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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groups/techdays

https://www.facebook.com/groups/techdays


개발

함께 삽질 할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

윈도우 & 윈도우폰 개발 모임

기간 분기별로 나누어 진행 (e.g. 1~3월, 3~6월)

개발주제 자유

참석 자격 개발의지와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날짜 격주 목요일

첫 모임(예정) 1월 9일 (목) 저녁 7시

지원내역 모임 장소 지원
다과 및 뒷풀이 지원
(e.g. 필요 시 개발 디바이스 대여,
분기별 최우수 개발자에게 8인치 Tablet 수여)

기대효과 개발 꿀팁 및 앱 개발 이슈 공유
고수의 원포인트 레슨
개발 동기부여

참여방법 페이스북 그룹 가입 & 모임 출석
https://www.facebook.com/groups/techdays/



10년산닷넷커뮤니티

HOONS닷넷
www.hoons.net

C#, ASP.NET, WPF, 
Silverlight
SharePoint, Windows8
등의기술카테고리

분기별 1회정도의정기
세미나진행중

내년상반기
C#, ASP.NET 을포함한
스터디구성계획

http://www.hoons.net/


• ShrePointKorea (온라인 커뮤니티)
– http://cafe.naver.com/spsv3

– 7월에 대규모 컨퍼런스 예정

http://cafe.naver.com/spsv3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docid=JLQ33yxytvSI7M&tbnid=EbLpa_DGHpcXiM:&ved=0CAUQjRw&url=http://www.rjbtech.com/&ei=ImSyUvPAGs3xiAf-iYC4CQ&bvm=bv.58187178,d.aGc&psig=AFQjCNFSwO0W12_bU2dD_ZuYJU53IaTzrg&ust=1387509125441213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docid=JLQ33yxytvSI7M&tbnid=EbLpa_DGHpcXiM:&ved=0CAUQjRw&url=http://www.rjbtech.com/&ei=ImSyUvPAGs3xiAf-iYC4CQ&bvm=bv.58187178,d.aGc&psig=AFQjCNFSwO0W12_bU2dD_ZuYJU53IaTzrg&ust=1387509125441213


• 쉐어포인트 광화문 스터디 (오프라인 모임)
– https://www.facebook.com/#!/groups/687729677911713/

– 미니 세미나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MSKorea 회의실

https://www.facebook.com/#!/groups/687729677911713/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docid=JLQ33yxytvSI7M&tbnid=EbLpa_DGHpcXiM:&ved=0CAUQjRw&url=http://www.rjbtech.com/&ei=ImSyUvPAGs3xiAf-iYC4CQ&bvm=bv.58187178,d.aGc&psig=AFQjCNFSwO0W12_bU2dD_ZuYJU53IaTzrg&ust=1387509125441213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docid=JLQ33yxytvSI7M&tbnid=EbLpa_DGHpcXiM:&ved=0CAUQjRw&url=http://www.rjbtech.com/&ei=ImSyUvPAGs3xiAf-iYC4CQ&bvm=bv.58187178,d.aGc&psig=AFQjCNFSwO0W12_bU2dD_ZuYJU53IaTzrg&ust=1387509125441213




 개설일 : 2001.11.14

 회원수 : 10,500 명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aspdotnet

 카페명 : 닷넷 (.NET) 프로그래머 모임

 카페지기 : 심재운

 운영진 : 장현희(웹지니), kaki104 외 1명

 특징

C#, ASP.NET, WIDNOWS 8 APP 등 MS 의 신규 기술의 영문화 된 번역 및

협업에서 발생한 어려움을 카페 회원들과 함께 해결하는 Q/A 게시판들도

이루어져 있으며, 1년에 최소 2번 정도 정모를 가지고 명맥을 유지하는

커뮤니티 입니다.

닷넷(.NET) 프로그래머모임



WP8 Programming Study

주제 : Windows Phone 8 Programming

기간 : 2014년 1월 4일 ~ 4월 26일

 매주 토요일 오전9시 ~ 오전 12시

장소 : 강남역토즈타워점

참여방법

 성함과 연락처를 메일로 전송

 메일 주소 : kmsnpju@naver.com

교재및 준비물
 Pro Windows Phone App Development 3rd Edition

 C#으로 실습도 진행할 예정이니 노트북 필수

mailto:kmsnpju@naver.com


http://www.dbnuri.com/
http://www.facebook.com/dbnuri
http://www.dbnuri.com/


인사말

Cross Platform 시대의 C#과 적용 사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에반젤리스트 김명신 부장

12월의주제

C#완벽분석, 원샷 올킬!





Google trend



Google trend



17.3%

8.26%

5.26%

www.tiobe.com



22%

15%

www.trendyskills.com



Popularity Rank on Github(by #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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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rady-media.redmonk.com





1995 2000 2005 2010

C# 1.0

C# 1.2

•Generics
•Partial types
•Anonymous methods
•Iterators
•Nullable types
•Private setters (properties)
•Method group conversions (delegates)
•Covariance and Contra-variance
•Static classes

C# 2.0

•Implicitly typed local variables
•Object and collection initializers
•Auto-Implemented properties
•Anonymous types
•Extension methods
•Query expressions
•Lambda expressions
•Expression trees
•Partial Methods

C# 3.0

•Dynamic binding
•Named and optional arguments
•Generic co- and contravariance
•Embedded interop types ("NoPIA")

C# 4.0

•Asynchronous methods
•Caller info attributes

C#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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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000 2005 2010

1.0

1.2 1.3 1.4

6

1.1

•Inner classes
•Anonymous inner class

5

•Generics
•Auto boxing/unboxing
•Enhanced loop
•Static imports
•Annotation/Metadata

7
•Strings in switch
•Automatic resource management in try-statement
•Improved type inference for generic instance creation
•Simplified varargs method declaration
•Binary integer literals
•Allowing underscores in numeric literals
•Catching multiple exception types and rethrowing
exceptions with improved type checking









http://www.csscript.net/index.html



http://mono-project.com

http://xamarin.com안드로이드개발자를 위한 Devices+Services전략 1~3

http://www.youtube.com/watch?v=RoYvI7eqr9w



Notice

2013년 12월 21일(토)
13:10 – 17:30
한국마이크로소프트 11층

C# 완벽분석!
원샷, 올킬!

12월의 주제

 테크데이즈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groups/techdays

 테크데이즈미니 토요세미나 웹페이지
http://aka.ms/techdaysminisat

 테크데이즈미니 앱개발세미나 웹페이지
http://aka.ms/techdaysminiappdev



경품추첨

포켓히터 충전기Microsoft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 시작하세요 C# 프로그래밍!

위키북스 후원 5권



설문지

행사 종료 후 설문지를 작성하여
등록 데스크에 제출해 주세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