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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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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용자를 위해 디자인할때 기억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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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방향이 다른 언어 염두에 두기 (RTL vs. LTR)
● 글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언어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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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방향이 다른 언어 염두에 두기 (RTL vs. LTR)

<html class="google" dir="rtl" lang="ar"><html class="google" dir="ltr" lang="ar">



글자가 차지하는 공간이 언어에 따라 다름



인터넷은 글로벌
Internet is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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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스크린을 위한
디자인



반응형 웹디자인 (Responsive Design)

● 다양한 기기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
● 관리의 용이성 (한 개의 사이트만 관리)
● 쉬운 검색엔진 최적화 (한 개의 URL)



Cool Japan example





Mobile First
모바일 먼저



                        

What Why How

  Mobile First 모바일 먼저



사용자 이미지 다시 그리기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클릭

휴대폰
태블릿

터치
스와이프
틸트
쉐이크



Mobile is less more.



동작감지센서 (Accelerometer)
조명센서
위치기반 API
카메라
클릭 투 콜
음성인식





정보 디자인 먼저,
시각 디자인은 나중에.



이미지출처: 구글 글래스 사이트에서 스크린 캡처



이미지출처: http://9to5mac.com/



정보디자인: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해서

얼마나 보여줄 것인가



Or, no screen.







골든룰은 여전히:
“Content is King”



디자인 프로세스 다시 생각하기



이미지 출처: http://kylegawley.com/posts/pixel-perfection-is-madness

http://kylegawley.com/posts/pixel-perfection-is-madness






디자인 목업
스타일 타일

이미지, 개념 출처: http://alistapart.com/article/style-tiles-and-how-they-work



고려해볼만한 디자인 프로세스

● 목업대신에 무드보드, 디자인 가이드와 프로
토타입으로 디자인 리뷰하기

● 브라우저에서 디자인하고 리뷰하기



“당신의 컨텐츠가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하라
왜냐하면, 당신의 컨텐츠는 어디든지 갈테니까.”

- 브래드 프로스트 -

출처:http://alistapart.com/article/future-ready-content/

http://alistapart.com/article/future-ready-content/


사용자 제대로 이해하기 



On-the-go?
모바일 사용자들은 바쁘게 움직이는 중?



데이터에 기반한 디자인과 최적화



Mobile First?
User First!



Q&A



더 많은 사용자를 위한 웹, 
더 나은 웹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