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
일일회고 피드백(50")
Q. 재택을 하면서 힘들었다고 하는게, 주변에 잡다한게 많이 보이고 그래서 힘들었던 건가요?
A. 샛길로 빠지기 쉬운 환경이라서 그런 것 같다. 집이라서 몸이 편하니까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회사에서 어떻게 8시간 앉아있었는지가 궁금
할정도로. 혜영님이 28일에 쓴 것 중에 재택 좋다고 한게 너무 궁금했다. 어떻게 좋았는지
(혜영) 저같은 경우는 일정이 타이트해서 집중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노션에서 칸반으로 task를 관리하는데, task 를 할 때마다 계속 PUSH 를 날렸는데, 그러다 보니 계속 commit 로그가 쌓여서 어떤 시간에 어떤 일
을 했는지가 바로 보여서, 업무 측정량이 바로 보이니까 오히려 프로젝트 빠듯한 때에는 출퇴근 안하고 프로젝트에 집중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재택을 할 수 있게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다
(환석) 하루에 뭘 해야하는 일이 있는데, 러프하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업무적으로 진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혜영) 집에서 일하는게 더 힘든 것 같다. 5시쯤 지친다
(환석) 딱 시간별 경계가 없어서, 그게 힘든 것 같다. 업무 하다보면 점심시간 후에 점심을 먹게되고, 퇴근 시간을 넘겨서 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다
(혜영) 오늘 했던 일을 다 했으니, 그날 했던 것 리스트 올리고 퇴근하게 된다. 원래는 눈치가 보였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좋은 것 같다
(환석) 지금도 재택하세요?
(혜영) 안하고 있다.
(선오) 일주일에 2번 출근함.
선오) 일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리밋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함, 오히려 재택하는날 출근하면 더욱 집중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은 자신이 관리를 하지 않으
면 몸이 힘들다. 한번 삘받으면 10시간 넘게 업무에 집중하기도 하니까.
요즘 불면증인데 안자고 새벽 출근하면 또 집중이 잘됨.

혜영) 주 40시간만 채우면 다른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해?
선오) 회사 차원에서 룰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 일하면 딱히 어려움은 느끼지 못함. 지블(jibble) 라는 출퇴근 앱으로 실시간 체크를 가능하다.
혜영) 재택을 하다보니까 할만해. 우리는 회사 차원에서 룰이 없어서 윗사람에 따라서 많이 업무환경? 이 달라진다.
선오) 오히려 재택하면서 슬랙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 휘발성은 슬랙, 기록할만한 것들은 노션을 사용한다.
(환석) 회사에서 여유로울때도 여유로운데 좀 불안한 느낌이 든다.
(선오) 업무평가 수단이 명확 해지니깐 조급해지는게 있다. 사무실에 있으면 내가 뭘하고 있는지 삽질하고 있는것도 보는데 내가 놀고 있는걸 보고 있구나
하는데 내가 집에 있으면 삽질을 4시간하고 10분만에 해결해버렸는데 4시간 업무를 안하는거 같은 느낌이 든다.

Q.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고 한것은 뭐 때문이였나요?
선오: 모바일 클라이언트가 회의가 안 되서 그쪽도 개발하게됐고 나도 개발하게됐다. 그런거 생기기전에 같은 기능 개발하는 사람들은 말을 맞추는 단계가
있어야한다.
혜영: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커뮤니케이션을 까먹고 개발을 진행한 케이스.

라이트닝 토크 (45")
혜영(주제 : API기능 )명세서 https://www.notion.so/rudiamoon/API-033ff478ab6f45e18c98b9254564a315)
선오(주제: GraphQL) : https://www.notion.so/kimsunohdev/GraphQL-language-5fac7aab56ec4cc4b50655e144f93afc
환석(주제: lodash) : https://www.notion.so/dolidoli/lighting-Talk-200908-lodash_1-556916adc8c94438a6719f44d10160b0

스터디 마무리 회고 (15")
*문혜영*
Keep : 회고시간에 타임 정해서 중간에 더 얘기할 건 다음으로 미루기 그리고 회고에서 한 마다씩 조언해서 끝내기
Problem : 시간이 가다보니 회고시간이 다되서 환석님 질문을 못들었다.
Try : 다음엔 질문할게 몇개있는지 확인하고 시간 산정해야겠다. 각 각 타임당 몇 분했는지 적어보기

*김선오*

Keep: 빠른 시간안에 주요 키워드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 짧은 시간에 몰입해서 정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키워드는 알고 있었지만 정리하지 못했던 개념을 정
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재밌었다
Problem: 다른사람의 회고를 보면서 피드백을 할 수 없었다.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야 하는데, 생각을 정리할 여유 없이 읽기에 급급했던 것 같다.
Try: 다음엔 회고를 미리 키워드 만이라도 정리해와서 피드백&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

*주환석*
Keep : 3명이 참여했지만 시간이 가장 잘 지켜진 것 같다.
Problem: 오늘은 아니였는데 처음 회고에서 관련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드백 생각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다. 라이트닝 톡 준비 시간
이 은근 짧게 느껴졌다. 기록을 하면서 집중하기 어렵게 느껴짐.
Try: 문서로 정리하는걸 패스하고 더욱 서로 이야기에 집중하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