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주차 - 15차 스터디 오리엔테이션
SLiPP 스터디 소개
SLiPP 스터디가 지향하는 것은?
SLiPP 스터디 호칭
SLiPP 스터디 운영 원칙

2018년 하반기 신규 멤버 자기 소개
kotlin
고건주
나은주
문혜영
차정윤

python + ML
고은비
김동훈
배단비

2018년 상반기 신규 멤버 극복기
이태현
2018년 상반기 참여 스터디 : 개발자 영어
2018년 상반기 지원 동기 :
1.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기 위해
2. 개발자가 필요한 영어와 공부법은 무엇일까 같이 고민해보기 위해
좋았던 점 및 잘한점 :
1. 영어 단어책을 억지로라도 한번 끝까지 봄
2. 좋은 영어 공부 컨텐츠를 알게됨
3.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자막없이 한번 보았음
4. 선배 개발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
5. 여러 카톡방이 생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됨
6. 개근
아쉬웠던 점 :
1. 영어 스터디 초기 기획에 비해 못 이룬 부분이 많음(Spring Boot 2.0 번역 등)
2. 책을 다 보긴 했지만 확실히 기억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적음
3. 매번 시험 준비에 커뮤니케이션보다 단어 외우는데 더 치중한것 같음
4. 위의 이유로 후반으로 갈수록 지치고 의무화가 되었던 것 같음
5. 다른 세미나 일정으로 MT참여 못함
새로 오신 스터디원들을 위한 Tip :
1. 개근! 힘들어도 귀찮아 하지말고 지각이라도 참여를 한다면 발전이 있을 것
2. 술자리 등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길(SLiPP은 친목도모가 1순위!)
3. 위의 이유로 MT에 참여할 수 있다면 꼭 참여할것(다음엔 저도 꼭! ㅎㅎ)

오시영
14차 테스트기반개발 스터디 유일한 신규멤버 / 15차 JVM성능 (신규멤버가 없음)
고민요정임. 요즘 고민 - 회사와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발자가 되는게 가능한가?
지난 스터디 소개 찾아봄

좋은 개발자분들을 보면서 좋은 개발자가 뭔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과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일단 아직 배우는 중임
사람에게서 배운다는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됨 - 태도,경험,...
책,강좌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
스터디 기간동안 어쩌다 해본 것들이 참 좋았음
어쩌다보니 뒷풀이 개근 (스터디 개근 X)
어쩌다보니 고민상담
어쩌다보니 중간세미나 발표 - 그 후로 저는 개복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다보니 엠티 준비
저도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최병철
14차 스터디 : Kotlin + Spring 5 / 15차 스터디 : Java 성능
잘 극복하지 못한 신규멤버 대표

입사 1년 6개월만에 프로젝트 3개 => 야근.MAX + 휴일근무.MAX (우리회사는 분명 서비스회사인데 왠지 SI냄새가...)
사내별명 : R2D2 (일만하는 척), 데스노트 (함께 일하면 죄다 퇴사...)
지원동기 : 일정에 쫓겨 기능만 구현하는 것 말고 개발적 탐구심을 해소하고자 지원 (함께 고민했던 개발자들 죄다 퇴사...)
좋았던 점
1. 개발적 호기심 해소 -> increasePassion()
2. 회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개발환경 및 기술스택 귀동냥 -> increasePassion()
3. 개발자라는 직업을 떠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남 -> increasePassion()
4. MT에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남. -> for(i in 0..무한대) { increasePassion() }
/**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 증가 */
fun increasePassion() { passion++ }
아쉬웠던 점
1. 집안사정으로 인한 OT불참
2. 뒷풀이 1회 참석함
3. 스터디 준비 잘하지 못했음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김서영
2018년 상반기 Kotlin + Spring5 스터디 신규 참가 / 하반기 JVM성능 참가
스터디 극복기(?)… 아직 극복중…ㅎㅎ
스터디 지원동기 : 회사에서 벗어나 공부하기, 개발자 네트워킹
스터디 하며 좋았던 점 & 느낀점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But 너무 어렵다… 회사일에 치여 시간 부족... -> 스터디를 위해 따로 모여 공부 -> 공부+1, 친목+1
또래 이외에도 선배 개발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점
MT 꼭 참가하자!
아쉬웠던점
개근..ㅠㅠ
뒷풀이 참가!

스터디 운영자
자바 성능
총무 : Eunji Kang
페이스북 운영자 : 정하선

kotlin
총무 : 문혜영
페이스북 운영자 : 김현기

python + ML
총무 : 강현정
페이스북 운영자 : 최종현

주차별 진행 내용
Java 성능
코틀린
파이썬, 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