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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이후�제가�공부�하고�제작했던�프로그램�
에�대해�말씀드리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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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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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저에겐 큰 변화가 있던 시절 이였습니다. 
큰 경험과 교훈을 얻은 시기 입니다. 

��단순�사칙연산�계산기가�아닌�진짜�프로그래밍을�겪은�시기�입니
다.�그냥�C�언어나�비주얼�C++,�비주얼베이직이�유행�하던�그시절�
전�커피�향이�모락�모락�나는�자바라는�언어를�접했습니다.��

� �고교시절�저는�정보처리기능사라는�자격증을�취득하여�자만심이�넘
치던�시절�자바를�통해�프로그래밍을�통해�단순히�언어만�알아서는�소
프트웨어�개발이�어렵다는�것을�제대로�된�소프트웨어�개발에�있어
서�내가�아는�지식은��빙산의�일각이라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다량의�데이터�관리를�위한�자료구조의�중요성,�통신�관련�프로그램�
제작시�예외�처리�및�프로토콜의�정의에�대해서,� �그�외�기타�등
등...��

��많은�걸�느끼고�성장을�많이�한�시기�입니다.�

1.�고교�시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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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저는�컴퓨터�프로그래밍�세계에��
한�발�더�다가가는�시절이였습니다.��
학업을�100%�충실히�하지�않아�후회가�조금�...

문자 대화 시스템 프로젝트(일명 : 채팅 프로그램)

제작�기간�:�2000년�중반�(약�1개월)��
제작�횟수�:�총�3회�정도�진행�(프로젝트�수업을�3번�들었습니다.)�
제작�언어�:�Java(J2SE,�Swing,�JMF)�
제작�동기�:�학원�프로젝트��
후기�:�저는�주변에�소프트웨어�개발자가�없어서�프로그래밍을�혼자�배우기엔�
힘든�환경이였어서�강남에�위치한�중앙�정보�처리�학원에서�하는�프로그래밍�
과정�수업을�들으며�공부해�나갔습니다.��
��그�중�하나가�바로�자바�프로젝트반에서의�수업이였습니다.�채팅�시스템�구
축이�프로젝트�주제�였습니다.�약�3회�정도�관련하여�프로젝트를�진행�문자만�
있는�채팅�시스템과�화상과�음성을�지원하는�채팅�시스템을�개발에�보았습니다.���
��주요기능에는�다중�그룹�채팅방,�1:1�화상대화�기능�이�존재�하였습니다.�
이�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많은�것을�알게�되었습니다.�퍼포먼스,�UI,�자바
만�가지고�화상�채팅이�어렵다는�것.�마지막으로�무얼�더�공부해야�하는지를�
알게�되었습니다.�가장�컸던�것은�맨땅에�해딩하는�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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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시절�첫�실패의�아픔을�먼저�맞이하였습니다.�
아무도�알아주지�않는�자바라는�언어를�사용하는�고교생...

화상 강의 시스템 프로젝트(공모전 출품작)

제작�기간�:�2001년�5월�~�9월�(약�3~4개월)���
제작�언어�:�Java(J2SE,�Swing,�JMF)�
제작�동기�:�소프트웨어�공모전�출품작��
후기� :�자바라는�언어가�정말�세상에�알려지지�않은�언어라는걸�다시�일
깨워�준�프로젝트�였습니다.�
��소프트웨어�공모전에�출품하기�위해�아이디어를�내서�만든�프로그램입니다.�프
로그램은�서버�프로그램과�클라이언트�프로그램으로�구분해�제작�하였습니다.�모든�
코드가�다�자바로만�만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에�들어간�부분은�크게�다음과�같습니다.�가상�전자칠판�부분,�화
상&음성�송수신�부분,�메시지�입력�처리�부분,�시스템�관리�부분.��
� �사실�UI는�정말�아니긴�합니다.�그리고�더욱�충격인건�동일한�공모전에�동일
한�아이디어를�가진�씨언어로�만든�프로그램은�2등�입상의�영광을�저는�탈락의�
좌절을�보았습니다.��
��탈락�사유는�어처구니�없게도...�주최측에�자바�언어를�아는�사람이�없어서�
였습니다.�자바를�아는�사람이�없는데�자바로�이정도�프로그램을�짜는�고교생이�
있을�수�없다고�생각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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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시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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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시절 전 남다른 학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좌절, 꿈, 노력, 열정, 도전, 성취, 행복

� �학부�4년의�생활�시작,�사실�시작은�그리�좋지많은�않았습니다.�
고교시절�학업도�공모전도�다...�안좋아서�시작은�힘들었습니다.��

��시작은�힘들었으나�경험과�노력을�많이�한�시기�였습니다.�수업을�들
으며�전산학에�대해서�시작,�그리고�동호회�활동을�통해�많은�경험을�
얻을�수�있었습니다.�

� �마침내�도전�그리고� 1차�성공�그�후�정말�많은�공부를�하였습니다.�
학점은�좋은�편은�아니였으나�전공�수업이�많이�재미있었습니다.�그리
고�수업�중�나온�텀프로젝트...�지금의�제가�있게�한�하나의�축이기도�
한�시간�이였습니다.�

2.�학부�시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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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언어,�C++,�그리고�자바...�성장이�아니라�휴기였던�시기...

장기 프로그램 개발 platform 변환 프로젝트(개인 스터디)

제작�기간�:�2002년�10월�~�1월�(약�2개월)���
제작�언어�:�Java(J2SE,�Swing)�
제작�동기�:�프로그래밍�언어의�이해��
후기�:�이�프로그램은�원래�학부�1학년때�지도교수님이�인공지능�시스템의�시뮬레
이션을�위해�C언어로�만든�더미�장기�게임�프로그램�입니다.��
��먼저�1차로�C언어로�된�더미�콘솔�프로그램을�C++로�바꾸는�작업을�가장�크게�
작업�한�부분은�c언어에서�구조체로�되어�있는�부분들을�클래스를�이용한�객체화�
하였습니다.�기존�알고리즘은�씨언어의�코드를�그대로�C++로�가져와서�객체화�
이후엔�크게�다라진�것은�없었습니다.��
� �2차에서�소스코드의�언어를�100%�자바로�바꾸는�작업�을�진행하였습니다.�
단순�소스코드가�작성된�언어만�바꾼것이�아니라�자바의�색상을�입히도록�노력�
하였습니다.�
��3차�작업�이후엔�Java�Swing을�이용하여�GUI화�작업을�진행하였습니다.�
장기�알의�움직임에�대한�사용자�이벤트를�처리�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이후�3차�작업이�완료된�코드를�바탕으로�인공지능�엔진을�연결�작업을�하려
다가�할�수�는�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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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그리고�도약�후�더�도약하기�위한�도전....�
강의�과목�마다�있던�텀�프로젝트들...

ARP Emulator (텀 프로젝트)

제작�기간�:�2004년�5월�~�6월�(약�2개월)���
제작�언어�:�Java(J2SE,�Swing)�
제작�동기�:�컴퓨터�네트워크�과목에서�나온�Term�Project��
후기�:� �TCP/IP�Protocol�에�대해서�배우는�과목에서�나온�프로젝트�과
제�였습니다.�Protocol�중�ARP�Protocol에�대한�이해를�하는데�도움이�
많이�되었습니다.��
��실제�프로토콜을�가상으로�구현하는것이�생각�보다�어려웠습니다.�마지막까지�
다�만든�것은�아니지만�만들기�위해�공부하며�남는�것들이�많았던�경우�였습니
다.��
� �패킷의�움직임을�보여주기�위한�UI�인터페이스와�통신�응답을�처리�하기�위
해�내부에서�소켓을�여러개�두어서�처리하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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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그리고�도약�후�더�도약하기�위한�도전....�
강의�과목�마다�있던�텀�프로젝트들...

어셈블리어 매크로 프로세서 (텀 프로젝트)

제작�기간�:�2004년�6월�(약�1개월)���
제작�언어�:�Java(J2SE,�Swing)�
제작�동기�:�시스템�소프트웨어�과목에서�나온�Term�Project��
후기�:��시스템�소프트웨어에서는�어셈블리어에�대해서�배웁니다.�C언어를�이용
하여�매크로프로세서를�작성하는게�일반화�되다�싶이�하던�과제�였습니다.��
� �저는�C언어가�아닌�자바를�이용하여�C언어로�만들던�어셈블리어�매크로�프로
세서를�제작�했습니다.�제작에�그치지�않고�매크로�정보를�보여주는�화면�구성
을�하여�과제�점수에서�+�점수를�받았습니다.���
��현재�소스�파일은�오픈소스�되어서�블로그에�공개해�두었습니다.�공개한�뒤로�소
스를�참고하겠다고�연락을�몇번�받았으며�이�중에�어떤�학생의�경우�언어만�
C#으로�바꾸어�자기가�마치�만든�듯�하여�레포트�거래�사이트에�올려서�파는�
것을�지인을�통해�확인�하게�되고�오픈소스에�대해서�실망을�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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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그리고�도약�후�더�도약하기�위한�도전....�
강의�과목�마다�있던�텀�프로젝트들...

VC++ & win32 API를 이용한 도서 관리 프로그램 (텀 프로젝트)

제작�기간�:�2007년�11월�~�12월�(약�1개월)���
제작�언어�:�Visual�C++�6.0�
제작�동기�:�윈도우�프로그래밍�및�실습�과목에서�나온�Term�Project��
후기�:� �win32api�를�배웠으니�배운�걸�활용해�보자는�의미에서�나온�과제�
입니다.�(개인�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는�File�DB를�이용,�기본기능은�회원(등록,�대출,�반납),�도서(추
가,�삭제,�수정)�기능을�두었습니다.�VC++�의�api를�이용한�프로그래밍은�이전�
고교�시절�학원에서�배운�경험이�있었으나�제대로�활용한�것은�처음이였습니
다.�win32�api에�대한�이해를�할�수�있었던�좋은�계기�였습니다.��
��추가로�말씀�드리면�스크린샷에�나온�책은�모두�제가�가지고�있는�책들이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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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그리고�도약�후�더�도약하기�위한�도전....�
강의�과목�마다�있던�텀�프로젝트들...

VC++ 을 이용한 게임 프로그램 (텀 프로젝트)

제작�기간�:�2007년�10월�~�11월�(약�2개월)���
제작�언어�:�Visual�C++�6.0(Win32�API�만�사용)�
제작�동기�:�윈도우�프로그래밍�및�실습�과목에서�나온�Term�Project��
후기�:� �win32api�를�배웠으니�배운�걸�활용해�보자는�의미에서�나온�과제�
입니다.�(팀�프로젝트)�
� �팀�단위�나누어�만들어서�api�프로그래밍을�하라는�취지에서�나온�과제�입
니다.�저는�여기에서�기본�틀과�ui�이벤트�일부를�담당한�기본�버전을�만드는�
데�참여�하였습니다.��
��이�후�과제�마감일까지�시간이�조금�남아서�스크린샷�2번째의�기능을�확장
한(일명�:�텔미�버전)�독립된�버전을�추가로�작업하였습니다.�기본�프로그램
과�달라진�점은�게임�창�내�배경�화면에�가수의�뮤직비디오가�나오며�게
임을�즐길�수�있도록�하였으며�메뉴를�추가�게임�사용�방법을�안내�하도록�하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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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그리고�도약�후�더�도약하기�위한�도전....�
강의�과목�마다�있던�텀�프로젝트들...

자바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시뮬레이터 (텀 프로젝트)

제작�기간�:�2007년�11월�~�12월�(약�1개월)���
제작�언어�:�Java,�Swing�
제작�동기�:�정보통신�과목에서�나온�Term�Project��
후기�:�정보통신�시간에�배운�Data�전송시�Noisy�Protocol과�Noiseless�
protocol의�각�Protocol에�대해서�이해를�하기�위한�시뮬레이터�프로그
래밍이�였습니다.��
��자바와�스윙,�소켓과�타이머,�2d�그래픽스,�스레드등�을�이용하여�애니메이
션�효과를�주었습니다.��
� �내부적으로�소켓을�통해�통신을�하여�메시지를�전달�되게�하였습니다.�과제�
전체�범위�중�약�90%�정도�마무리�하였습니다.�(동작�중�버그에�대한�디버
깅�시간이�부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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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그리고�도약�후�더�도약하기�위한�도전....�
강의�과목�마다�있던�텀�프로젝트들...

라우터 시뮬레이터 (텀 프로젝트)

제작�기간�:�2009년�4월�~�6월�말�(약�2개월)���
제작�언어�:�Java,�Swing�
제작�동기�:�라우팅�프로토콜�관련�과목에서�나온�Term�Project��
후기�:�프로젝트에서�나온�소프트웨어�개발시�일정�산출이�얼마나�중요한지�일
깨워�준�프로젝트�였습니다.�학부생�2명이�개발하기엔�시간이�많이�부족한�크
기가�컸던�과제�였습니다.��
� �제작�범위는,�시스코사에서�제공하는�라우터�시뮬레이서�수준까지는�아니지
만�RIP,�IGRP,�EIGRP,�OSPF의�기본적인�라우팅�프로토콜을�다�제작�하는
게�최초의�범위�였습니다.�중간�고사�기간�이후�RIP�까지만으로�바뀌었습니
다.�기본�시뮬레이터용�UI만�만드는데도�생각�보다�시간이�오래�걸렸습니다.�
��결국�다�만들지�못하고�제출�하였지만�과제�점수는�잘�받았습니다.�
이후에�이�프로젝트는�저�혼자서�계속�진행하려고�관련�부분에�대해서�공부를�
계속�하고,�아이패드용�앱으로�제작하기�위해�준비는�어느정도�하였지만�진행
은�하지�못하였습니다.�시간이�걸리더라도�꼭�끝까지�만들어�볼�계획입니다.��



	 �16

도약�그리고�도약�후�더�도약하기�위한�도전....�
강의�과목�마다�있던�텀�프로젝트들...

PCRS Project (텀 프로젝트)

제작�기간�:�2009년�10월�~�12월���
제작�언어�:�Java�
제작�동기�:�소프트웨어�공학�과목에서�나온�Term�Project��
후기� :�소프트웨어�공학을�배우며�작성한�프로그램입니다.�팀�프로젝트였으며�
저는�이�프로젝트에서�개발�리더를�맡아서�전체�틀과�개발에�많은�참여를�진
행�했습니다.��
��실무�소프트웨어가�어떻게�개발되는지�관련하여�문서�작성등을�많이�하면
서�진행한�프로젝트�였습니다.�사실�끝까지�개발하지는�못하였습니다.�위치�인
식�기능�등�여러�부분을�붙이려�하였지만�시간이�많이�부족했었습니다.��
� �이후�사회에서�일하며�느낀건�이때�소프트웨어�공학�과목을�듣고�나온걸�잘�
한�거라�생각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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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8개월의 군복무와 사회 생활

� �학부�3학년�1학기를�마치고�공군으로�입대하여�국방망�관리�업무를�
맡아서�약�2년여�2~3교대�근무하였습니다.��

��전역�후�등록금�마련과�사회�경험을�쌓기�위해�일을�하며�많은�걸�
배울�수�있었습니다.��

� �단순�사이트�운영�업무�부터�소프트웨어�개발,�개발�지원업무까
지�많은�걸�배웠습니다.�그리고�이건�저에게�큰�자산이�되었습니다.�

군대와�졸업�전�사회�경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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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프로젝트와 새로운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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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생활에서 전설이 되게 해 준 프로젝트

� �아이폰�앱�개발에�대한�준비와�스터디�그리고�지도교수님의�아이디
어의�결합...��

��아이폰�앱을�생각하고�염두해서�2009년�2월�큰돈을�투자하여�맥북�
프로를�장만�하였습니다.�그리고�아이폰�개발자�계정,�아이팟�터치�
2세대,�같이�프로젝트를�진행한�동기들..�

��제가�세상에�큰�걸음을�나아갈�수�있게�해준�큰�원동력이였습니다.�

그리고�학과에서�전설이�되어�졸업�하였습니다.

학부�졸업�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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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을�위한�최고의�아이템�

멀티터치 한글 입력 시스템 (졸업 프로젝트)

제작�기간�:�2009년�4월�~�12월���
제작�언어�:�Objective-C��
제작�동기�:�멀티터치를�이용�한글을�입력하기�위한�시스템�입니다.�
후기�:�2009년�4월�부터�2009년�말까지�진행한�프로젝트�입니다.�멀티터치�
스크린을�내장하고�있는�한글�입력�시스템에�대한�설계�및�구현�프로젝트�였습
니다.��
� �아이디어는�지도�교수님이�제시하여�주셨으며�키패드에�대한�배치�구성에�
대해서는�같이�참여한�동기가�정리를�하였으며�기존의�아이디어를�우회�및�보완�
하기�위해�노력을�많이�하였습니다.�
��저는�이�팀에서�한글�오토마타�구현�및�테스트�앱�개발에�개발�리더로�참
여�했습니다.�테스트�앱은�애플�제공�샘플앱을�기반으로�작업�하였습니다.��
� �결과물로는�논문�한편,�특허�1건(최종�등록�완료),�그리고�학과내�공모전�최우
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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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 

��학부�4학년�시절�다른�4학년�학생들이�졸업�준비�및�취업�준비를�
하던�시절�저에겐�가진�것이라고는�개발�경험과�열정,�전공을�많
이�들은�것�밖에�없었습니다.�그�흔한�토익점수도�없이�졸업한...�

��세상은�정말�차가운�곳이라는�것을�알았습니다.�그러나�따듯한�마
음을�가진�분들�그리고�저를�찾는�고마운�분들을�알게�된�세상�이기도�
하였습니다.��

� �각이�살아�있어서�총각이라�말할�수�있는....� �전�제�주관에�따
라�세상을�향해�나아가서�살아가고�있습니다.�

졸업�후�사회�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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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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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회사...�꿈을�가지고�들어갔지만...�
사수를�잘못�만나�고생을�그리고�길지�않은�인연...�

피처폰에 들어가는 대기화면 솔루션 UI 개발에 참여 (해외사업그룹)

업무�기간�:�2010년�2월�~�2011년�2월���
제작�언어�:�C++��
제작�환경�:�VC++,�ADS,�Cygwin,�html,�ajax���
참여�범위�:�대기화면�솔루션을�단말에�포팅�및�UI�부분�개발에�참여��
상세�내용�:�북미�MVNO�사업자(Cricket)에서�판매하는�피처폰에�올라
가는�대기화면�솔루션�UI�작업에�참여�했습니다.��
��크게�Touch�UI,�및�UI에�올라간�w3c�widget의�엔진�포팅�기술지원�및�
확인�작업을�진행�하였습니다.�(샘플용�w3c�widget도�제작�및�수정)�
��영어�한마디�제대로�못하지만�해외�출장도�다녀왔습니다.�(인도,�2010년�08
월�하순�~�09월�중순)��
��업무�선임자가�퇴사를�위해�자기가�인수인계해야�하는�업무만�넘겨�버리
고�퇴사한�바람에�업무를�제대로�파악�하지�못해서�힘든�시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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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회사...�그리고�조직개편이라는�태풍에�의해�
인연이�끝나버린....�아쉬운�회사

NHN Naver Music 앱 (iOS용) 개발 참여 (NHN TFT)

업무�기간�:�2011년�2월�~�2012년�2월���
제작�언어�:�Objective-c�
제작�환경�:�Mac�OSX,�Xcode��
참여�범위�:�앱내�다음�Part들을�담당했었습니다.�
- 로그린�모듈�연동�및�적용,�테스트�작업��
- Xml�parse�연동�작업��
- 설정�페이지�내�이벤트�처리�작업��
- 백그라운드�다운로드�기능�적용��
- 미투데이�연동�작업��
- IAP�기능�적용�및�UI�작업��
- 기타�페이지�적용�작업��
후기�:�아이폰�앱이라고�해서�단순�샘플앱을�변형하여�만든�경험이�거의�다였
던�제가�하나의�상용�앱을�만드는데�참여하여�처음으로�상용화�된�것을�느끼게�
한�좋은�경험�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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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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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새로운�꿈을�가지고�들어�간�두�번째�회사�

DLNA 앱용 M/W 개발 (android용, 아이폰용, Mac OSX 용)

업무�기간�:�2012년�3월�~�2013년�5월�말���
제작�언어�:�C,�Java,�Objective-C�
제작�환경�:�윈도우,�리눅스,�맥OSX,�cygwin,�visual�c++,�Xcode�
참여�범위�:�다음�업무들을�진행�하였습니다.�
1. P사�Preinstall�Android�DLNA�앱�유지�보수��
��-�NDK를�통한�미들웨어�유지�보수,�기능�개발��
2.�P사�DTCp-IP�Client�프로젝트�참여���
��-�프로젝트의�이해를�제대로�하지�못해�처음�실패한�프로젝트�입니다.�
����DLNA에�보안�기능을�적용하기�위한�기능�확장�모듈에�대해�이해.��
3. iOS�용�DLNA�DMS�앱�제작�참여�
��-�UI�파트�및�itunes�라이브러리�연동�기능�담당.�
4. S사�iOS,�Mac�OSX용�DMS�라이브러리�및�샘플앱�제작�참여�
��-�iOS�용�DMS�라이브러리�포팅�및�샘플�앱�제작��
��-�Mac�OSX용�DMS�라이브러리�포팅�및�샘플�앱�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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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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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사람에�대한�신뢰에�대해서�깨닫게�해�준�회사�

동영상 관련 SNS 구축 사내 프로젝트 ( iOS 환경) 

업무�기간�:�2013년�6월�~�2013년�10월�
제작�언어�:�Objective-C,�json�
제작�환경�:�맥OSX,�Xcode�
참여�범위�:�
1. 사내� 프로젝트로� 진행한� 동영상� 관련� SNS� 구축� 프로젝트에� 있어서� 약�
70%�정도�진행된�프로젝트에�합류하여�성능�개선�작업�및�기능�변경�및�
적용�작업을�진행�하였습니다.��
2.서비스�런칭을�계획하고�진행된�프로젝트�였으나�사내�베타테스트�이후�프
로젝트를�접게�되었습니다.�(�내부�의사결정에�의한�close�)�
3. 이전에�참여�했던�네이버�뮤직앱과�다르게�UI�부분에�대해서�좋은�경험을�
할�수�있었던�프로젝트�였습니다.���

스크린샷을 가져오기 힘든 관계로 다른 사진으로 대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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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사람에�대한�신뢰에�대해서�깨닫게�해�준�회사�#2

동영상 편집 앱 개발 프로젝트, KineMix for iOS ( 아이폰 용 )

업무�기간�:�2013년�10월�말�~�2015년�3월�말�
제작�언어�:�Objective-C�
제작�환경�:�맥OSX,�Xcode�
참여�범위�:�UI�부분�약�80%,�URL�Scheme�연동부분,�서버연동부분�
1. KineMix�라�불리우는�기존의�안드로이드�기반의�동영상�편집앱을� iOS�특성에�
맞게�재�해석�하여�개발한�프로젝트에�참여�하였습니다.��

2. UI에�대해서�full�change�작업을�한번�추가로�수행.�
3. 2014년�상반기에�Apple사의�AppStore에�정식�펀치�하였습니다.��
4. 주�작업�분야는�UI�파트�였으며,�튜토리얼�적용�및�서버�연동,�외부�연동�모듈에�
대발�별도�개발작업에�참여�하였으며�외부�연동�모듈에�대한�샘플앱을�전담�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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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로젝트 그리고 A-camp 교육 과정을 겪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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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프로젝트�그리고�A-camp�교육�과정을�겪으며

개인 프로젝트 ( D-day 앱과, 흑백 카메라 앱....)

퇴사�이후�개인적으로�시간을�보내는�건�아닌�거�같아�개발을�계
속�하기�위해�이전에�만들어�보고�싶었던�아이템들을�다시�정리
하여,�개인�프로젝트로�앱을�기획�및�개발,�앱스토어에�런칭�및�
업데이트를�하고�있습니다.�

1. D-day�앱��
-기본적인�UI에�대한�개발흐름을�잊어버리지�않기위해�또�마
음에�드는�d-day�앱이�없어서�직접�개발해�보았습니다.�사
용자�나�다운로드�수는�극히�소수�입니다.��
-
2. 흑백�동영상�촬영�앱�
-�동영상�촬영시�흑백으로�단�5초만�촬영하는�앱�입니다.�그�
외의�기능은�없습니다.�동영상�관련�기술에�대한�지식�확대가�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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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프로젝트�그리고�A-camp�교육�과정을�겪으며

A-camp 9기 서비스 개발 스터디 모임을 참여 하며

안드로이드�UI에�대해서는�알지�못했던�제가�많은�걸�겪고�느
낀�과정이였습니다.��
플랫폼�특성상�다른�부분이�많아�힘들었으며�특히�안드로이드�스투디
오는�아직�적응을�못했습니다.��
관련하여�완벽하진�않지만�안드로이드�ui�구현에�대한�이해를�
어느정도�할�수�있었습니다.�
- 화면�최�상단�디스플레이�위젯��
- 화면�위젯�가리기�기능��
- 커스텀�UI�개발에�대한�지식�
- OCR�모듈�JNI�빌드�및�연동�(Open�source�활용)�
- 구글�음성�인식�기술�적용�(Speech�to�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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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프로젝트�그리고�A-camp�교육�과정을�겪으며

개인프로젝트로 만든 뽁뽁이 게임 시리즈에 대해서

개인�프로젝트로�뽁뽁이�터트리기를�기반으로�한�게임�앱을�4
개�기획�하고�개발,�런칭,�업데이트를�진행�해�오고�있습니다.

분류 앱�이름 앱�주소

1 Yomi�BBokBBok https://itunes.apple.com/us/app/yomi-bbokbbok/id1038828539?mt=8

2 한자꼭꾹 https://itunes.apple.com/us/app/hanjakkogkkug/id1076928244?mt=8

3 아추추랑�놀자(한글단어놀이)
https://itunes.apple.com/us/app/achuchulang-nolja-hangeuldan/

id1089390761?mt=8

4
아추추랑�같이놀자�
(다국어단어놀이)

https://itunes.apple.com/us/app/achuchulang-gat-inolja-dagug/
id1101582956?m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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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프로젝트�그리고�A-camp�교육�과정을�겪으며

개인프로젝트로 만든 뽁뽁이 게임 시리즈[아추추랑 같이놀자 (다국어단어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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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프로젝트�그리고�A-camp�교육�과정을�겪으며

개인프로젝트로 만든 뽁뽁이 게임 시리즈[아추추랑 놀자 (한글단어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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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프로젝트�그리고�A-camp�교육�과정을�겪으며

개인프로젝트로 만든 뽁뽁이 게임 시리즈[한자꼭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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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프로젝트�그리고�A-camp�교육�과정을�겪으며

개인프로젝트로 만든 뽁뽁이 게임 시리즈[Yomi BBokB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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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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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꿈꾸다�잠시�다시�회사생활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부터 서비스 런칭까지 전 과정을 개발자 이며 PL로써 경험해 본 시간 

업무�기간�:�2016년�7월�~�현재�
사용�기술�:�Objective-C,�OpenGL,�Android,�Java,�그외�유닉스�쉘�스크립트��
제작�환경�:�맥OSX,�Xcode,�eclipse,�android�studio�
업무�범위�:�
1.�유틸리티앱�성격의�동영상�제작앱을�처음부터�개발하여�앱스토어에�런칭하여�한국�앱스토어�순위에�약�5개월여�진입�해�있었습니다.�
��->�초기�기획�부터�설계�개발을�다�진행�후,�개발팀이�신규로�구성되어�신규�인력과�함께�UI는�새로�개발하였으며�동영상�관련�부분을�담당하였습니다.�

2.�동영상�기반�서비스를�기획단계�부터�개발자�이상으로�PL로�참여,�서비스�런칭까지�진행.��
��->�개발자로써�iOS�앱�개발에�일부�참여�(동영상�관련�UI�및�동영상�처리�부분�담당)��
��->�PL로써�개발�전반적인�일정�및�개발�이슈�사항�관리,�업무�협의�등을�개발일을�하며�같이�진행.��
��
3.�대외�업무�기술�자문�역할�담당.��
��->�서비스�관련�외부�문의시�서비스에�대한�기술�자문�역할을�담당함.��

4.�프로젝트�진행에�필요한�협업�툴�등�서비스들에�대한�운영�/�관리를�진행��
��->�GIT,�SVN,�Jenkins,�JIRA,�Redmine�을�직접�관리�및�운영�업무를�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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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의 꿈은 . . . 개발자 그 이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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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대해서

지금 저의 꿈은. . . 

  제 원래 꿈은 슈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발 잘하
는 개발자 였습니다.  

  하지만 언더에서 10년여 공부하며, 그리고 학부에서 6년여 공부하며, 사회
생활을 5년 하면서 느낀게 있었습니다. 

  저는 슈퍼 개발자로 가기엔 부족하며 아직 갈길이 멀었다는 것을 느꼈습니
다. 하지만 업무를 하면서 제가 가야 할 방향을 발견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획과 매니징입니다. 100% full 개발자로써의 성장 보다는 기획능력과 개발 
매니징 능력을 겸비한 서브 개발자가 되는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 꿈은 기획 겸 PM(또는 PL)을 같이 하는 개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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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The�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