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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선택의 순간 



http://lykawildmoon deviantart com/art/EVANGELION-VS-GUNDAM-166348357 

스타트업!! 꿈, 열정, 희망, 그리고… 



http://lykawildmoon deviantart com/art/EVANGELION-VS-GUNDAM-166348357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처음” 



{{스타트 업의 특징}} 
 

경험 부족, 기술 부족,  
코치 부족, 투자 부족 

 



{{그냥 다 부족}}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빠른 실패’ 혹은 ‘빠른 수정’ 



http://lykawildmoon deviantart com/art/EVANGELION-VS-GUNDAM-166348357 

개발팀의 첫번째 전쟁 : 속도 



Java v.s. Python 



{{모든 사람이}} 말하길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라
서 속도가 (많이)느리다.” 





{{신념과 믿음, 혹은  
사랑과 우정 그 ‘사이’}} 

http://raid6.com.au/~onlyjob/_arena/speed.png 



문명, FM, 그리고 LOL 그 중 제일은 WOW! 



테스트 시작 : “잘 만들어봐, 세상의 모든 게시판을 
거기에 두고 왔으니!” 



“JSP v.s. WebApp2”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가벼운 프로그램이라 쓰고, 계층형 게시판이라 읽는 것을 {Python, Java}로 만들어 보기로 결정Cloud Platform은 가난한 자의 ‘AWS’인 ‘GAE(응?)’를 사용하기로 결정소켓 뚫어서 할 자신이 없고 그렇고 싶지 않고 그래서 안될 것 같아서 나름 {{테스터들}}이 자신있다고 큰 소리치는 {{JSP, WebApp2}} 사용외부 라이브러리 및 프레임워크 사용을 금함



압도적 차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Python 



긴~~~ 코드는 긴~~~ 버그를 동반한다. 



{{소소한 문제(들)}} 
 

• 약형Weakly-typed Language 언어  
• 버전 충돌 
• 디버깅 
• 개발자 구인 



{{해결책 #1}} 
 

“타입검사보다는 테스트에 더 
공을 들이자” - Bruce 

Eckel 



{{해결책 #2}} 
 

Virtualenv 



{{해결책 #3}} 
 

• Unittest 
 https://sites.google.com/site/tddproblems/ 



그리고  

회사에 

그분이 

오셨다 



본격 ‘Vi(m)’과 ‘Emacs’ 등장 



쉽고 빠른 개발(같은건 없더라구요!) 



쉽고 빠른 개발을 위한 팁(!) 

• 좋은 IDE와 개발환경 

• 강력한 개발서버 

• 좋은 팀원(!) 



좋은 IDE 



계속 누군가 scv라 부르는 형상관리 도구!(우리팀
은 Yobi!) 



강력한 개발서버(!) (캬… 이거지 이거!) 



뭔지 잘 모르겠지만, 가자 클라우드로! 



그렇지만 이건… 이건 너무 강력하다…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저렴, 파이썬 친화적 Go가 기대됨!) 



우리가 레진 코믹스 직원같이 느껴지던 나날들… 



클라우드 사용시 주의사항 

• IaaS >>> PaaS >>> SaaS 

• 분산처리, 빅데이터, 맵리듀스 여튼 뭔가 있
어보이는 모든 기술은 Python에서 사용 가
능 
–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음. 왜일까? 



(여튼) 모든 것이 평화
로울 것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 



스프링의 역습 



훗… 우리도 있다. 비장의 카드가! 



스프링만큼 좋다! 



와이어프렘임(혹은 목업)의 최강자! 



{{믿고 보는 ‘뉴스룸’,  

그 뉴스룸을 만든 ‘쟁고’}} 



B.U.T. 



개발 2달이 넘어갈 무렵 



{{(또 다시) 사소한 문제들}} 
 

• 클라우드 제약사항 
• 프레임워크에 대한 몰이해 
• 된다고 믿었던 것들이 안될

때의 멘탈 크리티컬 



{{왜?}} 
 

• 회사에 자바 개발자 비중 
80% 

• 파이썬 문법은 능숙, 파이
썬의 철학과 원리는 반숙 



레벨업을 위한 우리의 방법! 



{{경험치 획득 방법}} 
 

• Slideshare 
• 파이썬 포팅 
• 오픈소스 코드 리딩 



결론 



{{파이썬, 강력 추천!}} 
 

• 잘 만들어진 생태계 
• 완성도 높은 언어 



{{그리고,  
이토록 완벽한 커뮤니티!}} 

 
Thanks for Everyone  

and  
PyCon! 



• 사용된 폰트 ‘Nixgon’(깨알같은 회사자랑!) 

– https://github.com/nixgon/NixgonFonts 
• 점프 투 파이썬 

– https://wikidocs.net/book/1 
• 왜 레진코믹스는 구글앱엔진을 선택했나? 

– http://www.slideshare.net/curioe_/lezhincomics-
google-appengine-30453946 

• Do not use Django as like as SMARTSTUDY 
– http://www.slideshare.net/lqez/do-not-use-django-as-

like-as-smartstudy 
• RailsConf 2010: Robert Martin 

– http://www.youtube.com/watch?v=mslMLp5bQD0&feature=y
outu.be&t=35m24s 

https://github.com/nixgon/NixgonFonts
https://wikidocs.net/book/1
http://www.slideshare.net/curioe_/lezhincomics-google-appengine-30453946
http://www.slideshare.net/curioe_/lezhincomics-google-appengine-30453946
http://www.slideshare.net/lqez/do-not-use-django-as-like-as-smartstudy
http://www.slideshare.net/lqez/do-not-use-django-as-like-as-smartstudy
http://www.youtube.com/watch?v=mslMLp5bQD0&feature=youtu.be&t=35m24s
http://www.youtube.com/watch?v=mslMLp5bQD0&feature=youtu.be&t=35m2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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