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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웹개발에 관한 짧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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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거미줄. World wide web으로 급격히 퍼져나감.

- 10년 쯤의 웹 개발은 1차원 적이었다.(web-lang.pptx)

- 지금은 구글이 나오고 페이스북이 나오고 트위터가 나와서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
으며 MVC 모델이 적용된 각종 플랫폼이 나오고 있음.

- Flash가 아이폰이후 서서히 죽다가 요즘은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

- Git은 많은 플랫폼와 언어 중에서 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하태핫한 요즘 언어 트렌드는? 

- http://han41858.tistory.com/6

http://han41858.tistory.com/6


2. FrontEnd

5 / 14

-앞서 이야기한 요즘 web 개발 트렌드에 맞춰서 구별하는 용어로서

브라우져를 통해서 보이는 속칭 UI가 Front End – client 언어

- CSS 를 작성하고 HTML을 작성하고 Javascript를 작성한 페이지

- 요즘은 크로스 브라우져 때문에 엄청 빡셈

- IE 8,9, 10, 11 엣지, 크롬, Firefox, safari, opera 거기에 모바일 버전

- 이중에 반응형 웹이라고 같은 페이지를 해상도에 맞게 움직이는 것도 해야 하고.

개발 플랫폼으로는…

- Php, jsp, asp, java(국내는 spring) 는 기본

- Bootstrap – 최근 여러 플랫폼의 FrontEnd 개발의 핵심요소로 떠오름

- Foundation



2. Bac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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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우져와 통신하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서버쪽 개발을 Backend라 한다.

- 서버 언어 server side언어

- 여기에서 DB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유지하고 등의 역할을 한다.

- 서버쪽 언어의대표 주자를 비교한것

- PHP vs Node.js

http://flearning-blog.tistory.com/24

- 서버 개발자는최근에는 cloud를 사용하는방법도 익혀야한다.

AWS, MS Azure, GCE 등등등….

http://flearning-blog.tistory.com/24


3. Ruby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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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츠모토 유키히로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오픈소스 언어

- Smalltalk라는 객체 지향 언어를 모티브로 만들었다.

- 스크립트 언어 혹은 동적인 언어라 할 수 있다.

- 모든 것이 객체이기 때문에 변수에 true가 있다고 boolean은 아니다. – 불 아님.

-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언어이다.

- 컴파일러만 설치한다면 windows, mac, linux모두 사용가능하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비스를 하는 경우 windows에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면
좋겠다…난 윈도우….ㅠㅠㅠㅠ



3. Ruby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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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툴은?

: 텍스트 편집기면 모든 것이 ok, 심지어 notepad나 메모장도 가능

: top5를 소개하자면 aptana, rubymine, netbenas, komodo, sublimetext

다 좋지만 난 sublimetext 유료이지만 심심하면 결제하라는 압박만 잘 이겨내면

최근에 atom, VisualStudio code가 떠오르고 있음.

- 디버깅은?

: 크롬같은 브라우져에서 개발자도구로 보거나 로그로만 가능함.

- 루비 시작하기 (https://www.ruby-lang.org/ko/documentation/quickstart/ )

- 루비 설치 및 irb 실행

https://www.ruby-lang.org/ko/documentation/quickstart/


3. Ruby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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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by는 결국 gem을 잘 쓰는 것이 관건 – 점 아님. 젬.

Gem은 c로 치면 외부 라이브러리에 해당함.

어떤 gem이 있는지 찾을려면 여기로 https://rubygems.org/

- Rubygems는 루비의 gem 패키지를 관리하는 명령어(혹은 프로그램) 
- gem 예제
acts_as_paranoid(https://github.com/ActsAsParanoid/acts_as_paranoid )

- 필요한 gem을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매우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그래서 gem 을 관리하는 bundler라는 것이 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gem 패키지를 정의하고 의존관계를 해결하는 구조

https://rubygems.org/
https://github.com/ActsAsParanoid/acts_as_paranoid


4. Rails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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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R이라고도 하고 Ruby On Rails가 공식 명칭

- Full stack frame work. > frontend, backend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

- 구성요소 – Ruby http server(node.js? Nginx), 데이터 베이스(sqlite3기본)

- MVC(model-view-controller) 패턴을 사용함.



4. Rails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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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ils의 철학
a. DR(Don’t repeat yourself) 같은 코드를 반복하지 않는 것
b. CoC(Convention over configuration) : 설장보다 규약이 중요(ex. Person)

대소문자 구별이 엄청 중요함!!!
- 작업 파일 형식

a. .rb – 루비로 이루어진 로직 파일
b. .css – 스타일 시트 파일
c. .erb – embedded ruby, HTML을 루비스크립트에 삽입(embed)한 구조

- 라우팅 : 특정한 URL로 요청을 보냈을 때 요청을 처리할 대상을 지정하는 것 혹은 그러
한 구조.
get 'hello' => 'api#hello'
get 'dst' => 'api#dst'
get 'req' => 'api#req‘

: GET / POST 방식의 차이는? 
http://pcrc/drink?학번=조용준&잔수=무한? – 내용을 가져올 때
http://pcrc/drink - 내부 form 안에 내용이 들어 있음 - 변경사항이 있을 때

http://pcrc/drink
http://pcrc/drink?학번=조용준&잔수=무한
http://pcrc/drink


4. Rails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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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s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5. Rails 시작하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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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한다.

- 생성 rule은 옵션에 따라서 정해진다.

- 모를 땐 그냥 다 두는 것이 낫다.

- 환경 변수 조차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다

: config/environment/production.rb



5. Rails 시작하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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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어플리케이션 생성하기

- 생성된 파일 구조도



5. Rails 시작하기(3) – mig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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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데이터 모델을 생성한다.

- XXXX_migrate 파일 : 생성된 모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Rake db:migrate로 migrate 을 DB에 반영한다.

- DB에서 확인

: 전 heidiSQL을 씁니다. http://www.heidisql.com/

http://www.heidisql.com/


5. Rails 시작하기(4) -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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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 목록의 리스트.

- Ex. Hello라는 모델을 생성했을 때



5. Rails 시작하기(5) -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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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Controller?



5. Rails 시작하기(6)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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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view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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