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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으로 10분만에

안내메일만들고퇴근하는법



다룰내용

1. 만들게된배경

2. Storybook을선택한이유

3. 구현방법

 컴포넌트개발

 Markdown 파싱

 Storybook

 Storybook Addon: 번역 / HTML 파일다운로드

4. 사용법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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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게된배경



 

만약...

- 10분뒤퇴근이다!



 

만약...

- (띠링)
- 메시지가왔네?



 

만약...

넵알겠습니다!

안내메일파일이필요해요.

내일오전에발송해야 해서

ASAP으로부탁드립니다!

- 최대한빠르게만들어서정시퇴근을해보자.



 

안내메일이란?

 법적고지나서비스안내를위해발송하는 메일

 다국어로발송되기도한다.

 HTML로작성되어이미지, 링크, 버튼등이있고

서비스에맞게스타일이적용되어있다.

 사용자가접하는다양한환경에서메일이올바르게나오는지

확인해야한다.

 메일클라이언트(Gmail, Outlook, ...)

 메일뷰어(네이버 메일앱, 아이폰메일앱, ...)

 사용기기(데스크톱, 모바일, ...)



 



 

기존안내메일작성방법

1) 이전에만들었던안내메일을찾는다.

2) 내용을수정하거나 새로만든다.

3) 의도한대로스타일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4) 언어별파일을각각만든다.

5) 완성된 HTML 파일을전달한다.



 



 

기존안내메일작성방법

- (복사 + 붙여넣기) X 4

1) 이전에만들었던안내메일을찾는다.

2) 내용을수정하거나 새로만든다.

3) 의도한대로스타일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4) 언어별파일을각각만든다. 

5) 완성된 HTML 파일을전달한다.



 

기존안내메일작성방법

- 파일전달완료...!

1) 이전에만들었던안내메일을찾는다.

2) 내용을수정하거나 새로만든다.

3) 의도한대로스타일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4) 언어별파일을각각만든다.

5) 완성된 HTML 파일을전달한다.



 

만약... 다시한번더?

-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죄송해요ㅠㅠ

마지막문장을 A에서 B로

바꿀수있을까요??



 

기존안내메일작성방법의문제점



 

 안내메일이한곳에서 관리되지않아이전에작성했던 안내메일을찾기어렵다.

기존안내메일작성방법의문제점



 

 안내메일이한곳에서 관리되지않아이전에작성했던 안내메일을찾기어렵다.

 안내메일의공통스타일이변경되었을 경우,

이전에만들었던안내메일까지적용하려면 수많은반복작업이필요하다.

기존안내메일작성방법의문제점



 

 안내메일이한곳에서 관리되지않아이전에작성했던 안내메일을찾기어렵다.

 안내메일의공통스타일이변경되었을 경우,

이전에만들었던안내메일까지적용하려면 수많은반복작업이필요하다.

 HTML로작성해야하기때문에 HTML/CSS을모르는사람이수정하기어렵다.

 안내메일은주로서비스기획에서필요하지만, 기획자혼자작성하기 어렵다.

기존안내메일작성방법의문제점



 

 안내메일이한곳에서 관리되지않아이전에작성했던 안내메일을찾기어렵다.

 안내메일의공통스타일이변경되었을 경우,

이전에만들었던안내메일까지적용하려면 수많은반복작업이필요하다.

 HTML로작성해야하기때문에 HTML/CSS을모르는사람이수정하기어렵다.

 안내메일은주로서비스기획에서필요하지만, 기획자혼자작성하기 어렵다.

 사용자가접하는다양한환경에대응하기위해고려해야할사항이많다.

기존안내메일작성방법의문제점



 

 안내메일이한곳에서 관리되지않아이전에작성했던 안내메일을찾기어렵다.

 안내메일의공통스타일이변경되었을 경우,

이전에만들었던안내메일까지적용하려면 수많은반복작업이필요하다.

 HTML로작성해야하기때문에 HTML/CSS을모르는사람이수정하기어렵다.

 안내메일은주로서비스기획에서필요하지만, 기획자혼자작성하기 어렵다.

 사용자가접하는다양한환경에대응하기위해고려해야할사항이많다.

 다국어로발송하기 위해문구만변경하는작업을여러번반복해야한다.

기존안내메일작성방법의문제점



 

그래! 결심했어!

- 안내메일템플릿빌더를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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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을선택한이유



 

안내메일템플릿빌더의필수조건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 편해야한다.

 공통스타일이 변경된경우, 하나의컴포넌트만 수정해도 모든안내메일에적용되어야 한다.

 HTML/CSS을모르더라도 안내메일을작성할수있어야한다.

 사용자가접하는다양한환경에서안내메일이올바르게보여야한다.

 번역을위한문구변경이쉬워야한다.

 HTML 파일로다운로드할 수있어야한다.



 

안내메일템플릿빌더의필수조건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 편해야한다.

 공통스타일이 변경된경우, 하나의컴포넌트만 수정해도 모든안내메일에적용되어야 한다.

 HTML/CSS을모르더라도 안내메일을작성할수있어야한다.

 사용자가접하는다양한환경에서안내메일이올바르게보여야한다.

 번역을위한문구변경이쉬워야한다.

 HTML 파일로다운로드할 수있어야한다.



 

Storybook이란?

 컴포넌트를 독립된환경에서개발하고

테스트할수있다.

UI 컴포넌트개발도구

출처: “Storybook”. https://storybook.js.org/

https://storybook.js.org/


 

Storybook이란?

 Story

 기본구성단위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방법을나타낸다.

 Control

 상태값을동적으로변경하여

컴포넌트가 어떻게변하는지빠르게

파악할수있다.

 Addon

 사용자가만든추가기능을덧붙여

Storybook을확장할수있다.

주요기능



 

Storybook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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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book이란?

 Story

 기본구성단위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방법을나타낸다.

 Control

 상태값을동적으로변경하여

컴포넌트가 어떻게변하는지빠르게

파악할수있다.

 Addon

 사용자가만든추가기능을덧붙여

Storybook을확장할수있다.

주요기능



 

Storybook을선택한이유

 Story

 기본구성단위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방법을나타낸다.

 Control

 상태값을동적으로변경하여

컴포넌트가 어떻게변하는지빠르게

파악할수있다.

 Addon

 사용자가만든추가기능을덧붙여

Storybook을확장할수있다.

안내메일을각각의 Story로저장



 

Storybook을선택한이유

 Story

 기본구성단위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방법을나타낸다.

 Control

 상태값을동적으로변경하여

컴포넌트가 어떻게변하는지빠르게

파악할수있다.

 Addon

 사용자가만든추가기능을덧붙여

Storybook을확장할수있다.

안내메일을각각의 Story로저장

안내메일의본문을쉽게수정



 

Storybook을선택한이유

 Story

 기본구성단위

 컴포넌트를 사용하는방법을나타낸다.

 Control

 상태값을동적으로변경하여

컴포넌트가 어떻게변하는지빠르게

파악할수있다.

 Addon

 사용자가만든추가기능을덧붙여

Storybook을확장할수있다.

안내메일을각각의 Story로저장

안내메일의본문을쉽게수정

번역및 HTML 파일다운로드 Addon 개발



 

Storybook을선택한이유

 Story

 기본구성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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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넌트가 어떻게변하는지빠르게

파악할수있다.

 Addon

 사용자가만든추가기능을덧붙여

Storybook을확장할수있다.

안내메일을각각의 Story로저장

안내메일의본문을쉽게수정

번역및 HTML 파일다운로드 Addon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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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방법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사용자가접하는다양한환경에서안내메일이

올바르게보여야한다.

 meta태그로 Content-Type 명시

 인라인스타일(요소의 style속성) 사용

 레이아웃을 지정할때는 <table>사용

 참고: Campaign Monitor, “CSS Support Guide for Email Clients”,

https://www.campaignmonitor.com/css/

HTML 이메일호환성고려

컴포넌트개발전고려해야할점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style="padding: 44px 40px;">
<tr>
<td>Dooray! 무료 체험</td>

</tr>
</table>

https://www.campaignmonitor.com/c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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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메일 = Page라는하나의컴포넌트

안내메일에필요한컴포넌트개발

Page



 

 안내메일 = Page라는하나의컴포넌트

 Logo, Title, Body, Footer등의컴포넌트를 조합하여

하나의 Page를완성

안내메일에필요한컴포넌트개발
Logo

TitleSubtitle

Body

Footer

Paragraph

Inline

Button

Paragraph



 

안내메일에필요한컴포넌트개발
고정

변동

고정

 안내메일 = Page라는하나의컴포넌트

 Logo, Title, Body, Footer등의컴포넌트를 조합하여

하나의 Page를완성

 Logo, Footer

 모든안내메일에서동일하게 사용되는영역

 변경되지않음

 Title, Body

 내용이변경되거나

안에서사용하는컴포넌트가 다르게조합됨



 

안내메일에필요한컴포넌트개발

 안내메일 = Page라는하나의컴포넌트

 Logo, Title, Body, Footer등의컴포넌트를 조합하여

하나의 Page를완성

 Logo, Footer

 모든안내메일에서동일하게 사용되는영역

 변경되지않음

 Title, Body

 내용이변경되거나

안에서사용하는컴포넌트가 다르게조합됨

// 하나의 안내 메일

<Page
title="Dooray! – 올인원 협업툴과 전자결재"
subtitle="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
content="**메신저, 화상회의, ...**까지"
:button="{
text: 'Dooray! 무료 체험',
url: 'https://dooray.com/join',
center: true

}"/>



 

 HTML/CSS을모르더라도 안내메일을작성할수

있어야한다.

 본문을 Markdown으로작성하면

이에해당하는스타일이적용되거나

컴포넌트가렌더링되도록구현

 Markdown을사용한이유

 Markdown 문법이쉽고간단하다.

 본문의구성요소의종류가간단하여

Markdown 문법으로충분히표현가능하다.

Markdown으로본문작성하기

// 하나의 안내 메일

<Page
title="Dooray! – 올인원 협업툴과 전자결재"
subtitle="업무에 필요한 모든 것"
content="**메신저, 화상회의, ...**까지"
:button="{
text: 'Dooray! 무료 체험',
url: 'https://dooray.com/join',
center: true

}"/>



 

 HTML/CSS을모르더라도 안내메일을작성할수

있어야한다.

 본문을 Markdown으로작성하면

이에해당하는스타일이적용되거나

컴포넌트가렌더링되도록구현

 Markdown을사용한이유

 Markdown 문법이쉽고간단하다.

 본문의구성요소의종류가간단하여

Markdown 문법으로충분히표현가능하다.

Markdown으로본문작성하기



 

 일반텍스트문서에서식요소를추가하는 데사용할수있는경량마크업언어

 특수문자(#, **, [](), ...)를이용해서식을지정할수있다.

 읽기쉽고구문이간단해서변환되지않은마크업문서를충분히읽을수있다.

Markdown이란?

Markdown으로본문작성하기

출처: “TOAST UI Editor”. https://github.com/nhn/tui.editor

https://github.com/nhn/tui.editor


 

 정규표현식을 이용

Markdown 파싱방법

Markdown으로본문작성하기

// **bold**
export function convertToBold(text) {
return text.replace(/\*\*([^ ]+.*[^ ]+)\*\*/g, '<b style="word-break: keep-all">$1</b>');

}

// [link](url)
export function convertToLink(text) {
return text.replace(
/\[([^ ]+.*[^ ]+)\]\(([^ ]+.[^ )]+)\)/g,
'<a style="word-break: keep-all; color: #125de6; text-decoration: underline;" href="$2" 

target="_blank">$1</a>’
);

}



 

Markdown 파싱결과

Markdown으로본문작성하기



 

Markdown으로본문작성하기

Markdown 파싱결과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하나의 Story = 하나의안내메일

1) Storybook의 Control을 이용해내용을입력한다.

2) 의도한대로안내메일이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3) Control에입력한내용을바탕으로 Story를만든다.

Story로안내메일저장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하나의 Story = 하나의안내메일

1) Storybook의 Control을 이용해내용을입력한다.

2) 의도한대로안내메일이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3) Control에입력한내용을바탕으로 Story를만든다.

Story로안내메일저장

하나의 Story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하나의 Story = 하나의안내메일

1) Storybook의 Control을 이용해내용을입력한다.

2) 의도한대로안내메일이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3) Control에입력한내용을바탕으로 Story를만든다.

Story로안내메일저장

하나의 Story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하나의 Story = 하나의안내메일

1) Storybook의 Control을 이용해내용을입력한다.

2) 의도한대로안내메일이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3) Control에입력한내용을바탕으로 Story를만든다.

Story로안내메일저장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하나의 Story = 하나의안내메일

1) Storybook의 Control을 이용해내용을입력한다.

2) 의도한대로안내메일이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3) Control에입력한내용을바탕으로 Story를만든다.

Story로안내메일저장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하나의 Story = 하나의안내메일

1) Storybook의 Control을 이용해내용을입력한다.

2) 의도한대로안내메일이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3) Control에입력한내용을바탕으로 Story를만든다.

Story로안내메일저장
// Dooray_홍보.stories.js

const Template = (args, {argTypes}) => {
// ...
return {
components: {Page},
props: Object.keys(argTypes),
template: '<Page v-bind="$props"/>'

};
};

export const Dooray_홍보 = Template.bind({});

Dooray_홍보.args = {
title: 'Dooray! – 올인원 협업툴과 전자결재',
content: '**메신저, 화상회의, ...**까지',
'button.text': 'Dooray! 무료 체험',
'button.url': 'https://dooray.com/join',
'button.center': true

};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하나의 Story = 하나의안내메일

1) Storybook의 Control을 이용해내용을입력한다.

2) 의도한대로안내메일이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3) Control에입력한내용을바탕으로 Story를만든다.

Story로안내메일저장

하나의 Story



 

 번역을위한문구변경이쉬워야한다.

 국제화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코드수정없이

간단히번역문구로대치할수있도록구현

 자세한구현방법: 유동식, “국제화(i18n) 자동화가이드”, 

https://ui.toast.com/weekly-pick/ko_20210303

Storybook Addon: 번역

https://ui.toast.com/weekly-pick/ko_20210303


 

Storybook Addon: 번역

사용법

1) 번역이필요한문장을국제화프레임워크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긴다.

2) 국제화프레임워크 함수의파라미터

(=번역이필요한문장)를추출한다.

3) 추출된파일에번역한문장을채운다.

4) 언어를변경하면해당언어로번역된문장으로

대치한다.

i18n.t('안녕하세요.')



 

Storybook Addon: 번역

사용법

1) 번역이필요한문장을국제화프레임워크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긴다.

2) 국제화프레임워크 함수의파라미터

(=번역이필요한문장)를추출한다.

3) 추출된파일에번역한문장을채운다.

4) 언어를변경하면해당언어로번역된문장으로

대치한다.

i18n.t('안녕하세요.')

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녕하세요.



 

Storybook Addon: 번역

사용법

1) 번역이필요한문장을국제화프레임워크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긴다.

2) 국제화프레임워크 함수의파라미터

(=번역이필요한문장)를추출한다.

3) 추출된파일에번역한문장을채운다.

4) 언어를변경하면해당언어로번역된문장으로

대치한다.

i18n.t('안녕하세요.')

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こんにちは。 你好。



 

Storybook Addon: 번역

사용법

1) 번역이필요한문장을국제화프레임워크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긴다.

2) 국제화프레임워크 함수의파라미터

(=번역이필요한문장)를추출한다.

3) 추출된파일에번역한문장을채운다.

4) 언어를변경하면해당언어로번역된문장으로

대치한다.

i18n.t('안녕하세요.')

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こんにちは。 你好。



 

Storybook Addon: 번역

사용법

1) 번역이필요한문장을국제화프레임워크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긴다.

2) 국제화프레임워크 함수의파라미터

(=번역이필요한문장)를추출한다.

3) 추출된파일에번역한문장을채운다.

4) 언어를변경하면해당언어로번역된문장으로

대치한다.

i18n.t('안녕하세요.')

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こんにちは。 你好。

i18n.t('안녕하세요.') // 결과: Hello.



 

Storybook Addon: 번역

작동방식

1) 번역이필요한문장을국제화프레임워크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긴다.

2) 국제화프레임워크 함수의파라미터

(=번역이필요한문장)를추출한다.

3) 추출된파일에번역한문장을채운다.

4) 언어를변경하면해당언어로번역된문장으로

대치한다.



 

 HTML 파일로다운로드할 수있어야한다.

 구현방법

1) iframe#storybook-preview-iframe #root요소

의자식요소찾기

2) 1)의 innerHTML값가져오기

3) Prettier로포맷팅하기

4) HTML 파일로만들어다운로드하기

Storybook Addon: HTML 파일다운로드



 

 HTML 파일로다운로드할 수있어야한다.

 구현방법

1) iframe#storybook-preview-iframe #root요소

의자식요소찾기

2) 1)의 innerHTML값가져오기

3) Prettier로포맷팅하기

4) HTML 파일로만들어다운로드하기

Storybook Addon: HTML 파일다운로드

iframe#storybook-preview-iframe

#root

Page



 

안내메일템플릿빌더완성!






 

안내메일템플릿빌더의필수조건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 편해야한다.

 HTML/CSS을모르더라도 안내메일을작성할수있어야한다.

 사용자가접하는다양한환경에서안내메일이올바르게보여야한다.

 번역을위한문구변경이쉬워야한다.

 HTML 파일로다운로드할 수있어야한다.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 편해야한다.

 HTML/CSS을모르더라도 안내메일을작성할수있어야한다.

 사용자가접하는다양한환경에서안내메일이올바르게보여야한다.

 번역을위한문구변경이쉬워야한다.

 HTML 파일로다운로드할 수있어야한다.

안내메일템플릿빌더의필수조건

안내메일을 Story로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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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메일템플릿빌더의필수조건

안내메일을 Story로저장

컴포넌트를조합하여안내메일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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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메일템플릿빌더의필수조건

안내메일을 Story로저장

컴포넌트를조합하여안내메일작성

Markdown으로작성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 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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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메일템플릿빌더의필수조건

안내메일을 Story로저장

컴포넌트를조합하여안내메일작성

인라인스타일, <table> 사용등

Markdown으로작성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 편해야한다.

 HTML/CSS을모르더라도 안내메일을작성할수있어야한다.

 사용자가접하는다양한환경에서안내메일이올바르게보여야한다.

 번역을위한문구변경이쉬워야한다.

 HTML 파일로다운로드할 수있어야한다.

안내메일템플릿빌더의필수조건

안내메일을 Story로저장

컴포넌트를조합하여안내메일작성

인라인스타일, <table> 사용등

번역 Addon 개발

Markdown으로작성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 편해야한다.

 HTML/CSS을모르더라도 안내메일을작성할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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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메일템플릿빌더의필수조건

안내메일을 Story로저장

컴포넌트를조합하여안내메일작성

인라인스타일, <table> 사용등

번역 Addon 개발

Markdown으로작성

HTML 다운로드 Addon 개발



 

 안내메일을한곳에서 관리할수있어야한다.

 컴포넌트를 재사용하기 편해야한다.

 HTML/CSS을모르더라도 안내메일을작성할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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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을위한문구변경이쉬워야한다.

 HTML 파일로다운로드할 수있어야한다.

안내메일템플릿빌더의필수조건

안내메일을 Story로저장

컴포넌트를조합하여안내메일작성

인라인스타일, <table> 사용등

번역 Addon 개발

Markdown으로작성

HTML 다운로드 Addon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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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



 

다시이상황으로돌아가보자.

넵알겠습니다!

안내메일파일이필요해요.

내일오전에발송해야 해서

ASAP으로부탁드립니다!

- 최대한빠르게만들어서정시퇴근을해보자.



 

안내메일템플릿빌더를이용한작성방법

1) 이전에만들었던안내메일을찾는다.

2) 내용을수정하거나 새로만든다.

3) 의도한대로스타일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4) 언어별파일을각각만든다.

5) 완성된 HTML 파일을전달한다.



 

안내메일템플릿빌더를이용한작성방법

1) 이전에만들었던안내메일을찾는다.

2) 내용을수정하거나 새로만든다.

3) 의도한대로스타일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4) 언어별파일을각각만든다.

5) 완성된 HTML 파일을전달한다.



 

안내메일템플릿빌더를이용한작성방법

1) 이전에만들었던안내메일을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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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ay_홍보.stories.js

import i18n from 'i18next';

export const Dooray_홍보 = Template.bind({});

Dooray_홍보.args = {
title: () => i18n.t('D! – 올인원 협업툴'),
content: () => `${i18n.t( '**메신저**까지'})`,
'button.text': () => i18n.t( 'D! 무료 체험'),
'button.url': 'https://dooray.com/join',
'button.center':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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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때요?

- 참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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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안내메일템플릿빌더로얻은이점

기존 현재

이전에만들었던안내메일을쉽게찾을수있는가? X O

공통스타일이 변경되었을 때이전메일까지일괄적용이가능한가? X O

HTML/CSS 지식이없는사람이안내메일을작성할수있는가? X O
Markdown으로작성

다양한환경에서이메일이 의도한대로보이는지테스트를 해야하는가? X O
검증된컴포넌트만사용

다국어메일을작성할때어떤작업을해야하는가?
복사 + 붙여넣기

반복

표에번역문구를
채워넣은후
클릭한번



 

안내메일템플릿빌더로얻은이점

HTML 이메일
호환성

안내메일템플릿빌더수많은
반복작업

히스토리
찾기어려움

HTML/CSS



 

안내메일템플릿빌더로얻은이점

- 와! 퇴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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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퇴근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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