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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앱)은 우리의 일상
에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도구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리고 인간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정보들과
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한다. 게다가 문자위주의 책
과는 달리 동영상을 비롯하여 인터랙션 등의 기능을 융
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과학정보처럼 내용이 어려운 정보들도 쉽게 이
해될 수 있다.  
  과학정보 중 해양과학정보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
지 않다. 그러나 지구면적의 70%이상이 해양으로 이루어
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양과학정보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책이나 방송영상을 통해서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해양과학정보를 알리고 있
다. 그런데 앱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여 다양한 포맷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위치기반서비스와 인터랙션 및 
증강현실 서비스로 더욱 생동감 있게 해상과학정보를 전
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arine World Heritage Bunurong Ocean Life ID The Deep, 
Art Science Museum

- 2012년 유네스코 
해양문화재 
프로젝트로 제작

- 전 세계 45개 
해저문화유산의 
정보를 제공.

-해양문화재들의 
문자, 영상 검색. 

- 300여종 이상의 
해양동식물 
이미지 정보를 
제공

- Bunurong해를 
중심으로  
해양생물 서식지 
지도에 표시

- 생물학자, 
과학삽화가, 
다이버가 공동 
개발한  해양생물 
그림APP

- 내용정확
- 해양생물 
식별방법 제공

- 동영상과 정교한 
그림으로 심해의 
바다생물과 
인류와의  
상호영향관계를 
소개한 APP

표 1. 분석대상 해양과학정보 앱

  앱으로 어려운 해양과학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화

- 본 연구는 동서대학교 BK21플러스 해양디자인인력양성사
업팀에 의해 지원 되었습니다. 

면 상 GUI디자인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나 행위를 지시하는 아이콘과 레이블 및 앱의 색상 시스
템 그리고 해양과학정보에서 독특하게 사용되는 해양지
도의 GUI디자인들을 비교분석 하였다.

2. 조사대상 해양과학정보 APP

  Apple Store와 Google Play의 과학정보 분류에서 상
위 4개의 해양과학정보 APP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표1]. 

3. 아이콘과 레이블 비교분석

  아이콘과 레이블의 분석에서는 통일성, 기능성, 효율
성, 표준화 4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표2]. 

  4개의 앱 모두 아이콘과 레이블의 일치성이 높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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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양과학정보 APP의 아이콘과 레이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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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해양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양과학정보 앱 4종의 GUI디자인에 대한 아이콘과 레이블 및 해양지도에 대해 비교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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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었으며 도구버튼은 아이콘만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으
나 전체적으로 아이콘 디자인의 통일성 높았다. 그러나 
Marine World Heritage의 Pdf아이콘은 전체적인 아이콘
의 통일성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 또한 Bunurong 앱은 
아이콘 형태가 의도한 기능이 연상되지 않아 초보자들에
게 기능성이 높지 않았으며, Species화면에서는 레이블 
없는 아이콘이 생물의 실루엣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생물
의 구별이 어렵고 다른 표준화된 아이콘들과의 통일성을 
깨뜨리고 있다. Ocean Life ID 앱의 조회화면에서는 어
려운 기능을 의미하나 레이블명 없이 아이콘만으로 사용
되어 GUI의 기능성이 떨어졌다.

4. 색상 비교분석

  색상분석에서는 앱 색의 내용의 상징성과 일관성 및 
학습용이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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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해양과학정보 APP의 색상 비교

  Ocean Life ID 앱을 제외한 3개 앱들은 배경색이 블루
-블랙로 심해(深海)를 상징하고 있다. Marine World 
Heritage의 경우 어두운 배경의 밝게 표시된 문자의 가독
성이 낮았다. Bunurong 앱의 문자 색상은 일관되게 표
현되었으며 단색 배경의 사용으로 해양생물의 외형을 알
아보기 쉽게 표현되었다. The Deep, ArtScience 
Museum 앱의 조회화면에서는 회색조의 배경으로 인해 
해양생물의 사진을 잘 볼 수 있어 학습에 용이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채도가 매우 낮아 음울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Ocean Life ID는 다
른 3개의 앱과 다르게 드로잉 정보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네비게이션 영역을 녹색과 회색으로 강조하고 드로잉 콘
텐츠의 배경을 백색으로 사용하였다. 조회화면인 학습영
역이 밝은 배경에 해양생물의 라인 드로잉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에 매우 용이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5. 해양지도 비교분석

  해양지도는 해양과학정보 앱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로 앱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정보표현방법과 정보제
공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Marine World Heritage 앱의 해도는 외부지도사이트
의 API서비스를 이용하여 도시까지 상세한 정보를 표현
하고 있으며 위치추적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해양
과학정보의 고유성이나 해양문화재 정보들과의 연결  등
의 정보 재구성 측면은 약하다. Bunurong 앱은 육지정
보가 상세하게 서술된 반면 해양정보에 대한 구체성이 
약하고 제공되는 정보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Ocean 
Life ID 앱의 해양지도는 단순하게 그려져 있으나 해양생
물의 분포현황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어 지도사용목적
에 잘 부합하고 있다. The Deep 앱의 지도는 도시정보
나 해양정보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지도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 

6. 결론

  연구결과 해양과학정보 앱의 GUI 디자인은 사용과 학
습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초보자들이 해양과학정보 앱의 레이블이나 아이콘 등 
GUI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며, 어둡고 무
거운 배경색상으로 글자들의 가독성이 떨어져 학습효과
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전문용어들을 많
아 초보자들이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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