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구직 / 이직하기

김종찬



Agenda

- Resume/CV 

- Coding Test 

- CS 

- Android 

- 최근 프로젝트 리뷰 / 경험한 이슈



Resume / CV

- https://github.com/posquit0/Awesome-CV 
- Wanted 이력서 
- Linkedin 

프로젝트/도메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 언어, 라이브러리 
구현하면서 도전적이었던 것 & 해결방법. 
수치로 나타낼수있는 성과를 쓰면 효과적.

위의 내용에서 수치적인 성과만 제외한 
동아리 활동내역, 외부활동,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위와같이 작성. 
+ 수상내역 등, 자격증은 so so.

학생? :

Contents : 

국문 / 영문 모두 작성해두면 좋음!

https://github.com/posquit0/Awesome-CV


- https://github.com/posquit0/Awesome-CV Resume / CV

https://github.com/posquit0/Awesome-CV


Coding Test

자료구조 

Array, LinkedList, HashMap, Queue, Stack, Graph, Tree, Set 
각 데이터 삽입, 읽기, 수정 등에 들어가는 O(n) 계산 

알고리즘 
    

BFS, DFS, Brute Force와 DP 그리고 각 로직별 O(n) 계산, 
Sort와 같은 알고리즘을 외워가는 것은 의미가 없음. 

https://leetcode.com/ 의 easy, medium을 많이 풀어보는 것 추천 

https://leetcode.com/


Coding Test

코테 수련에 접근하기 시작하는법 

1) 문제에서 제시하는 로직을 그대로 구현하기 
 
2) String 핸들링 문제 
 
3) BFS / DFS 

4) DP를 활용한 최적화문제

난이도 쉬운순서



Coding Test

코테에 활용할 개발 언어를 하나를 확실하게 정해두자 
-> 안드로이드 개발자라면 Java / Kotlin 추천, 2순위로는 C++, Python 

각 언어에서 제공하는 아이템들의 기본 사용법 정리하면 좋음 
-> Collections 함수, String함수, 객체 정렬을 위한 Comparable 활용 

자주나오는 문제의 기본 패턴의 템플릿을 작성해놓자 
-> BFS, DFS, Tree 순회 등 



Coding Test

https://drive.google.com/open?id=17xVAMp7VrP_n214DHFbHSsSIkn5Cm0od 
Java

https://drive.google.com/open?id=17xVAMp7VrP_n214DHFbHSsSIkn5Cm0od
https://drive.google.com/open?id=17xVAMp7VrP_n214DHFbHSsSIkn5Cm0od


CS

- JVM 
- GC 
- 언어에서 지원하는 기능 (Generic 등)

- 프로세스와 쓰레드 
- 동기 / 비동기 
- 가상메모리 
- 캐시

OS :

JAVA : 

- HTTP, HTTP Method 
- TCP / UDP 
- 3-way-handshaking 
- 패킷의 구조

네트워크 :

- SOLID 
- Singletone 
- Builder 
- Observer

OOP /  
디자인패턴 :

https://github.com/JaeYeopHan/Interview_Question_for_Beginner 
잘 정리되어 있는 링크

https://github.com/JaeYeopHan/Interview_Question_for_Beginner


Android - Homework Test

1~3일정도를 투자하면 해볼만한 간이 프로젝트를 내 줌 
-> 정해진 뷰의 형태에서 API Response로 받아온 데이터를 출력하기 등 

가능한 널리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나 아키텍처로 구현하는 것을 추천 
-> 채택한 구현의 방법과 관련하여 실제 인터뷰의 질문들이 달라짐. 

가능한 코드는 깔끔하게,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담은 Readme.md 작성 추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내에 내가 할 수 있는 구현으로 제출하는 것 



Android - Interview

- 안드로이드 4대 컴포넌트 
- Activity의 생명주기 
- Activity / Fragment끼리의 데이터 공유 및 통신방법 
- 안드로이드의 Context 
- UI Thread / Worker Thread / Handler / Message Queue 
- 비동기 처리를 위한 방법 (AsyncTask, Rxjava 등) 
- 커스텀뷰 개발 관련 지식 (꼭 신경써야하는 처리, onMeasure, onLayout) 
- 안드로이드에서 Image를 다루기위한 방법 
- RecyclerView와 ViewHolder 패턴 
- Intent, IntentFilter와 IntentService 
- ANR, Overdraw 등의 문제와 그것을 디버깅하는 개발자 도구 등

+ 내가 사용해본 환경 /  
라이브러리에 대한 질문



최근 프로젝트 리뷰 / 경험한 이슈

가장 최근의, 가장 큰 사이즈의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아키텍쳐 설명 
-> 패키지 구조, MVP, MVVM 등 아키텍쳐, 한 도메인에 대한 클래스 의존관계 등 설명하기 

그 프로젝트를 가장 최신에 맞게 새로이 설계/리팩토링 한다면 어떻게하는가? 
-> 현재 프로젝트의 한계와 단점을 알고, 가장 최신의 형태로 구성 할 수 있는 방법 대답 
-> 그러한 최신의 형태로 설계한 아키텍쳐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대답 
 
경험한 이슈 중 가장 어려웠던 난이도의 내용과 그 해결방법 
-> 얼마나 깊게 프로젝트를 경험해봤고, 그 해결방법을 알기까지의 시행착오를 보기위함. 
-> 이 질문이 나오면 대답할만한 스토리를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중요. 



가장 중요한 것!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기.



Thank You 

Questions?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