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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 소개: 인문학과 자유,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래픽 및 프로덕트 디자이너, 최수진

UX Insight

커리큘럼
기능 리뷰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세계와 문화에 무한한 관심을 가진 디자이너입니다. 주로 집중해온 것은 프로덕트 

디자인과 그래픽 디자인이며, 현재 토론토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고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항상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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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깊었던 부분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커리큘럼

커리큘럼에 각 챕터별로 이미지 병치가 가능하도록하여 유저의 구매를 돕는다

간단한 설치로 유저가 더 쉽게 구매결정을 하도록 유도됨으로써 회사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소득이 더 늘고, 유저의 입장에서는 글로만 전달받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자신에게 필요한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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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측정 지표

A. Heat map을 통해 캐로우셀 UI가 

눌린 정도를 본다

a. 이는 해당 UI의 효과를 

보는 척도로 사용

B. 인터랙션이 가능한 커리큘럼이 

있는 강의와, 그렇지 않은 강의들의 

전환율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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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 SuperHi

챕터별 이미지 병렬배치

수퍼하이 SuperHi는 디자이너를 위한 디자인 

및 코딩 코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수퍼하이의 Syllabus 부분을 보면 실라버스 

내의 챕터가 병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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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및 개선 아이디어

보다 더 나은 인터랙션과 서비스 경험은 곧 전환률

이미지를 병기하는 것 이상으로, 샘플 클래스나 크리에이터/인스트럭터 소개 영상 

등을 병치함으로써 잠재 구매자가 조금 더 해당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서비스 구성 예시로는 마스터클래스(상)와 스킬쉐어(하)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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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자 소개: 세상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대학생, 한해원

UX Insight

창업심화전공으로 경영학을 공부했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민첩한 시선으로 세상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자 노력하며, 꾸준한 기록과 회고, 성장을 즐기는 탐험가입니다. 비즈니스와 유저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내는 일과 변화를 앞당길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해 힘을 보태는 일에 관심이 

큽니다. 연세대학교 IT 경영전략학회에서 다양한 산업의 IT 기업과 서비스기획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마케팅 

인턴과 VC 투자팀 인턴을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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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기능 리뷰



인상깊었던 부분

CLASS101 classic (class101.net/classic) 
의 사례 중

홈 화면 - 전체 카테고리 호버 (Hover) 
인터랙션

“전체 카테고리” 탭에 커서를 올리면 

카테고리가 자동으로 펼쳐짐

대분류 카테고리에 커서를 대면 소분류 

카테고리도 펼쳐짐

9카테고리



인상깊었던 부분

CLASS101 classic (class101.net/classic) 
의 사례 중

홈 화면 - 전체 카테고리 - 특정 카테고리 클릭 
시 인터랙션

좌측에 전체 카테고리 대분류가 나타나고 

클릭한 카테고리의 경우 소분류까지 보임

만약 동일 대분류 내 다른 소분류 카테고리를 

둘러보려면!

● 좌측 카테고리 목록에서 확인 (특정 

카테고리의 경우 아래로 스크롤을 

많이 해야보인다는 불편함)

● 홈 화면에서 사용했듯, 상단 전체 

카테고리 버튼에 커서를 다시 

가져다대서 확인 (한번 했던 행동을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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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깊었던 부분

CLASS101 + (class101.net/plus) 의 사례 
중

홈 화면 - 카테고리 탭 클릭 (호버 X) 
인터랙션

카테고리 탭에 호버 (Hover) 하여 

카테고리창을 여는 방식이 아닌 클릭을 하여 

카테고리 창을 열 수 있음.

대분류 카테고리 창이 아래로 펼쳐짐 (닫기 

버튼 有) - 클릭을 여러번 해야하는 번거로움

소분류는 홈화면에서 볼 수 없음! - 소분류를 

확인하려면 개별 대분류를 다 눌러봐야하는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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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깊었던 부분

CLASS101 + (class101.net/plus) 의 사례 
중

홈 화면 - 카테고리 버튼 클릭 - 특정 대분류 
카테고리 클릭 인터랙션

좌측에 선택한 대분류와 소분류 카테고리를 

띄워줌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도 좌측 카테고리 바는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소분류 

카테고리로의 이동이 용이함

타 카테고리로 이동하려면 상단 카테고리 탭 

클릭

12카테고리



비슷한 사례: 현대식품관 to Home

13카테고리

종합 의견 (가설)

홈 화면: 카테고리에 커서를 가져다대면 대분류와 소분류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더 편리

특정 카테고리 클릭한 화면: 동일 대분류 내 다른 소분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상품 탐색에 더 효과적 

(스크롤 다운 시에도 카테고리가 보이는 방식)

홈 화면 - 카테고리 전체보기

커서를 카테고리에 호버하면 자동으로 대분류, 소분류 
펼쳐짐

홈 화면 - 카테고리 전체보기 - 특정 카테고리 클릭

● 상단에 선택한 대분류와 소분류를 띄워줌

● 스크롤 다운 시 카테고리 확인 불가



UX Insight

캐로우셀셀 
기능 리뷰

분석자 소개: 일상 속 작지만 큰 변화들을 만드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김대영
사용자의 니즈와 프로덕트의 가능성을 항상 연구하며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 겸 프로덕트 디자이너입니다.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컨셉에서 론칭, 그리고 발전까지  사용자 경험을 설계 및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인지과학을 공부하며 사용자 니즈의 보다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한 프로덕트의 

전략과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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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깊었던 부분

Class101의 웹사이트는 제공하고있는 
컨텐츠정보를 보여주는데 있어 캐로우셀을 
주된방법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홈페이지안에서 두가지의 캐로우셀이 각각 

홍보, 컨텐츠 디스플레이이 목적으로 함께 

사용되고있습니다.

이 기능에서 아이템 시간및 순서 표시, 

카테고리별 보기, See all 하이퍼링크, 

화살표 위치 등 캐로우셀의 세부적인 유저 

인터랙션이 눈에 띄었습니다.

컨텐츠에따라 캐로우셀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캐로우셀이 사용되는 조건이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15캐로우셀



인상깊었던 부분

General

홈 > 캐로우셀의 컨텐츠 클릭 > 해당 

컨텐츠페이지로 이동

상단 Hero 부분의 캐로우셀

홈 > 캐로우셀의 좌우 화살표 클릭 > 다음 

혹은 지난 이미지 표시

하단 Body 부분의 캐로우셀

홈 > 캐로우셀의 좌우 화살표 클릭 > 다음 

혹은 지난 컨텐츠 모음으로 이동

홈 > 몇몇 캐로우셀의 타이틀 클릭 or See all 

하이퍼 링크 클릭 > 해당 카테고리 페이지로 

이동

16캐로우셀



인상깊었던 부분

홈페이지 상단 캐로우셀의 자동넘김은 5초마다 한번씩 
이루어집니다. 

빠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5초의 룰은 존재하지만

● 사람의 뇌가 이미지를 프로세스하는 시간 = 13 

milliseconds

● 사람의 뇌가 150 단어를 프로세스하는 시간 = 1 

Minute (초당 약 2-3개 단어)

5초의 룰은, 컨텐츠의 상관관계, 목적에 맞는 우선 순위등 

확고한 목적과 선택의 조건사항들을 사용자가 사전에 

파악했다는 전제 조건하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클래스 101 의 케이스에서는 사용자가 Hero 부분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프로세스하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캐로우셀



홈페이지 상단 캐로우셀은 사용자에게 자동 넘김까지 남아있는 시간, 혹은 
경과한 시간을 보여줍니다.

Bar는 초반부에는 빠르게, 후반부에는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사용자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Bar가 채워지는 형식의 표현으로 사용자가 다음 이미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목적을 “캐로우셀 안에있는 컨텐트를 파악하고 Explore 하는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목적의 달성 혹은 비즈니스목표 상 사용자에게 굳이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심리적 압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인상깊었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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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타이틀을 클릭하면 카테고리 
페이지로 이동하며 각 캐로우셀의 우측 
상단의 See all 을 클릭하면 똑같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9

인상깊었던 부분

또, 클릭하여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UI에 링크라는 affordance 를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표시하지 않음 으로써 

사용자의 입장에서 하이퍼링크의 존재를 
예상 및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캐로우셀

모든 카테고리 타이틀가 해당 카테고리의 

전체 페이지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모든 카테고리의 페이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위 인터랙션상 각 케이스간의 괴리로 
인하여 사용자의 경험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New Releases 카테고리 전체보기 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내 다른 
카테고리들의 전체보기 화면과는 다르게 모든 컨텐츠를 바둑판 형식으로 
나열하여 보여줍니다. 

Newly Launched in 2022 캐로우셀은 소수의 컨텐츠만을 보여주는 반면 

New Release 는 최근 오픈된 컨텐츠를 전부 보여줍니다.

카테고리의 어떤 특성이 캐로우셀의 사용을 지정하는지 명학한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 예) Newly Launched in 2022 (캐로우셀) 와 New Release (전체 

표시)의 컨텍스트

인상깊었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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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캐로우셀)에서의 특정 컨텐츠 
페이지에서의 유입율 대비 카테고리 페이지 
안에서의 유입율

성과 측정 지표

홈페이지 내 특정 Y 축 Value 에서의 세션 수 및 
시간 대비 카테고리별 전체보기 
페이지안에서의 세션 수 및 시간

21캐로우셀



비슷한 사례: Prime Video

사용자에게 여러 카테고리의 전체보기 뷰를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 
클래스 101과 다른 점이 많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동넘김 캐로우셀에서 경과한 시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캐로우셀 내 이동을 위한 화살표는 화면 양 끝에 

위치해있습니다.

Underline 과 색 을 이용한 하이퍼링크 Affordance를 

제공합니다.

프라임 비디오는 이미지와 이미지에 반응하는 

사용자의 심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Class101은 캐로우셀의 각 아이템의 정보를 모두 

보여주지만, 프라임 비디오에서는 hover state을 

사용, 많은 아이템들중 사용자가 집중해서 볼수 

있도록 카드가 열리는 형식을 취하고있습니다.

22캐로우셀



[UI] Body 부분 캐로우셀이 여러 컨텐츠를 한번에 보여주는 

형식의 캐로우셀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화면 우측에 좌우 

화살표가 함께 있는것보다 화면의 양쪽에 각각의 화살표가 

사용자의 멘탈 모델과 일치 하지않을까 싶습니다

[UI] 카테고리, See all 등 하이퍼링크에 hover state을 

추가하면 사용자가 해당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affordance 

라는 것을 쉽게 인식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중 유저들의 유입율이 많은 컨텐츠 카테고리(예. 

Classes you were looking for)가 존재한다면 사용성과 

참여율을 더 높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아이디어

23캐로우셀



분석자 소개: 연쇄창업을 준비하는 현 PM, UXUI 디자이너, FE 개발자, 이진혁

UX Insight

크리에이터 센터
기능 리뷰

MVP 기획과 디자인 그리고 개발을 가장 매끄럽게 잇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다양한 외주 프로젝트에 매번 다른 포지션으로 지원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맡는 포지션의 기본과 역할에 

충실하고자합니다. 개발에 지칠땐 디자인을, 디자인에 지칠땐 개발을, 둘 다 지겨울땐 기획을 취미처럼 즐기며 

서로가 유일한 휴식이 되는 개미지옥 속에서 즐겁게 미래의 병원비를 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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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깊었던 부분

에듀테크의 경쟁력은 좋은 품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클래스 101의 지속적인 AB테스트들이 어떻게 

컨텐츠 품질 향상을 위해 반영되었을지, 어떤 UX로 크리에이터가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Class101은 비교적 단순한 입력으로 수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유도하며, 품질의 향상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25크리에이터 센터



인상깊었던 부분

가이드 영상이나 문구가 모두 사이드바 하단에 가이드센터에 몰아 
넣은 듯한데, 막상 이동해도 신규 유입되는 크리에이터를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정규 클래스 하단 → 커리큘럼 탭으로 이동하면 챕터별로 직접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툴팁이나 아이콘 등으로 유추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6크리에이터 센터



인상깊었던 부분

더불어, 마치 쇼핑몰 마켓 플레이스의 cms와 같이 강의한 
건을 개별 상품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을 

리스트에 꺼내어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크리에이터의 컨텐츠 

질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페이지네이션도 어색합니다. 양질의 컨텐츠보다 쇼핑몰처럼 

상품의 양산과 다양화에 편의를 두는 화면 같습니다. 

유입률이나 인기도 표시 또는 어느정도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지, 목표치가 어디인지, 해당 클래스마다 확인해야할 

신규 메시지는 없는지 등의 정보를 담는 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27크리에이터 센터



인상깊었던 부분

댓글이나 메세지를 컨텐츠별 dropdown으로 선택해서 

확인해야하는 부분. 메세지를 놓치게되면서 수강생 
관리에 어려움을 만들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28크리에이터 센터



성과 측정 지표

29크리에이터 센터

AB 테스트로 가설 검증 : 과정별에서 팁과 가이드, 
체크리스트로 진행할 수 있는 옵션 생성

크리에이터 팁과 가이드, 체크리스트 등을 확인하며 

제작할 수 있는 타입 - 과 현재의 옵션을 비교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평가, 만족도 조사, 또는 수업별 

댓글과 대댓글, 외부링크를 포함하는 사용자간의 

인터랙션 수

가이드가 있을 때 신규 컨텐츠 유입률



비슷한 사례: Udemy

아이러니하게도 Udemy가 한글 반영이 더 잘 됩니다.

대시보드 형태로 소수 수업은 아직까지 별도 페이지네이션 등으로 

나와있지 않고 있으며, 프로그래시브바로 현재 강의 제작의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30크리에이터 센터



비슷한 사례: Udemy

특히, 유도한 순서로 체크하면서 컨텐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리하는 사이드바,

유려하지는 않지만 명확합니다. 팁과 가이드 등 신규 컨텐츠가 잘 

유입될 수 있도록 사용자를 배려해서 클래스 101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31크리에이터 센터



문제점 및 개선 아이디어

컨텐츠 저품질을 크리에이터 스스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율적인 가이드의 필요성

빠르게 성장, 확장하고 해외시장을 탐색하는 수고는 이해하지만 

언어가 자꾸 뒤바뀌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설정에서도 별도로 

언어를 선택/지정해줄 수 있는 기능은 배치되어 있지만 다시 잘못된 

경로로 구독형 서비스 버전(Class101 Classic) 으로 이동을 한다는 

등의 오류가 있습니다.

32크리에이터 센터



분석자 소개: 대학생 스타트업 대표, 김유빈

UX Insight

동영상 재생
기능 리뷰

본업은 비영리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대표이지만, 부업으로 프론트엔드 개발과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공은 정치학과 데이터사이언스로, 소셜임팩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33



강의 재생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UX

강의 재생까지의 사용자 경험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클래스 선택 > 재생하기 (전체 커리큘럼 재생)
● 클래스 선택 > 커리큘럼 > 재생하기 (개별 

커리큘럼 재생)

→ 클래스101가 구독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강의 
재생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등의 과정이 생략된 것이 제일 큰 특징)

→ 클래스 선택을 할 수 있는 경로도 메인페이지, 내 
클래스 두 개로 매우 심플합니다.

→ 메인페이지에서 내클래스보다 추천 클래스를 
강조하고 있는 점 또한 흥미로웠습니다. 대신 상단 메뉴에 
별도 배치해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더욱 많이 열어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34동영상 재생



재생화면 뜯어보기

1,3  구간반복: a, b, 전체를 각각 클릭함으로써 반복할 구간 선택 가능

2. 재생 시간: 남은 재생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4. 재생속도: 0.25, 0.5, 0.75, 1.0, 1.25, 1.5, 2.0의 재생 속도를 제공하고 
있음.

A. 0.25단위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1.75는 생략됨.
B. 0.25부터 재생 가능한 것이 특이한 지점. 보통 0.5~0.75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

5. 자막: 한국어, 일본어, 영어를 지원하고 있음

인상 깊었던 부분

35동영상 재생

6. 설정: 화질, 자동재생, 문제신고로 구성.

A. 화질: 1080p까지 지원
B. 자동재생: on/off
C. 문제 신고는 아코디언 클릭시 2~6개의 선택지가 제시됩니다. 선택지를 클릭시 상황 

설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화면이 제시되며, 유저에게 구체적으로 문제 상황 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7. 작은 창으로 보기 (우측 하단): 같은 브라우저 내에서 탭을 이동하면 사라지는 에러가 다수 
발생합니다. (다른 창을 열거나 다른 브라우저 or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사라지지 않음. )

➔ 탭을 이동할 때도 사라지지 않도록 에러를 해결하면 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재생화면 내 문제 신고

다음과 같은 팝업 화면으로 구성. 아코디언 
클릭시 2~6개의 선택지가 제시됩니다. 선택지를 
클릭시 상황 설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화면이 
제시되며, 유저에게 구체적으로 문제 상황 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

36동영상 재생



인상 깊었던 부분

37동영상 재생

커리큘럼 | 체크표시를 아코디언과 
혼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강 완료 
표시를 조금 더 강조해서 사용자가 
성취감을 더욱 느끼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자료 | 수업자료는 pdf파일 등을 
올리지 않더라도 index별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방식도 직관적이고 
간편한 것 같습니다

소식 | 크리에이터님의 소식이 곧 올라올 
거예요’ 문구도 좋은 문구지만, 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성과 측정 지표

38

사용자 경험을 위한 설문조사

문제신고 외 사용자 경험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재생



비슷한 사례: 패스트캠퍼스

39동영상 재생

패스트캠퍼스: 강의 재생까지의 과정이 복잡한 예시. 

- 메인페이지 내에 내 강의를 바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다른 강좌 

수강신청에 더욱 포커스를 맞춘 경향) 

- 프로필 > 내 강의보기까지 이동을 하더라도, ‘온라인 강의 시청하기’버튼을 

클릭해야만 시청을 할 수 있는 구조.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 수강신청을 이미 

한 강좌여도 수강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는 불편함 유발) 

- BUT, 클래스101보다 강의 마케팅 페이지가 많아서 개별 강의에 대해 더욱 

매력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플 vs 설명)



비슷한 사례: 클래스유

40동영상 재생

클래스101과 가장 유사한 서비스는 클래스유인 것 같습니다.
클래스유는 보기에는 덜 예쁠 수 있어도, 리뷰나 상호작용이 매우 잘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 아이디어

1. 재생속도: 0.25~2.0 중 0.25를 삭제하고 1.75를 넣는 
방향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실제 이용 빈도수 측정 필요)

2. 강의 재생 접근성이 좋아 생기는 장점도 뚜렷하지만, 
단순히 강의를 재생하는 것보다 클래스101에서 유저에게 
어떠한 강의를 추천해주며 그 이유를 설명해주는 
부분이나, 여러 장치가 있으면 더욱 풍부한 플랫폼의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강의의 양과 질에 비해 설명이나 
마케팅 문구가 적은 느낌이 듭니다.)

3. 댓글은 강사님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줘서 
좋지만 Q&A가 이루어지는 분위기도 아니고 댓글이 있는 
것도 많이 없는 편입니다. > 기능을 삭제하는 것을 어느정도 
고려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활성화 방안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저 입장에서 이 강의를 누가 
얼마나 듣고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후기 관련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소식 역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지만 따로 탭을 빼서 둘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 UX배치를 
달리 할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1동영상 재생



UX Insight

UX Insight 스터디 그룹은 원하시는 서비스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

웹사이트 방문하기 분석 의뢰하기

다른 서비스들에 대한 분석 

노트들을 열람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서비스들에 대한 분석 

노트들을 열람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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