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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서 할 수 있는 자기 계발은? 

▶ 자기 개발 
 

자신에 대한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냄. 또는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 자기 계발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움 

공부에 미친놈 일반인 

자기 개발? 자기 계발?  
 

발전을 한다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용어는 자기 계발로 통일 



QA로서 할 수 있는 자기 계발은? 

자기 계발의 동기 부여, 진정한 목적 
 

돈 



QA로서 할 수 있는 자기 계발은? 

QA 
자기 계발 

지식 습득 

가시성 효용 가치 

지금보다 더 똑똑해 지는가? 

그럴 듯하게 보이는가?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 

자기 계발 항목 선정 
 

자기 계발 본연의 목적인 지식 습득과 QA로서의 업무 효용 가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선정 



QA로서 할 수 있는 자기 계발은? 

대화 스킬이 늘어요 

공부를 통해 기존에 몰랐던 용어를 알게 되어 
보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짐 

이 정도는… 

꼭 누군가가 해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할 수 있음 

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놀라움의 시선… 
제가 볼 땐 이게 젤 중요함 

Programming 

자기 계발 항목 선정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선택 



QA로서 할 수 있는 자기 계발은? 

자기 계발 항목 선정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정을 하는 것이 좋음 



난 이런 거 만들어봤어요 

현재 환경 파악 
 

필요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 개발 치트를 채팅창에 입력하여 명령을 실행시키는 방식 

      • 치트는 문서로 정리하여 공유 

      • 보통 자주 쓰이는 치트를 모니터 한 쪽 구석에 붙여놓고 필요 시 Copy & Paste 

 

▶ 이런 기능이 있으면 QA를 할 때 도움이 될 텐데 

 
      • 버튼 하나 눌러서… 혹은 특정 키를 눌러서 간단하게 치트를 입력할 수 없을까? 

      • 단순 반복 작업은 자동으로 하고 싶다 



난 이런 거 만들어봤어요 

현재 환경 파악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함 

▶ 치트를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툴을 만들자!!! 

 
      • 치트를 툴 안에 정리 

      • 자주 쓰는 치트를 따로 빼놓기 위해 메모장 기능 추가 

      • 버튼 입력과 핫키 입력을 통해 원하는 치트를 편하게 입력 

      • 단순 반복 작업을 위한 매크로 기능 추가 

 



난 이런 거 만들어봤어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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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런 거 만들어봤어요 

진행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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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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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런 거 만들어봤어요 

결과물 
 

어느 날 짠 하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코딩 센스에 따라서 속도 차이는 있겠죠… 저는 몹시 느린 편, 게다가 미완성임 

버튼을 클릭하여 정해진 값을 대입, 혹은 핫키로 실행 
메모장 기능 및 순차 실행 기능 

특정 동작 반복 행위 

보안 상 세부 내용 삭제 



난 이런 거 만들어봤어요 

애로 사항 
 

자기 계발인 만큼 개인 시간 들여서 해야 함 

▶ 회사에서 하기 눈치 보임 

 
      • 업무도 바쁜데 이거 하다 보면 몹시 산만해짐 

      • 이직 준비 하는 걸로 오해 

▶ 집에서 하기 귀찮음 

 
      • 게임 하기도 바쁜데… 

      • 저거 만들 당시 난 대항해시대 온라인 삼매경 (여유로운 게임이라 이동 중에 빌드하고 그랬음) 

      • 요즘은 롤 하느라 정신없음 

▶ 커플질 



프로그래밍 그 까이꺼 

프로그래밍 자기 계발을 통해 얻어가는 것 
 

애로 사항을 극복합시다 

• 더욱 더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원동력 
 
• 심지어 이직도 문제 없다는 자신감 

• 내가 만든 결과물이 널리 퍼짐 

 

• 사람들의 칭찬 

 

• 우쭐 

• 프로그래밍 관련 시야가 넓어짐 

 

• 영어의 귀가 트이는 것과 유사 

 

• 내가 만든 게 아닌 소스도 대충 보임 

자신감 

시야 

뿌듯함 



프로그래밍 그 까이꺼 

결론 
 

공부하세요 



 THANK YOU 
부족한 발표 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모두 쪼렙에서 벗어나 

만렙을 향해 달려갑시다. 그러나 만렙되도 원시인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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