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면접자 김지호입니다



저는 1년정도 웹퍼블리싱을 하고있으며
필요시 디자인도 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그누보드 기반에 하드코딩으로 하고 있으며 
노기반,카페24 유지보수 외주도 합니다



스크롤방식의 원페이지 기본적인 기업 홈페이지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강조하는 풀페이지

요청맞춤형 홈페이지

Work Experience
1년의 경력중 아래 4개의 페이지만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 내놓을 만한걸로 간추렸습니다
이번 PT에선 그날과 ICT 홈페이지에 대한 PT를 진행 할려고 합니다, 외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퍼블리싱 작업물에 대한 PT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명 : 법률사무소 그날 

홈페이지 특징 :

1. 홈페이지 메인에 동영상을 사용해서 시선을 집중

2. 풀페이지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크게 노출 (fullpage.js 사용)  

3. CMS없이 메일 보내는 기능추가

4. 홈페이지 리뉴얼 전 게시글때문에 보류하다 후에 게시판 따로부착



법률사무소 그날 파일구조

제작시 보류하다 게시판 부착

폼메일



프로젝트명 : ICT융합 스마트시티 교육사업단

홈페이지 특징 :

1. 메인페이지에 소식노출 실시간 ON/OFF가능

2. 대학원생페이지의 사진을 사용자가 직접 수정/삭제하는
유지보수기능 제작

3. 홈페이지 제작완료 후 게시판 붙임
(학교(전산실)자체에서 게시판을 넣을 경우를 생각해 보류) 

4. 한/영 페이지 지원  

·한국어페이지 게시판과 영문어페이지의 나오는내용이 

    달라야한다는 요청

·학교측에서 번역프로그램이나 번역API 사용금지하여 

    전부수동으로 제작 



ICT교육사업단 파일구조

https

php admin 설치

영문페이지



ICT 주요기능
메인페이지 실시간 노출 ON/OFF 기능

메인페이지의 소식란에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노출 할 수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 순서 조작가능



대학원생 페이지에 로그인을 달아서 사용자가 직접 유지보수가 가능하게 제작

ICT 주요기능

target

var link = document.location.href;
if(link === 원하는 주소와 같을 시 처리해줘 ~ ) 를 인용



퍼블리싱 작업물 PT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TOY PROJECT로 진행한 작업물 PT하겠습니다



프로젝트명 : 완벽한 하루
사용기술 : ES6 / React / Redux / SCSS / LocalStorage

컴포넌트구조

·로그인

·APP(메인)

·캘린더

·마이페이지 

·일정추가에디터 

기획의도 : 리액트를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색다른 TodoList를 
제작하고 싶어서 계획을 클리어 할때마다 퍼센트가 채워지는 계획웹앱을 제작 

사용자가 세운 계획이 새로고침이나 페이지를 나가도 저장은 되데, 
TodoList의 특성상 회원가입이 되지는 않게 끔 LocalStorage를 db로 사용  



웹앱의 시작
LocalStorage에서 회원정보를 탐색한 후  currentUser의 값이 null 일때 
로그인 컴포넌트를 노출해주고 회원정보값이 있을경우 메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프로젝트명 : 완벽한 하루

·웹앱 하단 + 버튼을 누르면 에디터가 나오게 구현

·스케줄러의 체크버튼을 클릭하면 스케줄이 완료되면서
    오늘하루의 퍼센트가 올라가게 설정

·스케줄이 완료되면 언제 완료 됬는지 알림함에 완료일/날자를 
    체크 해둬 언제 이계획이 끝났는지 표시

소스코드 깃헙 참고

https://github.com/jioo-developer/PerfectDay

기본기능



프로젝트명 : 완벽한 하루

사용자 커스텀 기능 

사용자가 앱을 관리 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 제작

앱을 사용할 때 자기만의 앱을 꾸밀 수 있게 앱의 프로필 캐릭터 변경가능

하루 계획 100%를 어느지점 일수까지 채우면 랭크가  올라가는 
랭크 시스템 돌입으로 추가성취감과 경쟁심을 느끼게끔 제작



프로젝트명 : 완벽한 하루

일정예약 시스템

구조 TODAY를 확인 할 수 있는 캘린더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input과 소캘린더

기능     텍스트와 소캘린더의 일정을 선택해서 작성을
             누를 시 현재시간부터 남은 날자를 노출



일정예약 시스템 소스코드

프로젝트명 : 완벽한 하루

let get = 소캘린더의 선택된 날자 값을 추출하여 reducer로 전송, reducer의 DayCount 배열에 값을 넣어 LocalStorage에 날자를 추가
localstorage에 날자가 있을 시 변환된 parsed날짜의 값을 dday에 넣고 날자 변환작업



프로젝트명 : 유튜브플레이어

사용기술 : ES6 / React / Redux / SCSS
                YoutubeAPI / ReactPlayer

컴포넌트구조

·메인앱



프로젝트명 : 유튜브플레이어

프론트엔드 단에서 Rest API를 중요하게 생각 하기 때문에 youtube의 api를 사용해서
플레이어를 재생 할 수 있을까란 의문에서 시작

유튜브 주소중 동영상 고유번호를 추출하는 코드

유튜브 재생 코드

소스코드 깃헙 참고

https://github.com/jioo-developer/Reactplayer

참고문헌

https://github.com/cookpete/react-player



프로젝트명 : velog 클론카피

사용기술 : ES6 / React / Redux / SCSS / Firebase

컴포넌트구조

·메인 라우터

·로그인 단

·회원가입 단

·홈

·공지사항 페이지

·프로필 페이지

·에디터 페이지

·상세페이지





프로젝트명 : velog 클론카피

해당 프로젝트를 요약해서 설명하기는 너무 길어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소스코드 깃헙 참고

https://github.com/jioo-developer/firebaser

https://codingapple.com/course/firebase-project/ 코딩애플 파이어베이스 강의

https://nomadcoders.co/nwitter 노마드코더 트위터 강의

참고문헌



그 외

공부하면서 기록해둔 오픈북들 개인 벨로그 현재 공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