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경

본 연구는 머티리얼 디자인(Material Design)의 컴포

트 하나인 로 액션 버튼(Floating Action

Button)의사용실태와 효율성을 악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머티리얼 디자인은 안드로이드 애 리 이션들의

디자인 통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 다. 하지만 사용자

경험 상 논란이 되는 컴포 트가 몇 있다. 표 인 는

“햄버거 메뉴”이다. “햄버거 메뉴”는 여러 가지 메뉴를

하나로 통합한 내비게이션 컴포 트이다. 리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자 경험상의 효율성에서는 부정 인 의견이

많다. 기술 응력이 낮은 사용자들이 인지하지 어렵고,

러보기 까지는 내장된 기능을 알 수 없다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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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구 머티리얼 디자인의 컴포 트인 로 액션 버튼 오른쪽 하단 표 형의 사용 실태와 효율성을

악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차는 사례 연구로 서비스별 로 액션 버튼의 사용 실태와 장단

을 조사했다. 2차로 스마트폰 이용자 12명을 상으로 한 아이트래킹 실험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 다. 그 결과, 로

액션 버튼은 직 인 디자인으로 사용자들의 이목을 끌어 특정 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용자들

의 시선은 부분 상단에 머무르며 인터페이스가 상단에 배치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컴포 트로 정

인 사용자 경험을 주기 해서는 콘텐츠의 가림 정도, 사용자들의 애 리 이션 사용 행동 경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로 버튼의 올바른 사용법을 제기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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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usage of floating action button, a component of Google’s Material 

Design.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o overview the component’s current usage and qualities, followed by 

eye-tracking experiments and in-depth interviews conducted to 12 subjects. Results have shown that while floating 

button can promote an action by catching viewers’ attention with its striking visual, users tend to look at top more, 

thus preferring top placement for interfaces. To give positive user experience, designers should consider  factors such 

as the amount of content covered by the button, the way users interact with the application, etc. This study aims 

to provide proper guidelines for the component’s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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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 로 액션버튼도오랜 시간 회자되고있는 컴

포 트이다. 머티리얼 디자인고유의 컴포 트로, 2018년

5월 발표된머티리얼디자인 2.0에도포함되어 있으나

치, 기능의다양성 등을이유로 불편한 UI라는의견이 있

다. 본연구는 가장 보편 인 형태인오른쪽 아래 표 형

로 버튼에 한 사용자들의 인식, 이용 실태, 장단

과 개선 을 악하고자 한다.

1.2 연  과 

이연구는 1차선행연구를 통해 로 버튼의정의와

사용사례 조사하 다. 2차실증 연구로 스마트폰 사용자

12명을 상으로 실험과 심층 면 인터뷰를 시행해 그

사용실태를 알아보았다.

2. Floating Action Button에 한 고찰

2.1 티리얼 디

구 의 안드로이드는 오 소스로 많은 기기들이 사용

하는 OS이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여러 업체에서 나오

는 다양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어 새로운 운 체제

로 바꾸지않고도하드웨어를 바꿀 수있다[2]. 그러나 다

양한 랜드, 기기, 천차만별인애 리 이션은 디자인의

통일성 부족이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애 은 사용자 인

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발행해 iOS 앱 디자인을 통제하

고 있었지만 구 은 그런 규정이 없었다. 2014년, 구 은

모바일과 데스크탑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일 된 디자인 가이드라인, 머티리얼

디자인을 제시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3]. 머티리얼 디자

인은 랫폼 기기 반의 표 방식, 모션 상호 작

용 디자인에 한 종합 인 지침이다[4].

Fig. 1. Floating Action Button

2.1.1 Floating Action Button

로 액션 버튼은 머티리얼 디자인 고유의 컴포

트이다. 이 컴포 트는 “Used for a promoted action,” 즉

사용자에게 특정 행 를 유도하기 쓰인다[5]. 구 은

로 버튼이 앱 화면 내 가장 요한, 는 빈번하게 쓰

이는 기능을 수행하게 할것을 권장한다. 를 들어뮤직

이어 앱이라면 ‘재생’ 기능의 로 버튼이 용될

수 있다. 화면 떠 있는 듯한, 아이콘이 간에 배치된

원 형이 가장 보편 인 형태다. 표 형, 미니형, 길이 추

가형의 세 가지가 있다. 부분은 화면 하단에 배치해 사

용자가 한 손으로 기기를 쥐었을 때 엄지로 손쉽게 를

수 있게 해줘 근성을 높여주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다

른 치에도 배치될 수 있다. 화면에 단 하나만존재해야

하며, 정 인 액션만을 수행해야 한다. ‘추가’ 기능은

로 버튼으로 할 수 있어도 ‘삭제’ 기능은 안 된다는

것이다[6].

2.2 Floating Action Button 적용 사례

로 버튼은 안드로이드와 iOS의 다양한 애 리

이션들에서 볼 수 있다. iOS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

드라인에 포함되어있지 않아 iOS 앱들 사이에서는 사용

이 상 으로 은 편이다.

2.2.1 지  (Gmail)

지메일 애 리 이션의 로 액션 버튼은 우하단에

치해 있으며, 작성 기능이 있다. 사용자가 이메일을 작

성 태스크를 빠르게 이메일 작성을 할 수 있게 해 다.

흰 화면에 빨간 버튼은 찾기 쉽다. 반면, 이메일 작성

이 목 이 아닌 사용자에게는 강렬한 빨간색이 콘텐츠에

집 하는 것을 방해한다. 화면만 차지하고 받은 시간, 하

이라이트 등의 다른 UI를 가린다[7].

2.2.2 카카  ( 전)

2018년 9월 8.0 업데이트 후 하단 로 버튼이 없어

졌다. 기존에 있었던 친구 추가와 단톡방, 오 톡 개설

등에 사용되었던 로 버튼이 부 제거되었고 상단

버튼으로 모두 재분류 되었다[8]. 이로 인해 컴포 트들

이 비슷하게 제공돼 사용자들의 인지가 편해졌다. 그러

나 사용 빈도가 낮은 오 채 같은 기능은 더 깊이 숨

겨져 더욱 찾기 힘들게 되었다. 디자인 , 정보 계 일

성을 해서 마 기능을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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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oating Action Button in Twitter

2.2.3 트

반면, 2018년 10월 31일 트 터는 iOS 앱에 ‘트윗하기’

로 버튼을 추가했다. 훨씬 더 사용하기 쉬우면서 잘

보이고, 한 손으로 트윗을 보고 작성하기에도 편한 UI라

했다. 버튼을 길게 르면 드래 트, 사진, GIF 갤러리메

뉴가 추가로 나온다[10]. 기존 안드로이드 버 의 디자인

을 그 로 가져온 것이다. 아이폰 6부터 기기가 차 커

지며 더 이상 한 손으로 조작하기가 어려워짐을 개선했

다는 평가도 있다. 사용자들은 “트윗 콘텐츠를 가린다.”

“버튼을 숨기는 옵션을 원한다[11]” “타임라인에 집 할

수 없다[12]” “작은 기기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크다.” 등

의 문제 을 언 했다.

Fig. 3. UI Mockup for Eye Tracking Experiment

3. 실험   

3.1 실험

스마트폰 이용자 12명을 상으로 아이트래킹 실험과

사용자 인터뷰를 시행하 다. 타 연령층에 비해 상

으로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고 능숙한 20~30 를 상으

로 하 다. 동일한 기능이 상단 UI와 하단 로 액션

버튼으로 있는 앱 화면을 두 개 비했다: 포토 갤러리,

이메일. 이메일 앱은 실제 서비스인 지메일 화면에 우상

단 버튼을추가한 것이었다. 2개의 목업을 비한이유는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 간 차이가 있음을 보기 함

이었다. 각 아이콘 사이즈는 머티리얼 디자인 권장 규격

에 맞췄다— 로 버튼 56dp, 상단 아이콘 24dp. 각 실

험자에게 한 개의 화면을 보여주고, 특정 태스크를 수행

하라고 지시한 후 수행 움직임을 기록했다. 그 후

설문지를 동반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이콥 닐슨(Jakob Nielsen)의 연구[13]에 따르면 사

용자 경험 연구의 실험에 있어 5명의 피실험자를 확보했

을 때, 그실험은 유효한 결과를 가질수 있다. 이 연구는

12명을 상으로 진행하 다.

3.2 실험결과  

총 12명 9명(75%)이 로 버튼을 다. 하지만

상단 UI에 먼 이 간 사람이 8명(66.7%)으로 낮지 않

은 비율이었다. Table 1은 모든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Result No. of People

Saw top UI first, pressed top UI 3

Saw top UI first, pressed FAB 5

Saw FAB first, pressed top UI 0

Saw FAB first, pressed FAB 4

Table 1. Result of Eye Tracked UI Experiment

피실험자 12명 8명(66.7%)이 iOS, 4명(33.3%)이 안

드로이드 사용자다. iOS 사용자 4명이 과거에 안드로

이드 사용자 다. 이 10명(83.3%)이 로 버튼이 본

있는 UI라 고 답했다. 카카오톡, 구 드라이 , 트

터 등에서 로 버튼을 보거나 사용한 이 있다고 응

답했다.

Criteria Component
No. of
People

Familiarity
Top Right UI 9

Floating Action Button 3

Convenience of
FAB

Convenient 7

Neutral 1

Inconvenient 4

Preference
Top Right UI 8

Floating Action Button 4

Table 2. Summary of Post-Experimen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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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플로  액  튼 택 

로 액션 버튼을 른 피실험자들은 ‘버튼의 디자

인’ 6명(66.7%)이나 ‘익숙함’ 3명(33.3%)을 선택의 가장

큰 이유로답변했다. 직 이며, 크고, 색이 뚜렷해 이목

을 끌어 ‘ 가 도 버튼인디자인’이라 하 다. 익숙함을

선택한 실험자들은 3명 모두 지메일 목업으로 실험을 진

행했던 이들이며, 지메일 앱에서 이메일 작성 기능을 자

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었다.

3.2.2 상단 아 콘 택 

상단 아이콘을 른 피실험자들은 3명 2명이 ‘익숙

함’을 선택의 이유로 꼽았다. 1명은 무의식 으로 상단을

다 하 다. 아이트래킹 결과, 3명 원 공통 으로

하단은 일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명 모두 인

터뷰 때 로 버튼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다 답

하 다.

Characteristic
No. of
People

Pros

Quite visible, easy to spot 6

Easy to press with thumb 5

Very familiar with component 3

Cons

Covers content / information 8

Location is inconvenient
(Eyesight rarely goes to bottom)

7

Unsure of its function 2

Table 3. Pros and Cons of Floating Action Button

3.2.3 플로  액  튼  단점 

표는 로 버튼의 가장 큰 장단 을 3개씩 정리

한 것이다. 가장 큰 장 은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크기,

강렬한 색, 그림자효과덕에 에 잘띈다했다. , 핸드

폰을한 손으로 쥔채 엄지만 움직여 르는 것이가능하

다. 왼손잡이인 피실험자는 버튼이 오른쪽에 있어도 엄

지로 쉽게 를 수 있어 버튼이 매우 편하다 답했다. 학

습된 사용자들한테는 편한 컴포 트이기도 하다. 처음

버튼을 했을 때 편하다 느끼고 자주 써 온 사용자들은

다른 앱에서도 방 버튼을 찾을 수 있었다 답했다.

반면, 정보나 콘텐츠를 가리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피실험자가 66.7%에 달했다. 치가 불편하다는 사용자

들은 ‘기기들이 커지어 다른 인터페이스들과 비슷

한 치에 있는게 좋다’와 ‘하단을잘 안 상단이좋다’

가 이유 다. ‘앱마다 기능이 달라 혼란스럽다’라는 답도

있었다.

3.2.4  어플리케  내 플로  액  튼 

12명 원 지메일 애 리 이션 사용자 으며, 그 9

명(75%)이 지메일을 주 이메일 랫폼으로 사용한다고

답하 다. 2명(16.7%)이 네이버 메일, 1명(8.3%)이 네이

트 메일을 주로 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메일을 주로

사용하는 9명 실제지메일앱에 로 버튼이있다는

것을 아는 실험자는 3명(25%)에 불과했다. 이는 네이버

메일도 마찬가지 다. 네이버 메일 앱에도 더 작지만 지

메일과 같은 치에 작성기능 로 버튼이 있다. 그러

나 2명 다 버튼의 존재를 몰랐으며, 이메일 작성 시 햄버

거 메뉴내 ‘메일 작성하기’ 메뉴를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로 그 한 명은 실험 진행 때 우상단 아이콘

을 르기 에 햄버거 메뉴를 먼 었다.

로 버튼의 존재를 몰랐던 피실험자들은 이메일

앱 사용 시 하단을 잘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모바일로는

주로 받은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최신순 정렬이고 로

스크롤 해 올리기 때문이다. 이메일 작성은 컴퓨터로 하

는 경향이 있었다. 앱에서 이메일을 작성할 경우 리스트

에서 찾거나 검색을 통해 받은 메일에 회신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 다. 이메일 주소를 일일이 기억

하지 못해 이 방식을 선호한다고 하 다.

4. 결과

로 액션 버튼은 직 이고 에 띄는 디자인으

로 특정 기능의 사용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

인 크기와 강렬한 색, 원 형태는 사용자들의 에 띌

수밖에 없다. 하단에 배치될 시 엄지로 손쉽게 를 수

있고, 해당 컴포 트에 장기간 학습된 유 들이 타 앱에

서도 버튼을 쉽게 찾고 활용한다는 장 이 있다. 그러나

부분의 사용자들의 시선은 앱 화면 상단으로 먼 가

며, 인터페이스가 상단에 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단 들 때문이었다.

첫째, 콘텐츠나 기능이 가려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한

다. 사용자가 심 있어 하는 정보일 경우 사용자들이 느

끼는 불만이 더 많았으며, 작은 기기일수록 가려지는 정

보가 더 많다.

둘째, 다른 인터페이스와 동떨어져 있다. 핸드폰을 한

손으로 사용할 시, 우하단 로 액션버튼의 치는 엄

지로 르기 매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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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ow people grab smartphones

2013년 스마트폰 사용자 1,333명을 찰한 결과 한 손

으로 핸드폰을 쥔 채 엄지로 인터 션을 하는 사용자가

49%에달했다[14]. 그러나 이제 각선길이 5.5~7인치의

스마트폰, ‘패블릿’(Phablet)의 시 가 왔다. 2012년 1%

던 패블릿의 스마트폰 시장 유율은 이제 50%에 육

박했다[15]. 한 손으로 타자를 치거나, 사진을 찍거나, 스

크롤 하는 것이어려워졌다. 한 손으로핸드폰을 풀 수도

없다[16]. 결국, 양손으로 기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타 인터페이스들의 치에 따라 상하를 오가야 한다.

로 버튼을 고려하고 있는 개발자라면인터페이스의 배

치와 사용자들의 기기 사용법을 신 히 계획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사용자들에게 발견 안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버튼의 기능이 자주 쓰이는 기능이 아니거나 기능을 알

기 힘들 때 유 들이 인지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사용자

들의 시선은 상단에 먼 가는 편이다. 사람들은 에서

아래로 정보를 읽어나가는 것에 익숙하고, 스마트폰 내

비게이션도 그런 동선을 유지했다. 일부 이메일 앱은 ‘이

메일 작성’을 주 기능으로 단, 로 버튼으로 ‘작성’

을 유도하지만 유 들이 앱상에서 실제 제일 많이 하는

행 는 ‘이메일 확인’으로 밝 졌다. 그 결과시선이 게

상단에만 머물러 하단의 로 버튼을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피실험자 한 명은 로 버튼에 ‘삭

제’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머티리얼 디

자인 가이드에 어 나는 부정 인 액션이나, 각종 노력

에도 여 히 스팸 메일에 시달리는 사용자들을 한 방

안일 수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로 액션 버튼의 사용 실태와 장단 을

악 후 컴포 트의 올바른 사용법 제시를 해 진행되

었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콘텐츠가 가려지는 것을 최소화해야한다. 작은

정보라도 유 는 이에 불편함을 느낀다. 둘째, 유 들이

앱과 어떻게 인터 션하는지 찰 후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 보다는 유 가 진정으

로 필요해하는 기능을 주기를 권한다. 카드 앱은 고

객 지원 아이콘을 로 액션 버튼으로 했다. 앱의 요

기능은 아닐지라도 유 가 빠르고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 사용자를 우선시한 조치로 보인다.

앞으로 이 연구를 기 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컴

포 트의 사용을 추가 보완하고, 사용자 경험 개선에 도

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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