서울대학교, , Mo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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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7] 유사 표상체 분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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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8] 제조사 회사별로 아이콘을 분류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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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9] 앱별 분류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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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10] 에 웹사이트를 반영한 화면 서울대학교 PC , , Mo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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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 론 4

움베르토 에코는 기호학적 관점에서 관찰하면 문화 전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24) 본 연구도 기호학적 관점을 통해 모바일 앱 아이콘을  

조명함으로써 기호의 사용자와 제작사 각각이 지닌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 

고자 하였다 모바일 앱 아이콘의 표상체와 해석체 변화를 . 연구한 결과 모, 

바일 초기 사용자와 후기 사용자 간의 아이콘 일정한 차이를 읽어낼 수 있

었다 또한 향후 아이콘 변화 방향도 간략하게 도출하였다. . 

년 현재 모바일 아이콘의 특성은2020 , 기능을 대표하는 기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덴티티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 

마트폰 보급률과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지도 음성녹음 등의 기능은 스마트, 

폰 인터페이스를 표상체로 사용하고 있다 인터페이스는 해당 앱의 UX . UX 

대표 기능을 시각화하여 모바일 앱 아이콘으로 사용하고 있다 폰 이메일. , , 

메시지 음악 등의, 앱 아이콘은 이제 특정 기호로 정형되어있기도 하다 이 . 

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바일 아이콘의 주요 변화 양상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모바일 등장 초기 아이콘이 기능을 위한 아이콘이었다면 현재의 , , 

모바일 앱 아이콘은 큰 규모의 언어공동체 내부에서 문화적 기호 로 사용, ‘ ’
되고 있다 초기 모바일 아이콘이 제작자에 따라 모두 다르고 겨우 의미를 .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현재 아이콘은 상당히 기호화되어 와 제조사를 , OS

불문하고 동일한 표상체를 사용한다.

둘째 기술이 그 적용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기호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 , 

거푸집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인터페이스들은 기능 편리를 위. UX 

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년 오늘날 편의 기능은 모바일 앱 아이콘의 . 2020 , 

표상체가 되고 기호화되면서 또 다른 사고를 만들어내고 있다 모바일에 . 

적용된 기능과 기술의 발전이 기호적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 

결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모바일 기호는 유기적 성장을 가진다 모바일 기호는 유기적 , . 

24) Umberto Eco,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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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쇠퇴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의 표상체가 사용되고 사. 

라지는 과정들을 보면 사용되는 주요 때가 있고 새로운 표상체를 사용하, , 

는 모바일 앱 기호가 등장하면 기존 기호가 감소하기도 한다 즉 하나의 . 

모바일 앱 기호만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콘이 지속해서 , 

변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앱 아이콘은 기호의 이미지를 재생산한다 기존의 기호와 전혀 상, . 

관없는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현상한 사진 을 해석체로 . , ‘ ’
사용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표상체인 꽃 이 현재 갤러리 앱의 기호와 색상, ‘ ’
으로 남아있다 이전의 아이콘에서 사용했던 표상체가 다음 표상체가 되기. 

도 하는 것이다. 

다섯째 하나의 대상체는 동시대에서 여러 가지 기호로 소비되기도 한, 

다 보이스 레코더 사례를 보면 마이크가 음성 검색 기능과 보이스 레코더. , 

를 표현하는 기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대상체는 마이크와 이퀼라이저 , 

그래픽이 기호화 되어 사용되기도 했다 기호들의 유기적 성장 속에서 새. , 

로운 기호의 이미지는 중첩되어서 사용될 때가 있다 즉 모바일 앱 기호들. , 

도 하나의 표상체가 다른 대상체를 지시하기도 하며 다른 대상체가 하나, 

의 표상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모바일 아이콘은 기존 표상체 수준을 탈피하고 있으며 이런 표, , 

상체를 벗어나면서 새로운 아이콘이 정착할 때 다음과 같은 매커니즘이 보

인다 첫째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능에 가장 부합하는 특성을 시각화 한 아. , 

이콘을 만들어야 한다 즉 앱의 가장 주요한 특징적인 기능을 아이콘에 반. , 

영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기호로 발전하기 위한 중간과정 이 필요하다 현재 기호에 , ‘ ’ . 

서차세대 기호로 넘어갈 때 현재 기호가 자연스럽게 인지 가능하도록 UX , 

중간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구글 서비스들은 자체적 서비스 . ,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표상체에서 점차 브랜드 아이콘으로 진화하

는 과정을 거쳤으며 오랜 시간동안 만들어진 브랜드 이미지로 원하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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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11] 폰 콜 앱의 기능을 활용해 차세대 아이콘 제작에 응용한 예, 

그림 [ 3 -12] 이메일 스크린과 기능을 활용해 아이콘 제작에 응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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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차세대 아이콘 제작을 위한 과정에서 다음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 

것도 가능하다 차세대 아이콘 제작을 위한 레퍼런스는 기존에 사용하던 스. 

크린 현재 사용 중인 모바일 하드웨어 앱 내 기능 아이콘 등을 포함한다, , .

본 연구는 아이콘 표상체의 세대 간 차이에 주목하여 모바일을 사용하, 

기 시작한 젠지 세대들이 현재의 아이콘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두고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 결과 스마트폰 아이콘이 독자적인 . , 

생태계에 기반하여 새로운 매커니즘으로 기호화 되고 있으며 만들어지는 ,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변화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모바일 등장 . . 

이후 태어난 세대가 기존 세대의 아이콘의 근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

럼 기존세대가 새로운 새대의 아이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 

울 수 있다 앞서 연구 결과 아이콘의 제작과 진화 매커니즘이 달라진 것. 

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존 세대들은 새로운 아이콘 인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 아날로그 사물에 표상체로 사용하던 기호가 익

숙한 기성세대 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콘 매커니즘을 어떻게 적용해야할 것‘ ’
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모바일 디자인은 지속적으로 발전하. 

고 바뀔 것이며 스마트폰 기반 제조사 서비스 제공자들도 상호 공진화할 , , 

것이다 따라서 앱 아이콘뿐만 아니라 기능과 스크린에 대한 연구가 추가. 

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론부에는 아이폰의 스크린을 기반으로 차세. 

대 아이콘 제작응용 예제를 보였다 현재 모바일 시장 점유율을 생각한다. 

면 아이폰 스크린뿐만 아니라 모바일 점유율 상위 회사의 스크린을 모두 , , 

통합한 차세대 아이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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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 in Icon Communication 

and Direction of

 Next-generation Icon
-Analyze application icons in semiotics From 

2007 to 2020 -

Hyeju Park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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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s include letters, signs, and logos used in visual communication 

methods.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smartphones in2007, symbols 

began to expand into new areas called “application icons.”
  While working as a mobile UX designer from 2011 to 2019, the 

researcher experienced firsthand changes in icons and UX.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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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research became interested in two topics. Regarding the 

first the trend toward change in the age of communication , questions — —
are related to the history of mobile icons in communication. Just as 

symbol sand visual images generated from texts have changed, mobile 

icons are also undergoing communication changes. Second, depending 

on the user’s generation, at what point do communication differences 

occur? Communication errors often occur among users because their 

understanding of preferences is significantly different due to differences 

in personal, cultural, social, and generational environment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researcher wanted to find a point at 

which icon communication changed between the advent of mobile 

technology and the present specifically, 2020. In particular, preload 

icons mounted on smartphones from 2007 to 2020 were selected as 

subjects for analysis and examined annually to identify how objects, 

interpretants, and representamina have changed from a semiotic 

perspectiv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bile icons have 

deviated from the imitation of reality and developed into “cultural 

symbols”that grow organically on their own. Early icons borrowed 

“metaphors” and “interpretants” to describe their functions and services 

by substituting them for real-world images of objects. However, starting 

in 2013, we began to use functions within smartphones for a new 

interpretation. As of 2020, icons are building their own organic 

ecosystem based on mobile experiences, not physical objects. 

 Second,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the construction of new icons. 

We can find examples of “moving icons” that move according to 

mobile conditions and technologies used in apps. 

 Third, the mechanism of icons switched between 2013 and 2014. 

Changes began in the way icons were borrowed from analog objects; 

now, they grow organically and reproduce images of different symbols.

 Fourth, icons are influenced by cultural environments, such as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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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ments. Alternatively, even though the culture has changed, the 

symbol may be fixed

 Research results have been presented via panels and websites, 

visualizing icon object changes, graphic trends, and the impact of 

society and technology on icons. 

 Finally, the conclusion briefly suggests the creation of next-generation 

ic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nd highlights the need for 

follow-up studies.

 

keywords : Mobile icon, semiotics, communication, application 
icon, GUI, Iconography, Next-generation, icon
Student Number : 2019-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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