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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키워드만외워보자.



1. 개발방법론 - 폭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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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법론은말 그대로어떻게개발하면 개발이편해질지에대한 고민의결과이다.

대표적인개발 방법론은폭포수개발와애자일개발방법론이 있다.



1. 개발방법론 - 애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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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법론은말 그대로어떻게개발하면 개발이편해질지에대한 고민의결과이다.

대표적인개발 방법론은폭포수와애자일 방법론이있다.

애자일이더 궁금하다면? – 애자일의모든 것
http://www.slideshare.net/hoonsbara/ss-43231586

http://www.slideshare.net/hoonsbara/ss-43231586


2. 개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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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하기위해서는 수 많은 문서들이필요하다. 과제를 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회
사에서 일을할 때도 마찬가지다.

- 요구사항명세서 – 과제그자체.

-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SRS)＇ 요구 사항분석서? 아마 과제를 한
다면? – 무엇을 할지에 대한 문서이다.

- 설계 문서 – Use case 문서, UI 설계 문서, DB  스키마문서, 등등등…- 어떻게개발
할지에대한문서이다.

- Test Case 문서 – 설계대로 개발을했을 때 그 결과물을확인할수 있는문서



3. 개발환경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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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코드를생성해서프로그램을만들어나가기위해서는개발 환경 구성을 해야 한
다.

1.개발 TOOL을찾아서설치한다. 자신이개발할언어/플랫폼을위한 TOOL을찾는다. 
Ex. MFC 프로그램개발을위해서는 Microsoft의 Visual Studio가필요하다. 혹은
RubyonRails라는 Web 플랫폼 개발에는특정 툴은 필요하지않고 Text 편집기면충
분히 개발 가능하다. 하지만메모장으로하면 영 불편하다?  Aptana, rubymine, 
netbenas, komodo, sublimetest, atom 등.

2.개발 source를관리하는툴을설치한다. 소스 관리, 혹은 형상 관리 라고 한다. 
Subversion(일명 svn), git, TFS 등등 – tortoisesvn을쓰고 있다. 안 쓰면?



3. 개발환경구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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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코드를생성해서프로그램을만들어나가기위해서는개발 환경 구성을 해야 한
다.

3. 인터넷과브라우져를챙겨둔다. 지금 시대는 know- how와 know-where의시대이
다. 

네이버(혹은네이버지식인) + 한글로 검색하는것보다 구글에서영어로검색하는 것
을습관화하자. 언어나플랫폼에따라서 yahoo japan + 일본어가훨씬유리한 경우도
있다.

4. 개발프로그램의로그나 확인파일등을 검증할수 있으면 좋다. 난 notepad ++가 좋
더라. 



4. 개발테스트

9 / 14

내가 혹은 우리 팀이 개발을잘했는지검사/확인을하고 의도대로동작하지않은 것을
“이슈＂라한다.

검사혹은테스트시에설계시에작성한 Test Case에의거해서테스트를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정리하고개발자혹은 본인이 그 내용을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때 테스트자동화 기법을도입한다면더욱 편해질수 있다.

예. 백 번 클릭하면나오는아이템이 진짜 나오는지를테스트한다고하면? 사람이 100
번클릭한다?

백 번 클릭하는함수를 만들거나테스트프로그램 만들어서하는 것이 좋을수 있다.

백 번 클릭했는데아이템이로직에안 맞아서수정하고또 백 번 클릭해야한다? 손
목이 나가겠지. 

내가하는프로젝트에서는데이터전송하는 프로그램을만들어서 stress test를 하고있
다.

 관련 툴도 많고 자신이직접 만들어서테스트 해도 된다.!

 코드 수준에서일부를 자동화시킬수도 있다.



5. 개발이슈관리

10 / 14

개발 테스트를통해서 나온 이슈를잘 관리하기위해서는이슈 관리 툴을사용하는 것이
좋다. 어떤 곳은 엑셀 혹은한글로 하기도 한다. 미친 짓이다. 회사가망할 것이 아니라
면, - 기껏해야구글 docs를쓰는경우도 있다. 

이슈 관리 툴도 수백가지이지만

Redmine, Trac, mantis 등이 있다.

1.오늘 보여줄것은 remine이다.

2.일감을생성하고처리한다음에 resolv를시키고완전히 clear되면 close를시킨다.

버그를 줄이기위한 코드를 작성하고싶다면?

Code complete

http://www.yes24.com/24/goods/1480040?scode=032&OzSrank=2

http://www.yes24.com/24/goods/1480040?scode=032&OzSrank=2


6. 개발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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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완료되었다고판단이 서면개발 마무리 단계가필요하다. 

Code refactoring이나회고의단계가 있으면좋겠고.

개발을잘마무리했다는문서가필요하다.

또한 설계 문서와다르게개발이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개발 문서 갱신이필요하다.

개발된 프로그램을사용하거나관리, 배포하기위한 문서를 작성한다.

Ex. 개발자 매뉴얼, 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등등

코드를 이쁘게만들고 싶다면? 리팩토링에대해서 공부하면됨.

http://www.yes24.com/24/goods/7951038?scode=032&OzSrank=2

> 더하기에서곱하기가나오고빼기에서 나누기가나온다.

http://www.yes24.com/24/goods/7951038?scode=032&OzSrank=2


참고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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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포수개발 http://timberners-lee.tistory.com/entry/%ED%8F%AD%ED%8F%AC%EC%88%98-
%EB%AA%A8%EB%8D%B8Waterfall-Model-1 .

애자일개발 http://designbyforest.tistory.com/entry/%ED%94%84%EB%A1%9C%EC%A0%9D%ED%8A%B8-
%EB%B0%A9%EB%B2%95%EB%A1%A0

TFS http://www.sysnet.pe.kr/Default.aspx?mode=2&sub=0&detail=1&pageno=0&wid=1539&rssMode=1&wtype=0

레드마인 http://yjacket.tistory.com/17

레드마인한글화페이지 : https://www.redmine.org/projects/redmine/wiki/KoreanWikiFormatting

애자일좋은 회고를가려내는 법 : http://egloos.zum.com/agile/v/5829827

Tortoise svn 설치 및 기본사용 http://hotcoffee.tistory.com/entry/Tortoise-SVN-%EC%84%A4%EC%B9%98-
%EB%B0%8F-%EA%B8%B0%EB%B3%B8%EC%82%AC%EC%9A%A9%EB%B2%95

네이버아름다운한글문서서식 : http://hangeul.naver.com/document

http://timberners-lee.tistory.com/entry/%ED%8F%AD%ED%8F%AC%EC%88%98-%EB%AA%A8%EB%8D%B8Waterfall-Model-1
http://designbyforest.tistory.com/entry/%ED%94%84%EB%A1%9C%EC%A0%9D%ED%8A%B8-%EB%B0%A9%EB%B2%95%EB%A1%A0
http://www.sysnet.pe.kr/Default.aspx?mode=2&sub=0&detail=1&pageno=0&wid=1539&rssMode=1&wtype=0
http://yjacket.tistory.com/17
https://www.redmine.org/projects/redmine/wiki/KoreanWikiFormatting
http://egloos.zum.com/agile/v/5829827
http://hotcoffee.tistory.com/entry/Tortoise-SVN-%EC%84%A4%EC%B9%98-%EB%B0%8F-%EA%B8%B0%EB%B3%B8%EC%82%AC%EC%9A%A9%EB%B2%95
http://hangeul.naver.com/document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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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 양식은 네이버 아름다운 한글문서서식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 
http://hangeul.naver.com/document

블로그 : http://bmwe3.tistory.com + 구글애드센스

SNS : https://www.facebook.com/donghyun.kim.0320

지난 세미나 목록들~

• 15.04.27 - Crossplatform과 QT

• 14.09.01 - Web개발(2) – HTML5

• 14.04.28 - Web개발(1) - jQuery

• 11.05.23 - WindowsPhone7 개발

• 10.07.12 - Code Complete with WPF

• 08.03.17 - RIA구축을 위한 Flex

다음 세미나는 ? Ruby on Rails 라는웹 플랫폼. 날짜는하반기쯤?

http://hangeul.naver.com/document
http://bmwe3.tistory.com/
https://www.facebook.com/donghyun.kim.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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