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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가

글을

잘�쓰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 방법과 개발 도구는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개발자의 글쓰기는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 않다. 구글이나 네이버 같

은 대기업은 테크니컬 라이팅 팀이 따로 있어서 컨벤션도 잘 지키고 

개발 가이드 같은 문서를 잘 쓰도록 교육도 한다. 하지만 보통 기업 

보통 개발자는 글 한 줄 쓰기가 참 어렵다. 함수 네이밍에서부터 개발 

가이드 문서 작성, SI 제안서 쓰기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다. 

개발자가 글쓰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다. 개발자를 위한 글쓰기 

교육이 없었고, 개발자를 위한 글쓰기 책도 없었기 때문이다.

ICT 기업에 개발자로 입사해도 글쓰기 교육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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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법뿐이다. 개발자를 위한 글쓰기 책이라고 해도 제품 설명

서 쓰기나 이공계 대학생 리포트 쓰기를 다룬 책밖에 없다. 정작 개발

자가 자주 쓰는 네이밍, 컨벤션, 주석, 오류 메시지, 릴리즈 노트, 장

애보고서, 개발 가이드, SI 제안서 같은 것을 쓰는 법은 어디서도 배

울 수가 없다. 그런 것을 다룬 책도 찾을 수가 없다.

요즘 같은 데브옵스 시대에는 개발자가 글을 더 잘 써야 한다. 개

발과 운영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개발자가 다른 개발자나 일반 고객

과 글로 소통하는 일이 잦아졌다. 또 GitHub에서 개발자가 만든 코드

를 공개하고, Open Innovation이란 이름으로 외부 개발자와 협력하

는 일도 많아졌다. 코드 짜는 것만큼 글 쓸 일이 늘어난 것이다.

글 쓸 일은 연차가 높아지면서 더 늘어난다. 개발자는 언젠가 개발

팀장이 되거나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다. 요즘은 회사를 나가서 스타트

업 대표도 된다. 그러면 글 쓸 일이 잦아진다. 팀장이 되면 보고서 쓰

고,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면 제안서 쓰고, 스타트업 대표가 되면 사업

계획서부터 써야 한다.

이 책은 이런 개발자의 글쓰기 능력 전반을 향상하기 위한 책이다. 

코드 안에서 함수와 변수 이름을 짓는 것부터 주석 쓰는 법, 오류 메

시지 쓰는 법을 알려준다. 코드 밖에서는 릴리즈 노트, 장애보고서, 개

발 가이드를 잘 쓰는 법을 알려준다. 외주 개발을 하는 개발자를 위해 

SI 제안서의 기술부문을 설득력 있게 쓰는 법도 더했다.

코딩과 마찬가지로 글쓰기도 과학이고 기술이다. 누구나 체계적으

로 배우기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다. 이 책이 그 배움의 과정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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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줄 것이다.

책으로 부족하다면 강의를 들어보면 좋다. 전국 어디든 출강한다. 

2019.3.1.

김철수

김철수는 스타트업 대표, 저자, 전문 강사다. 인공지능 콘텐츠 큐레

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대표면서, 보통 직장인의 업무 역량

을 높이는 책을 쓰고 강의도 한다.

<저서>

[팀장을 위한 보고서 검토 기술], 새로운제안, 2019.1

[생각경영법], 플랜비디자인, 2018.5

[강의 액티비티 개발 사례 20], 생각경영연구소, 2018.4

[싸이월드는 과연 다음을 넘어섰을까?], 길벗, 2004.10

강의 의뢰, 문의: vitaminq42@gmail.com

mailto:vitaminq4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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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코딩�시간을�줄이는

이름�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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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밍� 컨벤션,�

이유를� 알고� 쓰자

☑ 네이밍�컨벤션

네이밍 규칙을 네이밍 컨벤션(Naming Conventions), 즉 관습이

라 한다. 개발을 처음 배울 때,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다들 그

렇게 하고, 개발 책도 그렇게 쓰여 있어서 따라 하는 것이 관습이다. 

예를 들어 파스칼 표기법과 카멜 표기법이 있다.

파스칼 표기법은 모든 단어에서 첫 번째 문자를 대문자로 쓰는 방

식이다. 주로 클래스 이름에 사용한다. 그 이유는 클래스 이름이 대부

분 명사의 조합이고, 클래스가 가장 높은 위계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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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HelloWorld

{

...

}

카멜 표기법은 최초에 사용된 단어를 제외한 첫 번째 문자만 대문

자로 쓴다. 주로 함수나 변수에 사용한다. 함수는 동작을 해야 하므로 

첫 단어가 주로 동사다. 변수는 형용사나 관형사로 시작하는 때도 많

다. 함수와 변수는 클래스 안에서 작동한다. 그래서 클래스와 구별하

기 위해 첫 단어의 첫 글자를 소문자로 표시한다.

int totalCount = 0;

void sayHello(string name)

{

string fullMessage = "Hello " + name;

...

}

상수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언더스코어(_)로 단어를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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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수는 어디서든 값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해

서, 일종의 강조 표시로 대문자를 쓴다.

enum Color {

    COLOR_RED,

    COLOR_GREEN,

    COLOR_BLUE,

};

CSS(Cascading Style Sheets)에서 사용하는 BEM(Block, 

Element, Modifier) 표기법은 ‘대상—요소__상태’를 의미한다. 대상

의 요소나 부분을 의미할 때는 언더스코어 두 개(__)로 연결한다. 대

상이나 요소의 상태나 속성을 의미할 때는 하이픈 두 개(--)로 연결한

다.

.form {}

.form__button {} 

.form__button--disabled {} 

표기법 자체가 이미 소통을 위한 의미와 의도를 담고 있다. 왜 그

렇게 표기하는지를 이해하고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 남들이 으레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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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니 따라 할 것이 아니다. 관습이 된 이유부터 따져야 올바른 네

이밍이 가능하다.

☑ 개발자는�이름�짓기가�두렵다

그런데, 문제는 표기법보다는 이름 짓기다. 아무리 작은 프로그램

이나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이라 해도 이름을 붙여야 할 것이 가득하다. 

변수 이름에서 시작해서, 함수, 클래스, 파일, 디렉토리, DB칼럼, 심지

어 프로젝트 이름까지 정해야 할 것이 천지다. 그래서 개발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이름 짓기다. 2013년에 Quora 사이트와 Ubuntou 

포럼이 설문하자 개발자 4,522명이 대답했다. 그들의 절반은 이름 짓

기를 가장 힘들어했다.

자기 코드에 주석을 주렁주렁 달고 싶은 개발자는 없다. 모든 개발자

가 자기 코드를 읽는 사람이 주석 없이도 금방 이해하게 만들고 싶다.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름만 보고도 짐작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도 간결하고 명료하며 일관성을 가진 이름을 짓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름을 잘못 지어서 코드가 걸레가 

된다. 자기가 이름을 지어놓고 나중에 가서 그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

지 모를 때도 많다. 코드를 일일이 다시 열어보고 나서야 그때 그 이

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기억한다. 비슷한 이름을 클래스에도 쓰고 

변수에도 쓰면 완전히 망한다. HTML에서 모든 섹션을 DIV 태그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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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놓으면 어디가 메뉴고 어디가 본문이고 어디가 꼬리인지 모른

다. 이름 하나 잘못 지었을 뿐인데 일이 몇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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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짓기가 어렵긴 하지만 잘하기만 하면 코드 짜기도 쉽고 이해

도 쉽다. 다른 사내 개발자나 운영자와 소통도 쉽고, 외부 개발자에게

도 인정받는다. 게다가 요즘 같이 애자일 개발법이 주목받아서 문서 

없는 개발을 시도하는 시대에, 문서 대신에 코드로 소통하려면 좋은 

이름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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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 이름� 짓는

가장� 쉬운� 방법

☑ 한글�문장을�다듬자

일단 이름 짓는 방법부터 보자. 우리가 클래스나 함수 이름을 지을 

때는 한글 문장에서 시작해서 몇 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끝낸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을 하는 웹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

야 한다고 하자.

“사용자가 이름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이 사용

자 이름을 input 태그에서 가져와서 이름 입력 여부와 글자 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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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뒤, 입력이 안 되었으면 스크립트를 중단하고 input 태그를 활

성화하여 사용자가 쓸 수 있게 하고, 글자 수가 한글 두 글자 이하면 

확인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을 함수 이름으로 그대로 옮길 수는 없다. 일단 문장을 간결하

게 만들기 위해 사용자가 할 일은 모두 없애자. 함수는 시스템이 할 

일이지 사용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함수의 주체(주어)도 없애

자. 왜냐하면 함수의 작동 주체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이름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이 사용자 

이름을 input 태그에서 가져와서 입력 여부와 글자 수를 확인한 뒤 

입력이 안 되었으면 스크립트를 중단하고 input 태그를 활성화하여 

사용자가 쓸 수 있게 하고, 글자 수가 한글 두 글자 이하면 확인을 요

청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제 문장을 조각내자. 불필요한 설명도 없애자.

1. 사용자 이름을 input 태그에서 가져온다.

2. 사용자 이름의 입력 여부와 글자 수를 확인한다.

3. 입력이 안 되었으면 스크립트를 중단하고 input 태그를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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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 글자 수가 한글 두 글자 이하면 확인을 요청한다.

논리적으로 합쳐야 하거나 떼야 할 것을 확인해서 다시 정리하자. 

입력 여부는 글자 수로 알 수 있다. 즉 글자 수가 0(=null)이면 입력

이 안 된 것이다.

1. 사용자 이름을 input 태그에서 가져온다.

2. 사용자 이름의 글자 수를 확인한다.

3. 만약 글자 수가 0(=null) 이면 input 태그를 활성화한다.

4. 만약 글자 수가 1 or 2면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이제 함수를 몇 개 쓸지 결정한다. 일단은 1함수 1업무 규칙을 적

용하자. 예문에서 3, 4번의 일은 2번에 속하는 동작이므로 2~4번을 

함수 하나로 묶을 수 있다.

1. (함수1) 사용자 이름을 input 태그에서 가져온다.

2. (함수2) 사용자 이름의 글자 수가 2글자 이하면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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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만약 글자수가 0(=null) 이면 input 태그를 활성화한다.

F 만약 글자수가 1 or 2면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 한글을�영어로�바꾸자

이제 함수 문장을 영어로 바꾸자.

Ÿ (함수1) 사용자 이름을 input 태그에서 가져온다.

⇒ get user’s name from the text input field

Ÿ (함수2) 사용자 이름의 글자 수가 2글자 이하면 다음과 같이 처

리한다.

⇒ do something if user’s name contains under 2 

characters

영문에서 정관사나 불필요한 단어를 빼고 of는 앞뒤 단어를 바꾸

자. 소유격도 없애자. do something은 확인하여 처리하는 check 단

어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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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함수1) get user name from input field 

Ÿ (함수2) check if user name contains under 2 characters

이제 띄어쓰기를 없애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자.

Ÿ (함수1) getUserNameFromInputField() 

Ÿ (함수2) checkIfUserNameContainsUnder2Characters()

함수를 사용할 때 의미상 없어도 되는 단어는 없애자.

Ÿ (함수1) getUserNameFromField() 

Ÿ (함수2) checkUserNameUnder2Characters()

☑ 이름을�짓는�쉬운�절차

이렇게 해서 함수 2개의 이름을 지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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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수가 할 일을 육하원칙을 준수해서 한글로 적는다. 

2. 시스템이 할 일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앤다.

3. 문장을 조각내고 불필요한 설명을 없앤다.

4. 논리적인 문장으로 바꾼다.

5. 1함수 1업무 규칙에 따라 함수를 결정한다.

6. 함수 문장을 영어로 바꾼다.

7. 이해하는 데 크게 관계없는 단어를 없앤다.

8. 필요하다면 짧고 포괄적인 단어로 바꾼다.

9. 띄어쓰기를 없애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

꾼다.

10. 함수를 사용할 때 의미상 없어도 되는 단어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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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이름은

존재의� 이유를� 설명한다

☑ 함수�이름�짓기

이름이 짧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이름은 그 자체가 왜 존재하는

지, 무슨 작업을 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분명

히 밝혀야 한다. 비록 이름이 길다 해도 짧아서 보는 손해보다는 낫

다.

앞에서 만든 ‘getUserNameFromInputField()’이 길어서  

‘getUserName()’으로 바꾸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사용자 이름을 인풋 

필드 말고 데이터베이스나 세션에서 가져올 때는 어떻게 구분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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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음과 같이 주석으로 설명할 것이다.

getUserName() //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인풋 필드에서 가져옴

getUserName() // DB에서 아이디와 일치하는 이름을 가져옴

getUserName() // 세션에서 아이디와 일치하는 이름을 가져옴

하지만 함수명에 get의 대상을 써서 이름을 지으면 주석 자체가 

필요 없다. 

getUserNameFromInputFiled()

getUserNameFromDB()

getUserNameFromSession()

‘checkUserNameUnder2Characters()’도 마찬가지다. 이 함수를 

줄여서 ‘checkUserName()’으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체크하

는지 모른다. 여기서는 글자수만 체크하지만, DB에 같은 이름이 있는

지, 이름에 특수문자가 있는지 체크하는 함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주석으로 기능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checkUserName() // 사용자 이름이 2글자 이하인지 체크

checkUserName() // 사용자 이름 중복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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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UserName() // 사용자 이름에 특수문자 체크

 

중요한 기능을 함수 이름에 넣으면 주석도 필요 없고, 함수의 기능

을 단번에 알 수 있다.

checkUserNameUnder2Characters()

checkUserNameExistsInDB()

checkUserNameSpecialSymbols

다음은 인터넷에서 찾은 실제 함수 이름이다. 이름이 좀 길어도 이

름만으로 무엇을 하는 함수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

fitMapViewAreaToShowAllPOIItems()

getRightSideButtonResourceIdOnCalloutBalloon()

renderPageWithSetupsAndTeardowns()

deletePageAndIncludeAllReferences()

특정한 속성이나 반환 값, 배열 등을 이름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컨대 배열(array)을 복수(-s)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UserName을 복수로 UserNames라고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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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UserNamesUnder2Characters()

checkUserNamesExistsInDB()

checkUserNamesSpecialSymbols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복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

서 배열을 꼭 함수 이름에 표현해야 한다면 차라리 ‘array’나 ‘list of’

를 붙이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checkUserNameArrayUnder2Characters()

checkListOfUserNameExistsInDB()

이것은 팀이나 사내에서 규칙을 정하면 된다. 외부에 공개하는 함

수라면 간단히라도 설명하자.

☑ 변수�이름�짓기

우리가 쉬게 쓰는 변수라고 짧아서는 안 된다. 혼자 개발한다고 해

도 습관이 되므로 처음부터 변수 이름을 잘 짓는 연습을 하자. 예를 

들어 일자를 d로 표현할 때가 많다. 만약 오늘 날짜나 특정일을 표현

하려는 것이면 다음과 같은 변수명이 더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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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today

int thisDay

int finalDay

만약 특정한 날짜로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알려주는 변수라면 다음

과 같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개발자의 의도를 보여주기가 더 좋

다.

int daysSinceCreated

int daysSinceUpdated

약어 문제를 잠깐 짚고 가자. 가능하면 약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 개발

자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코드를 짜다 보면 약어를 쓰는 것이 편하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약어를 쓰는 순간, 

용어정의서에 약어를 추가해야 한다.

용어정의서에 약어 설명을 하나 추가하기만 하면 코드 짤 때 원래 단

어를 일일이 쓰지 않아도 되니 더 편할 수 있다. 게다가 뭔가 모르게 멋

지고 전문가처럼 보이기도 한다. FBI나 CIA 효과 같은 것이다.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래서 서비스 이름이나 패키지 이름, 또는 클래스 이름에 약어를 쓰는 것



개발자의� 글쓰기 27

▲ 목차

도 그리 나쁘지 않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Ÿ AWS S3: Amazon Web Service Simple Storage Service

Ÿ CEK: Clova Extensions Kit

Ÿ CIC: Clova Interface Connect

Ÿ KMT: KakaoMessageTemplate 

좋은 방법은 보편성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회사나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어라면 코드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임시로 사용하는 

변수 temp는 원래 temporary다. 하지만 아무도 임시 변수 이름을 

temporary로 쓰지 않는다. 반복문에 사용하는 변수 i는 정수를 뜻하는 

integer다. 하지만 아무도 integer를 쓰지 않는다. document는 doc으

로, parameter는 param으로, argument는 arg로 쓴다. User 

Interface는 UI라 쓰고, User Experience는 UX라 쓴다.

어떤 이름을 약어로 쓰고 싶다면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비 개발자에

게 물어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우수고객 데이터를 모두 관리하는 매

니저 클래스를 만든다고 하면 다음의 후보로 설문해서 선택하는 것도 괜

찮다.

1. VIPDM

2. VIPDM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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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IPDManager

4. VIPDataManager

5. VeryInportantPersonDataManager

아마 대부분은 4번을 선택할 것이다. 4번이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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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코드의�필요악,

주석�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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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코드에는

주석이� 없다?

☑ 주석의�역할

좋은 코드에는 주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주석이야말로 

코드의 꽃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주석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석의 역할이다. 주석의 역할은 두 가지뿐이다.

1. 코드를 설명한다.

2. 코드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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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의 첫 번째 역할은 이제 코드에 넘겨줄 때가 되었다. 좋은 코

드는 주석이 필요 없다. 특히 이름 짓기만 잘해도 많은 주석을 없앨 

수 있다. 

// 최대 높이를 480으로 지정함

h = 480

변수 h가 최대 높이라면 처음부터 변수 이름을 최대 높이로 지으

면 주석이 필요 없다.

maxHeight = 480

그런데, 왜 최대 높이가 480일까? 코드는 최대 높이를 480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 알려주지, 왜 그런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개발자가 최대 높이를 조절해야 하거나, 하고 싶을 때를 대비해

서 주석으로 480의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 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780x480) 고려

maxHeight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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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 사용자 유형을 분류해서 등급 값을 리턴함

levelUser()

이 함수의 이름은 ‘유형을 분류하여 등급 값을 리턴’하는 내용을 

level로 퉁 쳤다. 그러다 보니 주석으로 level이 하는 기능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주석의 내용으로 함수 이름을 지으면 주석을 

쓸 필요가 없다.

classifyTypeOfUser()

returnUserClass()

사용자는 1등급, 2등급, 3등급 식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분류할 수 

없는 사용자라면 어떻게 처리할까? 예를 들어 사내 메신저에 가상의 

사용자를 만들었는데, 이 사용자는 등급을 부여할 수가 없다. 이런 경

우에 대비해서 주석이 필요하다.

classifyTypeOfUser()

// 사용자에게 정수형 등급 값이 없으면 DB 오류가 생기므로 가상

의 사용자는 null 대신 0등급을 사용키로 팀에서 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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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UserClass()

☑ 주석을�쓸�수� 없는� json

json 예를 하나 들어보자. json5에서부터는 주석을 허용했지만 원

래 json에는 주석을 달 수 없다. json 자체가 함수도 없고, 키(key)와 

밸류(value)로만 이루어져 있으니 키 이름만 잘 정하기만 하면 주석을 

쓸 이유가 없다. json5에 주석을 단 다음 예를 보자. 

{

  "Ok": true, // 요청에 대한 성공/실패 여부를 구분합니다. true: 

요청 성공, false: 요청 실패

  "Value": { // 요청에 관한 결과가 유형별로 Key-Value 배열 형

식으로 표시됩니다.

    "success": [ // 구독자 추가 성공

      {

        "email": "string",

        "name": "string"

      }

    ],

    "update": [ // 이미 존재하는 구독자, 이메일 주소 외의 필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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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함.

      { ... }

    ],

    "failDeny": [ // 수신거부 상태의 구독자, 추가하지 않음.

      { ... }

    ],

    "failWrongEmail": [ // 잘못된 이메일 주소 형식, 추가하지 않

음.

      { ... }

    ],

    "failUnknown": [ // 알 수 없는 오류로 추가하지 않음.

     { ... }

    ]

  }

}

먼저 첫 번째 주석을 보자.

  "Ok": true, // 요청에 대한 성공/실패 여부를 구분합니다. true: 

요청 성공, false: 요청 실패

키가 OK고, 밸류는 true나 false다. 처음부터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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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equestSuccess’로 정하면 ‘요청에 대한 성공’이라는 말이 필요하

지 않다. ‘is’ 접두사 자체가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니 true가 성

공이고 false가 실패란 말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주

석은 키만 바꾸면 없어도 무방하다. 두 번째 주석도 마찬가지다.

 "Value": { // 요청에 대한 결과가 유형별로 Key-Value 배열 형식

으로 표시됩니다.

json 문법을 설명한다. 이 코드를 보는 사람이 json 문법의 기초

도 모르고 읽지는 않을 것이다. 주석이 언어의 문법을 설명할 필요까

지는 없다. 

세 번째 주석부터는 다섯 가지 경우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첫 번

째는 키를 success라 쓰고 주석으로 ‘구독자 추가 성공’이라 썼다. 그

럼 뒤에 잇따라 나오는 update는 실패인가? 

    "success": [ // 구독자 추가 성공

...

    "update": [ // 이미 존재하는 구독자, 이메일 주소 외의 필드를 

업데이트 함.

여기서는 구독자가 없으면 새로 등록하고, 구독자가 있으면 구독자 

정보를 갱신하는 것이므로, success와 update가 아니라, creat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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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 ‘이미 존재하는’이란 말은 ‘기존’이란 

말로 줄이면 좋다. update를 할 때 이메일 주소는 갱신하지 않으니 

except를 쓰면 된다.

    "created": [ 

...

    "updatedExceptEmail ": [ 

뒤에 이어서 나오는 3가지는 모두 구독자로 추가되지 않는 경우다. 

모두 키를 ‘fail’로 시작한다. 그래서 fail을 설명하기 위해 주석에 ‘추

가하지 않음’을 일일이 다 썼다. 

    "failDeny": [ // 수신거부 상태의 구독자, 추가하지 않음.

    "failWrongEmail": [ // 잘못된 이메일 주소 형식, 추가하지 않

음.

    "failUnknown": [ // 알 수 없는 오류로 추가하지 않음.

키를 ‘notCreated’로 시작하면 주석으로 ‘추가하지 않음’을 안 써

도 된다. 거기다가 수신거부나, 잘못된 이메일, 알 수 없는 오류를 모

두 키로 정의하면 주석이 필요 없다. 



개발자의� 글쓰기 37

▲ 목차

    "noCreatedBecauseUnsubscriber": [ 

    "noCreatedBecauseWrongEmail": [ 

    "noCreatedBecauseUnknownErr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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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이�

필요한� 경우

코드가 말하지 못하는 것을 주석이 대신한다는 측면에서 주석은 개

발자의 아이디어, 속마음, 의도를 나타낸다. 이런 것은 단순히 투덜거

리거나 속풀이하거나 장난치는 일이 아니다. 개발자가 나름대로 이런 

말은 해야겠다 싶은 것들이다. 

☑ 개발자가�새롭게�발견한�것

// 놀랍게도 이 방식이 기존보다 결과값을 2배 빠르게 보여준다. 

// 난 단지 순서만 바꿨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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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의�속마음을�표현한�것

// 솔직히 이 코드는 마음에 안 든다. 

// 팀의 컨벤션만 아니라면 클래스명부터 바꿨을 것이다.

☑ 다른�사람에게�보완을�요청하는�것

// 전역변수를 잘못 쓰면서부터 이 클래스는 엉망이 되었다.

// 누가 좀 고쳐서 github에 올려달라.

☑ 할�일이나�주의,� 개선�아이디어를�주는�것

// TODO: 동영상이 아닌 동영상 확장자를 확인하는 기능을 넣을 

것

// XXX: null이 입력되면 무한 루프 가능성 있음

// HACK: 이 스크립트는 받는 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

// 이 버튼은 한 번만 호출하면 됩니다.

☑ 이유를�알려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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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에서 테스트했더니 0.5 이상은 품질 차이가 없었다.

// 로딩 속도는 2배 빨랐다. 

image_quality = 0.5

☑ 예상�질문과�답

// 잘 보면 왜 마지막 대화 ID를 기록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 팀 사이트에서 LastTalkId 변수를 검색해서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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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에도

컨벤션이� 있다

☑ 주석의�컨벤션

네이밍 컨벤션처럼 주석에도 컨벤션이 있다. 코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주석에 ‘할 일’을 표시할 때를 생각해 보자. 어떤 할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할 일은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어서 해

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도 하다. 그런 일을 모두 ‘할 일’이라고 퉁 

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네이밍 컨벤션처럼 주석에도 표기법이 있다. 할 일을 

‘TODO’로 표시할 때 다음과 같이 대소문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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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Ÿ TODO: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다.

Ÿ ToDo: 할 일이다.

Ÿ toDo: 하면 좋은 일이다.

Ÿ todo: 해야 할지 말지 판단하라.

‘FIXME’도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Ÿ FIXME: 버그를 지금 당장 고쳐라.

Ÿ FixMe: 버그를 고쳐라.

Ÿ fixMe: 버그를 고치는 것이 낫다.

Ÿ fixme: 버그지만 고쳐야 할지 말지 다시 판단하라.

‘XXX’도 마찬가지다.

Ÿ XXX: 여기 큰 위험이 있다. 절대 주의하라.

Ÿ Xxx: 여기 위험하다. 주의하라.

Ÿ xxx: 여기가 위험한지 다시 판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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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까지 컨벤션을 정밀하게 맞춰 쓸 만한 회사가 있을까 

싶다. 아주 중요하면 ‘!!!!!!!’ 로 표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핵심

은 표기법이 아니라 컨벤션을 얼마나 쉽게 만들고 다들 지키게 하는 

것이냐다. 컨벤션에 디자인이나 UX 관점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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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주석을� 만드는�

발췌,� 요약,� 종합

☑ 발췌

발췌는 중요한 것을 뽑아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을 뽑으려면 덜 중

요한 것을 빼야 한다. 다음 예를 보자. 과연 주석 4개가 모두 필요할

까?

/**

새 도서 정보 입력

* @param title 도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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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 author 도서 저자

* @param price 도서 가격

* @param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

*/

public void addBook(String title, String autho, int price, int 

isbn)

{

bookDao.insertNewBook(title, author, price, isbn)

}

title이 도서 제목이라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저자나 가격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는 일반적이다. 하지만 isbn은 영어 단어가 아니

라 약어다. 게다가 제목, 저자, 가격과 달리 일정한 자리 숫자로 정해

져 있다. 개발자가 볼 때 isbn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빼고, 꼭 있

어야 할 것만 발췌하자.

/**

새 도서 정보 입력

* @param isbn 국제표준도서번호(숫자 13자리 고정)

*/

public void addBook(String title, String autho, int price,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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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bookDao.insertNewBook(title, author, price, isbn)

}

예를 하나 더 보자. 다음은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라는 가이드다. 모든 줄에 주석을 달았다. 

dependencies {

    // 카카오 로그인 sdk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

    compile group: 'com.kakao.sdk', name: 'usermgmt', vers

ion: project.KAKAO_SDK_VERSION

    // 카카오링크 sdk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

    compile group: 'com.kakao.sdk', name: 'kakaolink', vers

ion: project.KAKAO_SDK_VERSION

    // 카카오톡 sdk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

    compile group: 'com.kakao.sdk', name: 'kakaotalk', vers

ion: project.KAKAO_SDK_VERSION

    // 카카오내비 sdk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

    compile group: 'com.kakao.sdk', name: 'kakaonavi',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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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n: project.KAKAO_SDK_VERSION

    // 카카오스토리 sdk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

    compile group: 'com.kakao.sdk', name: 'kakaostory', ver

sion: project.KAKAO_SDK_VERSION

    // push sdk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

    compile group: 'com.kakao.sdk', name: 'push', version: 

project.KAKAO_SDK_VERSION

}

가이드 문서 특성 때문에 이렇게 줄마다 같은 내용의 주석을 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카카오링크, 카카오톡, 카카오내비, 카

카오스토리 같은 것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름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다. 처음부터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보는 것이니 말이

다.

하지만 usermgmt와 push는 서비스 이름이 아니니 설명이 필요하

다. 이 두 개만 발췌하고 나머지는 요약하자.

dependencies {

    // 카카오 로그인 SDK 사용.

    compile group: 'com.kakao.sdk', name: 'usermgmt', 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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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project.KAKAO_SDK_VERSION

    // push SDK 사용.

    compile group: 'com.kakao.sdk', name: 'push', version: 

project.KAKAO_SDK_VERSION

    // 그 외는 서비스 이름 사용.

    compile group: 'com.kakao.sdk', name: 'kakaolink', vers

ion: project.KAKAO_SDK_VERSION

    compile group: 'com.kakao.sdk', name: 'kakaotalk', vers

ion: project.KAKAO_SDK_VERSION

    compile group: 'com.kakao.sdk', name: 'kakaonavi', ver

sion: project.KAKAO_SDK_VERSION

    compile group: 'com.kakao.sdk', name: 'kakaostory', ver

sion: project.KAKAO_SDK_VERSION

}

 

☑ 요약

요약은 요점을 잡아 간추린 것이다. 토씨를 바꾸지 않고 짧게 줄이

기만 하면 되다. 종합은 조금 다르다. 종합은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

서 상위의 개념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 10개, 배 5개, 귤 

5개, 감 10개가 있다고 하자. 요약은 이렇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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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사과 10개 등

Ÿ 사과 등 30개

종합은 사과, 배, 귤, 감의 상위 범주, 즉 과일이라는 개념을 가져

와서 한데 모은다.

Ÿ 과일 30개

주석과 코드도 마찬가지로 요약과 종합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예

를 보자.

// 사용자가 레벨업하려면 로그인을 10회 이상하고 게시물을 5개 이

상 작성해야 한다.

if(user.getLoginCount() > = 10 && user.getownArticleCount() 

>= 5)

{

int level = user.getlevel();

user.setLevel(level++);

} 

예문의 주석은 함수의 조건문을 그대로 설명한다. 그런데 잘 보면 

승급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승급조건과 승급이라는 상위 개

념을 사용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불필요한 주석이 업어도 된다.



개발자의� 글쓰기 50

▲ 목차

// 승급 조건이 되면 승급한다.

if(user.enoughToLevelUp())

{

user.levelUp();

} 



개발자의� 글쓰기 51

▲ 목차

⚠
주석의� 악순환을

� 끊자

☑ 주석의�반복

하나만 따지고 가자. 같은 주석의 반복이다. 코드 리뷰를 하는데 

같은 클래스나 함수에 매번 같은 내용의 주석이 반복해서 쓰여 있으면 

짜증이 날 법하다. 개발자도 복사해서 붙여넣었을 테니 얼마나 귀찮았

을까? 아니면, 주석을 지우는 일이 귀찮아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만약 코드를 처음부터 리뷰하지 않고, 필요할 때 특정 함수

를 검색해서 보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NAVER 같은 포털 

사이트의 개발자센터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개발 가이드 문서를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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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보지 않는다. 검색창에서 클래스나 기능을 검색해서 바로 예제를 

보고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 예제에 주석이 없으면 이해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반대로 생각해 보자. 특정 서비스 개발 가이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간다고 하자. 그러면 중간마다 설명과 코드와 예제가 반복

해서 나온다. 그때마다 같은 내용의 주석도 반복된다. 위에서 이미 이

해한 주석이 계속 나오니 괜히 신경 쓰인다.

실제 예를 보자. 다음은 카카오플랫폼의 다양한 컨텐츠를 공유하는 

카카오링크 서비스의 자바스크립트 개발 가이드 중에서 카카오링크 버

튼을 생성하는 스크립트다. 알다시피 Kakao.init(‘YOUR APP KEY’)

는 카카오 API를 사용하려면 어떤 페이지에서든 반드시 호출해야 하

는 함수다. 그다음에는 필요한 클래스나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 카카오링크 버튼 생성하기

// 사용할 앱의 JavaScript 키를 설정해 주세요. 

Kakao.init('YOUR APP KEY'); 

// 카카오링크 버튼을 생성합니다. 처음 한 번만 호출하면 됩니다.

Kakao.Link.createDefaultButton({

...

}); 



개발자의� 글쓰기 53

▲ 목차

</script>

  

문제는 위의 카카오링크 버튼 생성 다음에 카카오링크 전송하기 기

능을 설명하는데, 거기서도 Kakao.init('YOUR APP KEY')가 사용된

다는 것이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 카카오링크 전송하기

// // 사용할 앱의 JavaScript 키를 설정해 주세요. 

Kakao.init('YOUR APP KEY'); 

// // 카카오링크를 전송합니다.

function sendLink() {

...
}; 

</script>

독자가 카카오링크 버튼 생성하기부터 죽 읽어서 카카오링크 전송

하기까지 왔다면 Kakao.init('YOUR APP KEY')의 주석이 같은 내용

으로 반복돼서 불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다.

독자가 카카오링크 버튼 생성하기를 보지 않고 카카오링크 전송하

기부터 먼저 봤다면 Kakao.init('YOUR APP KEY')의 주석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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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이다. 이때는 주석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 

결정은 개발자 몫이지만 추천은 중요도다. 같은 내용의 주석을 반

복할지는 중요도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Kakao.init('YOUR APP 

KEY')는 카카오링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꼭 있어야 한다. 게다가 

독자가 카카오 개발자센터에서 받은 어플리케이션 키를 직접 입력해야 

한다. 개발자와 독자 모두에게 중요하므로 반복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 

☑ 주석은�코드가�아니다

하지만 주석은 코드가 아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코드 수정

은 해도 주석 수정은 안할 때가 많다. 항상 바쁜 개발자가 주석까지 

신경 쓰지 못해서다. 게다가 열심히 주석을 수정해도 코드 한 줄 수정

하는 것만 못한 프로젝트가 많다. 그래서 코드를 자주 변경할수록 주

석은 점점 따로 논다.

이런 일은 워낙 많이 일어나서 이제는 주석을 믿지 않는 풍토도 

있다. 그래서 유명한 개발자 사이트에서 주석이 틀려도 그냥 둔다. 아

무도 주석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개발자도 뭐가 틀렸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함수에 같은 주석을 달아서 개발자센터에 올라와

도 딱히 이상하지 않다. 흔한 오·탈자처럼 생각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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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악순환일지도 모른다. 개발자가 주석을 써도 독자가 읽지 

않아서 개발자가 주석을 대충 쓰고 독자는 아예 신경 끊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독자가 주석을 꼼꼼히 안 읽으니 개발자가 주석을 대충 

쓰고 독자가 주석 읽기를 포기하고….

이제 초등학생도 코딩을 배우는 시대다. 코드가 코드를 짜는 시대

도 멀지 않았다. 가까운 미래에 개발자에게 주석 다는 일만 남을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주석에 신경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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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용자와�소통하는

알림창�메시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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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메시지로� 본

개발자� 유형

☑ 오류�메시지의�정체성

사용자가 보는 화면은 UI/UX 디자이너가 만든 것이다. 사용자가 

읽는 메뉴 이름이나 컨텐츠는 기획자가 만든 것이다. 사용자는 디자이

너와 기획자가 산출물을 보지만 개발자의 산출물은 찾을 수 없다. 물

론 소스 보기에서 개발자의 코드와 주석을 볼 수 있지만, 이때는 사용

자라기보다는 사용자로 분장한 개발자다.

그런데, 사용자가 개발자의 산출물을 적나라하게 볼 때가 있다. 바

로 오류 메시지다. 오류 메시지는 기획자든 디자이너든 회사의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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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오류 메시지 자체가 없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하므로 오류 메시지를 검토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개

발자 중에서 오류 메시지를 편한 대로 쓰곤 한다. 이런 점에서 오류 

메시지를 쓰는 개발자 유형을 알아보자.

☑ 묻지마�형

묻지마 형은 예외(Exception)를 케이스 별로 나눠서 간단히 설명

하고, 나머지는 그냥 unknown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케이스 대부분

은 unknown 오류다.

알 수 없는 오류 발생!

☑ 잘못�전가�형

잘못 전가 형은 오류의 원인을 사용자에게 돌린다. 하지만 사용자

가 왜 그런 잘못을 했는지, 그런 잘못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아이디를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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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추적�형

버그 추적 형은 오류 메시지를 버그를 발견하기 위한 미끼로 본다. 

사용자가 미끼를 잘 물어서 버그를 해결하는 일에 몰두한다.

네트워크 오류 발생(Code: 501)

☑ 오락가락�형

오락가락 형은 개발자 스스로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오류 메시지

에 적는다. 다음 내용을 잘 보자. [예]를 클릭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까? 편집한 내용을 다 취소하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까? 아니면 

이 페이지를 떠나는 것을 취소하는 걸까?

지금 이 페이지를 떠나면 편집한 내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하

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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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메시지

쓰는� 법

☑ 오류�메시지의�목적

많은 개발자가 오류 메시지의 목적을 잘못 안다. 오류 메시지의 목

적을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오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다. 오류 메시지의 진짜 목적은 오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가 오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오류 메시지에

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Ÿ 오류 내용: 오류로 인한 문제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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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오류의 원인: 오류를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

Ÿ 오류 해결방법: 오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Ÿ 추가 정보: 오류나 오류 해결방법과 관련한 추가 정보나 링크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사용자가 필수 입력 항목을 채우지 않

고 가입 버튼을 눌렀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오류 메시지를 작

성할 수 있다.

Ÿ [오류 내용] 회원가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Ÿ [오류 원인] 회원가입에 필요한 필수 항목을 입력하지 않았습니

다.

Ÿ [오류 해결방법] 붉은색 별표가 있는 항목을 모두 입력한 뒤 가

입 버튼을 누르십시오.

Ÿ [추가 정보] 필수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이유는 [약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오류�메시지를�잘� 쓰는�법



개발자의� 글쓰기 62

▲ 목차

하지만 오류 메시지를 이렇게 길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다. 만약 

오류 원인이 길지 않다면 오류 원인과 오류 내용을 동시에 보여주고, 

바로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추가 정보는 짧게 덧붙인다. 다음과 같이 

보여줄 수 있다.

필수 항목을 입력하지 않아서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붉은색 별

표가 있는 항목을 모두 입력한 뒤 가입 버튼을 누르십시오.

- 필수 항목을 입력 이유는 [약관]에서 확인 가능

여기서 더 나아가, 보통 ‘확인’이나 ‘OK’를 사용하는 알림창 버튼

의 문구도 바꾸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행동을 유도하는 쪽으로 하자. 

예를 들면 ‘필수 항목 입력하기’로 바꾸면 오류 메시지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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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횟수에� 따라

메시지를� 달리� 쓰자

☑ 오류�횟수�고려하기

사용자가 오류 메시지를 잘 이해해서 오류 없이 행동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같은 오류를 여러 번 반복할 때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잘못 쓰는 경우다. 이때

는 보안 문제도 있으므로 오류 횟수에 따라 오류 메시지를 달리 설계

해야 한다. 

다음은 유명 포털 사이트의 로그인 실패 시 나타나는 첫 번째 오

류 메시지다. 이 메시지는 네 번째 오류까지도 똑같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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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섯 번째 로그인 시도도 실패하면 오류 메시지가 바뀌면

서 갑자기 자동입력 방지문자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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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을 잘 따져보자. 비밀번호를 다섯 번 연속 잘못 입력하면 

사용자의 지위가 갑자기 회원에게 해커로 순식간에 변한다. 사용자가 

미처 손쓸 틈 없이 한순간에 벌어진다. 사용자는 갑작스러운 오류 메

시지 변화에 당황한다.

☑ 사용자를�움직이는�오류�메시지

개발자는 사용자가 기억을 잘 떠올려서 최소한의 시도로 로그인하

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오류 메시지가 똑

같다 보니 사용자는 기억을 떠올리기보다는 일단 생각나는 대로 비밀

번호를 입력해 본다. 분명히 오류 메시지에 “앗, 로그인이 안 되나요?” 

링크가 있어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칸이 있지만 사용자는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시도한다.

만약 사용자의 로그인 시도를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사용자 로그인에 드는 시스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놀랍게도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사용자에게 앞으로 남은 로그인 횟수와 그 횟수를 보

여주는 이유를 알려주는 메시지만 있으면 된다.

간편 로그인 횟수가 3회 남았습니다. 3회 연속으로 잘못 입력하면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해야 해서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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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도는 금융 사이트에서 이미 시도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다

섯 번 잘못 입력하면 온라인뱅킹을 못 하게 막고 은행 창구에 가서 

확인받아야만 온라인뱅킹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때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할 때마다 남은 횟수를 알려준다. 그래서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떠

올리는 시간을 벌어줌과 동시에 보안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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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 메시지� 대신

예방� 메시지를� 쓰자

☑ 오류�메시지가�오류?

“오류 메시지 잘 쓰는 법을 배울 시간에 오류나 잡아라.”

오류 메시지를 잘 쓰는 법을 말하기 전에 이 문제부터 짚고 가자. 

모든 개발자는 오류를 없애고 싶다. 하지만 오류 없는 프로그램은 없

다. 어떤 개발자도 오류를 완전히 없앨 수 없고, 어떤 사용자도 오류 

없이 키를 입력할 수 없다. 오류는 사용자 여정이나 사용자 경험에서 

필수적인 요소다. 오류는 개발자와 사용자의 삶의 한 축인 셈이다.

하지만 오류를 방지하려는 시도는 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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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오류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조그만 실수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호텔을 예약하는 앱에서 예약 날짜를 달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자. 이때 달력의 보기 형식을 월 단위로 보여주

곤 한다. 그런데 예약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오늘 이후만 가능하다. 

만약 오늘 이전 날짜를 선택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한다. 과거를 

예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때 오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출력할 

것이다.

지난 날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시 선택하십시오.

☑ 오류가�나기�전에�오류를�없애자

여기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자. 처음부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 지난 날짜를 사용자가 선택하지 못하게 하면 이런 오류

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체크인 날짜를 선택한 뒤에 체크아웃 날짜를 선택할 때

도 체크인 날짜 이후부터만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더는 지난 

날짜를 선택해서 생기는 오류를 막을 수 있고, 오류 메시지를 고민하

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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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예로 신용카드 번호 입력이 있다. 신용카드 번호는 4자리 

숫자가 네 번 반복한다.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웹페이지에는 인풋 

필드가 4개 있어서, 각 필드에는 숫자 4자리만 입력할 수 있다. 이렇

게 함으로써 16자리나 되는 숫자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줄인다.

최근 나오는 스마트폰은 오류 메시지 대신 예방 메시지를 사용한

다. 원래 어떤 앱이 CPU나 메모리, 또는 배터리를 과다하게 사용해서 

문제가 생기면 앱 실행에 오류가 생긴다. 그때 오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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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앱이 메모리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강제 종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사용자에게 미리 

메시지를 보내서 해결토록 유도한다.

OOO앱이 메모리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다른 앱의 실행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OOO앱의 메모리를 초기화하시겠습니까?

오류를 막는 일은 개발자의 숙명이지만, 어쩔 수 없다면 예방 메시

지를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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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창에는�

개발자의� 철학이� 담겨� 있다

☑ 닭이�먼저?� 알이�먼저?

ERP에서 사용자가 결재를 상신하려고 내용을 적고 결재 요청 버튼을 

누르면 보통 “결제를 요청하시겠습니까?”하고 알림창이 뜬다. 실수로 결

재 요청을 하거나, 결재 요청을 하기 전에 결재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

차다. 이런 의도와 같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 사용자가 결재 요청 버튼을 

누르면 결재 요청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 결재 취소 버튼이 있다. 

이 두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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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확인 방식: 결재 요청 → 알림창으로 재확인 → 결재 요청 처리

2. 취소 방식: 결재 요청 → 결재 요청 처리 → 취소 기능 제시

이 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

개발자 입장에서 보자. 재확인 방식이든 취소 방식이든 사용자는 

언제든 결재 요청 버튼을 잘못 누를 수 있다. 중요한 결재 행위니 어

떤 식으로든 사용자에게 확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알림창은 무척 

편리하다. 단지 자바스크립트에서 confirm() 명령어 하나면 충분하다. 

하지만 결재 요청을 취소하는 일은 DB에서 해당 내용을 모두 지워야 

하니 번거롭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초기에는 취소 기능을 만드는 대신 재확인 

알림창을 사용했다. 그런데 점점 취소 기능을 요구하는 사용자가 늘어

나서 어느 틈엔가 취소 기능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떤 ERP는 

결재를 요청할 때 재확인도 하고, 그다음 화면에서 취소도 가능하다.

 이번엔 사용자 입장에서 보자. 재확인 방식에서는 사용자가 결재 

요청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조건 재확인 알림을 받는다. 알림은 곧 경

고다. 사용자가 의사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음

을 강조한 것이다.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반하는 행동이다. 

만약 사용자가 실수로 결재 요청 버튼을 누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면 다른 방식을 써야 한다. 결재 요청 버튼의 위치나 크기를 다시 

설정해야 옳다. 또, 그렇게 실수를 했더라도 다음 화면에서 취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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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어 사용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자는 사용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며 ERP를 사용

하도록 만들 수 있다.

☑ 개발자의�선택

개발자가 사용자를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는 순간 모든 사용자의 

행동에 알림창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시스템도 불완전해진다. 사용자

의 행동 하나하나가 불완전하므로 사용자의 모든 행동을 검증해야 한

다. 이것은 마치 사용자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

다.

사용성 관점에서 알림창은 사용자가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을 미리 

제거해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복구하기 어려운 행위를 

사용자가 하려고 할 때는 그 행위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컴퓨터를 초

기화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알림창으로 재확인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ERP에서 결재를 요청하는 행위는 정상적이고 한 달에도 몇 번

씩 반복하는 일이다. 이런 자연스러운 프로세스를 개발자가 알림창으

로 가로막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도전이다.

재확인 방식을 쓸지 취소 방식을 쓸지, 또는 둘 다 쓸지는 개발자

에게 달렸다. 어떤 경우든 개발자가 서비스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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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에 대한 철학인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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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객�관점의�

릴리즈�노트�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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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쓰고

제목을� 붙이자

☑ 앱�릴리즈�노트

요즘은 앱 없는 서비스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앱을 만들어서 구

글플레이나 아이튠스에 올리고 나면 업데이트할 때마다 릴리즈 노트

(변경사항)를 꼭 적어야 한다. 릴리즈 노트를 제대로 안 적으면 사용자

가 댓글로 욕한다. ‘버그 수정’이라고 달랑 네 글자만 써 놓으면 이런 

댓글이 달린다.

“버그 수정? 언제까지 벌레만 잡으실 건가요?”

“이 앱 개발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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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몰래 악성 코드 넣는 거 아니죠?”

유명하고 인기 있는 앱에야 이런 댓글도 달리고 저런 댓글도 달리

니 개의치 않아도 되지만, 평점은 무시할 수 없다. 업데이트했더니 사

용자가 더 불편해하거나, 자꾸 업데이트한다고 욕하면서 평점 테러라

도 하면, 개발자가 일하기 참 어렵다.

개발자가 앱 개발해서 등록하고 업데이트하고 운영도 하는 데브옵

스 시대지만 월급은 그대로다. 그러면서 릴리즈 노트를 더 잘 쓰라고 

한다. 고객 관점에서 깔끔하고 간결하면서 수준 높게 쓰라고 한다. 시

대가 그러니 개발자도 어쩔 수 없다. 릴리즈 노트를 누가 대신 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이번 장에서 릴리즈 노트의 수준을 높이는 법을 

배워 보자.

릴리즈 노트를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변경 사항을 다 

쓴다. 그 다음에는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요약한다. 그 위에 제목을 

쓴다. 

☑ 요약의�힘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요약하는 것은 글자 수만 줄여서는 안 된다. 

제대로 요약하려면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줄거리로 정

리한다.



개발자의� 글쓰기 78

▲ 목차

옛날에 착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다.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가 네 도끼냐 물었다. 나무꾼은 아니라고 대

답했다. 산신령은 은도끼가 네 도끼냐 물었다. 나무꾼은 아니라고 대

답했다. 산신령이 나무꾼의 쇠도끼가 네 도끼냐 물었다. 나무꾼은 그

렇다고 대답했다. 산신령은 나무꾼의 정직함과 효성에 탄복하여 나무

꾼에 세 도끼를 모두 상으로 주었다. 가난한 나무꾼은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

릴리즈 노트는 이런식으로 줄거리 요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릴리

즈 노트는 핵심을 뽑아서 적절한 단어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

야 많은 내용을 짧게 말하면서도 전체 맥락을 표현할 수 있다. 금도끼 

은도끼를 릴리즈 노트 식으로 줄이면 다음과 같다.

Ÿ 나무꾼, 연못에 도끼 유실

Ÿ 산신령, 금·은·쇠도끼 제시

Ÿ 나무꾼, 쇠도끼만 인정

Ÿ 산신령, 금·은도끼 포상

유실(遺失)이란 말은 돈이나 물건을 잘 지키지 못해서 떨어뜨려 잃

어버린 것이다. ‘열심히 도끼질하던 나무꾼은 그만 실수로 낡은 도끼

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다’라는 말은 ‘유실’이란 단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참고로 분실(紛失)은 누가 훔쳐가거나 해서 잃어버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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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실이 아니라 유실이라 해야 정확한 요약이다.

필자가 강의하다가 요약법을 설명할 때 이 사례를 든다. 그런데 한

번은 개발자 대상으로 강의하는데, DB만 20년 다룬다던 한 DBA가 

갑자기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강사님, 그렇게 요약하시면 안 됩니다. 나무꾼과 산신령이 각각 

두 번씩 반복하고, 도끼는 네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런 건 범례로 처

리해야 합니다.”

그러더니 다음과 같이 적어서 필자에게 보여줬다. 무척 재미있는 

요약이다. 

W = 나무꾼, G = 산신령, x = 도끼

Ÿ W, 연못에 x 유실

Ÿ G, 금·은·쇠x 제시

Ÿ W, 쇠x만 인정

Ÿ G, 금·은x 포상

☑ 요약에�제목�붙이기

요약을 했으면 이제 제목을 쓰자. 원래 이 이야기의 제목은 ‘금도

끼 은도끼’다. 하지만 릴리즈 노트의 제목은 객체와 결과가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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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객체는 나무꾼이다. 결과는 포상이다. 포상의 주체는 산신령이다. 

그래서 제목과 다음과 같다.

산신령이 나무꾼을 포상하다

이제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의 제목과, 요약한 내용을 합치면 릴리

즈 노트가 된다. 

<산신령이 나무꾼을 포상하다>

Ÿ 나무꾼, 연못에 도끼 유실

Ÿ 산신령, 금·은·쇠도끼 제시

Ÿ 나무꾼, 쇠도끼만 인정

Ÿ 산신령, 금·은도끼 포상

이제 릴리즈 노트 사례를 보자. 다음은 전 국민이 다 쓰는 앱의 릴

리즈 노트다. 

- 몇 가지 사용성 개선

정말 이것이 전부다. 더 내용이 없다. 사용성 개선을 뭘 어떻게 했는

지, 어떤 안정성이 강화되었는지 알 수 없다. 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다.



개발자의� 글쓰기 81

▲ 목차

이번에는 제목은 없고 내용만 있는 예를 보자.

- 확인/취소 버튼 및 서로이웃 맺기 UI 개선하였습니다. 

- 태그를 달 때 자동 추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댓글에서 애니메이션 스티커 때문에 화면이 멈추는 문제를 해결하

였습니다.

- 용량이 큰 사진을 등록할 때 휴대폰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했습니

다.

내용만 있다. 하나씩 다 읽어야 무엇인지 안다. 제목이 없으면 이렇게 

구구절절하다. 

☑ 제목과�내용�합치기

릴리즈 노트는 제목과 내용의 합이다. 위 두 사례를 합쳐서 다시 써 

보자.

<사용성 개선>

- 확인/취소 버튼 및 서로이웃 맺기 UI 개선하였습니다. 

- 태그를 달 때 자동 추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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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강화>

- 댓글에서 애니메이션 스티커 때문에 화면이 멈추는 문제를 해결하

였습니다.

- 용량이 큰 사진을 등록할 때 휴대폰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했습니

다.

변경 사항 수가 많지 않다면 다음과 같이 합쳐도 좋다. 

<사용성 개선 및 안정성 강화>

- 확인/취소 버튼 및 서로이웃 맺기 UI 개선하였습니다. 

- 태그를 달 때 자동 추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댓글에서 애니메이션 스티커 때문에 화면이 멈추는 문제를 해결하

였습니다.

- 용량이 큰 사진을 등록할 때 휴대폰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했습니

다.



개발자의� 글쓰기 83

▲ 목차

⚠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쓰자

☑ 고객�관점의�릴리즈�노트

릴리즈 노트는 개발자가 변경한 내용을 적은 것이다. 하지만 고객 입

장에서 볼 때는 뭔가 새로운 것, 뭔가 바뀐 것,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것

을 알고 싶다. 릴리즈 노트를 사내 개발자끼리만 본다면 변경 사항을 담

백하게 적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모든 고객이 다 보는 구글플레이 같은 

곳에 공개할 때는 고객 관점에서 써야 한다.

고객 관점에서 쓴다는 것은 변경 사항이 고객에게 끼치는 영향을 기술

한다는 의미다. 다음 예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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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서 애니메이션 스티커 때문에 화면이 멈추는 문제를 해결하였

습니다.

이것은 개발자가 문제를 해결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이것을 고객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선 고객의 불편이 뭔지 알아야 한다. 댓글에서 애

니메이션 스티거 때문에 화면이 멈추는 것이 고객의 불편이 아니다. 

고객의 불편은 화면이 멈춰서 애니메이션 스티커를 포함한 댓글을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발자의 문제는 화면이 멈춘 것이고, 고객의 

문제는 애니메이션 스티커를 댓글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개발자가 화면이 멈추는 문제를 해결하면 고객은 애니메이션 스티커를 

댓글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릴리즈 노트에 써야 한다.

댓글에서 애니메이션 스티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화면이 멈추는 문제를 많이 제기하였다면, 윗글에 부

가 설명을 추가하면 좋다.

댓글에서 애니메이션 스티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화면 

멈춤 문제 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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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행동에서�시작하자

다음 예도 보자.

확인/취소 버튼 및 서로이웃 맺기 UI 개선하였습니다. 

확인/취소 버튼과 서로이웃 맺기 UI를 어떻게 개선했는지는 모르

겠지만, 이런 개선으로 고객이 어떻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는 얘기

해야 한다.

- 확인/취소 버튼이 커져서 찾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 게시물을 읽으면 이웃 맺기창이 나타나서 바로 이웃을 맺을 수 있

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보자.

용량이 큰 사진을 등록할 때 휴대폰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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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이 큰 사진도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사례를 하나 추천한다. 다음은 클래시 오브 클랜 제

작사가 만든 멀티플레이 전투 게임 앱 브롤스타즈의 구글플레이 릴리

즈 노트다. 변경사항만 읽어도 앱을 내려받고 싶다.

신규 브롤러, 레온 등장!

- 잽싸고 은신에 능숙한 레온은 근거리에서 치명적입니다

- 레온은 특수 공격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은신할 수 있습니다

풀 3D 배경

- 아름답고 역동적인 배경에서 전투를 즐기세요!

- 게임플레이와 컨트롤 반응 속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메인 메뉴 개선 및 기타 개선 사항과 더불어, 모티스의 모자가 돌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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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쓰자

☑ 릴리즈�노트에�들어가야�할� 내용

앱 릴리즈 노트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릴리즈 노트를 

쓰기가 어렵지 않고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B2B 소프트웨어 기업이 거

래 회사에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릴리즈 노트는 형식도 갖춰야 하고 내용

도 정확하고 충실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은 포함해야 한다.

Ÿ 문서 정보: 제품명, 릴리즈 이름, 릴리즈 버전, 릴리즈 날짜 등

Ÿ 개요: 릴리즈 노트의 주요 내용을 종합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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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새로운 기능: 이번 릴리즈에 새롭게 추가한 기능

Ÿ 개선 사항: 기존 기능을 향상하거나 안정성 등을 강화한 내용

Ÿ 버그 수정: 버그 내용과 수정 사항

Ÿ 영향과 주의사항: 릴리즈로 인한 영향과 개발자의 주의사항

Ÿ 연락처: 문의나 의견 접수를 위한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정보

Ÿ 면책: 변경 사항이나 릴리즈 문서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

의 한계에 관한 내용  

이런 릴리즈 노트는 앱 릴리즈 노트와 달리 글자수 제한도 없어서 

몇 십 쪽이나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가 

되기도 한다. 특히, 면책은 개발자가 직접 쓰지 않지만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글로벌 기업의 릴리즈 노트 첫 페이지에 적힌 면책 

내용이다.

 릴리즈 노트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증은 오직 제품 및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명시적 

보증서만을 근거로 합니다. 이 릴리즈 노트의 어떤 내용도 추가 보증

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이 문서에 포함된 기술적 오류나 

편집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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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의�면책

개발자가 쓰는 글도 면책이 필요하다. 글을 쓰면서 서술어 하나 잘

못 쓰면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다. 다음 예를 보자.

일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보다 새로 설치를 권장합니다. 제삼자 리포지

터리에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시스템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합니다. 

이전 설치로부터의 제삼자 패키지는 업그레이드된 Fedora시스템에서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실행하기로 결정하신 

경우,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하기 전 시스템 전체를 백업합니다. 특히, 사용자 설정 패

키지가 설치된 경우, /etc, /home,/opt and /usr/local을 저장합

니다.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다른 파티션에 이전 설치의 "복제본"을 

있는 다중 부팅 접근 방식을 사용하시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GRUB 부트 플로피와 같은 다른 부팅 미디어를 생성합니다.

이 릴리즈 문서는 업그레이드 대신 새로 설치를 권장한다. 하지만 

거래 회사 개발자가 시스템을 새로 설치를 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를 원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이렇게 함으

로써 개발자가 면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릴리즈 노트를 통해 거래 회사 개발자에게 어떤 행동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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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때는 필수, 권장, 선택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어떤 표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자체로 구분한다.

☑ 필수

개발자가, 독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필수로 명시하면, 독자가 

그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표현하여야 한다.

Ÿ “~해야 한다.”

Ÿ “~하지 않으면 안 된다.”

Ÿ “~하면 안 된다.”

Ÿ “~해서는 안 된다.”

☑ 권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때, 개발자가 우선순위를 

정해 줄 때 쓴다. 개발자가 권장하지 않은 방법을 써서 생기는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좋다.

Ÿ “~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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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하는 것이 좋다.”

Ÿ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 선택

개발자가 독자에게 여러 옵션을 자유롭게 줄 수 있을 때 쓴다. 문

제가 되지 않을 내용이거나 새로운 기능의 사용을 독촉할 때 쓴다.

Ÿ “~할 수도 있다.”

Ÿ “~해도 된다.”

Ÿ “~하는 방법이 있다.”

개발자는 필수, 권장, 선택 외에도 독자가 릴리즈 노트에 적힌 대

로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야 한다. 이번에 릴리즈한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면 기대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이때 그 예외 사항을 명시해야만 면책이 될 수 있다. 다

음 예를 보자.

이번 비디오 전송 향상은 기존 전송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5

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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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상 데스크탑 환경의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비디오 전송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팅에서 비디오를 전송할 때 프레임 속도가 매우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디오 전송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자에게 면책은 개발의 한계이자 도전 대상이다. 면책을 면책으

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다음 릴리즈 노트에는 해결 대상으로 적을 수 

있게 해보자. 위 릴리즈 노트의 면책 내용을 해결하여 다음 릴리즈 노

트에 적으면 다음과 같다.

지난 번 릴리즈 노트에서 가상 데스크탑 환경의 구조적 제한으로 인

해 비디오 전송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한 미팅에서 비디오를 전송할 때 프레임 속도가 매우 낮음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이제 비디오 전송시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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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 보고서처럼�

쓰자

☑ 릴리즈�노트의�목적

릴리즈 노트는 일종의 문제해결 보고서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

나 버그를 잡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은 모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릴리즈 노트를 적는다는 것은 결국 문제와 해결을 

적는다는 뜻이다.

문제는 목표와 현상의 차이다. 목표는 있어야 할 모습, 바람직한 

상태, 기대되는 결과다. 현상은 현재의 모습, 예상되는 상태, 예기치 

못한 결과다.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는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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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함으로써 현상을 목표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세 가지 종류

가 있다. 발생형, 탐색형, 설정형 문제다. 

발생형 문제는 우리 눈앞에 발생되어 당장 걱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문제다. 어떤 기준을 일탈하거나 미달하여 생기므로 원상복

귀가 필요하다. 버그가 대부분 발생형 문제다.

탐색형 문제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거나 효율을 높이는 문제다. 이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므로 방치하면 뒤에 큰 손실이 따르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커진다. 개선 사항이 대부분 탐색형 문제다. 

설정형 문제는 미래 상황에 대응하는 문제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인가 하는 문제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 관계없이 새로운 과제나 목

표를 설정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다. 새로운 기능이 대부분 설정형 문

제다.

버그를 수정하는 것, 기능이나 성능을 개선하는 것,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것은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릴리즈 노트는 문

제를 정의하고 해결점을 기술한 것이다.

☑ 문제와�문제점

여기서 문제와 문제점을 구별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에는 많은 원인이 있다. 어떤 것은 직접 원

인이고 어떤 것은 간접 원인이고 어떤 것은 핵심 원인이다. 그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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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다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개발

자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문제점이라 한다. 

예를 들어, 시스템 성능이 안 좋아서 사용자가 급증하면 시스템이 

멈춘다고 하자. 문제는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다. 원인

은 시스템의 낮은 성능과 사용자 급증이다. 그런데, 사용자 급증은 문

제점이 아니다. 개발자가 사용자를 줄일 수는 없다. 하지만 시스템의 

낮은 성능은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일은 개발

자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사례를 보자. 

스큐어 서버는 클라이언트로부터 통계정보 요청이 들어올 경우 오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 10일분을 서버에 가

지고 있다. 

만약 스큐어 서버에 수많은 에이전트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 정보

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서버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최대 5일분의 정보만 서버에서 유지하도록 수정하였다.

서버 메모리 부족 현상은 비단 통계정보뿐은 아닐 것이다. 메모리 자

체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통계정보 요청 코드에서 메모리 누수가 발

생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원인 중에서 개발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통계정보 보관 기간에서 찾았고, 10일분 저장을 반으로 줄임으

로써 서버 메모리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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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릴리즈 노트를 문제, 원인, 문제점, 해결책으로 나눠 보자.

Ÿ 문제: 서버 메모리가 부족함

Ÿ 원인: 통계정보가 메모리를 사용함

Ÿ 문제점: 통계정보를 최대 10일분이나 저장할 필요가 없음.

Ÿ 해결책: 통계정보를 최대 5일분까지 저장함.  

☑ 릴리즈�노트�작성�순서

릴리즈 노트는 이렇게 문제, 원인, 문제점, 해결책을 순서대로 쓰면 고

객이 이해하기도 빠르다. 개발자가 릴리즈 노트를 관리하기도 편하고 나

중에 다시 보았을 때도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위 사례를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 스큐어 서버에 수많은 에이전트를 설정하면 서버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원인] 핵심 원인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통계정보가 서버 메모리를 

점유하는 것이다.

[문제점] 최대 10일분을 저장하는 통계정보의 양을 줄이면 서버 메모

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책] 그래서 통계정보를 최대 5일분만 저장하도록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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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용이 길다면 해결책을 먼저 말하고 문제를 결과로 설명하면 

좋다.

통계정보를 최대 5일분만 저장하도록 수정함으로써, 스큐어 서버에 

수많은 에이전트를 설정하면 서버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문

제를 해결하였다.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통계정보가 서버 메모

리를 점유하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최대 10일분을 저장하는 통계정

보의 양을 줄이면 서버 메모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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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를� 리뷰하고�

미래를� 보여주자

☑ 릴리즈�노트의�역사와�미래

릴리즈 노트에는 ‘한 일’을 적는다. 릴리즈 자체가 원래 개발의 결

과니까 한 일을 적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개발자에겐, 잡아야 할 

버그가 아직 남았고, 연구해야 할 개선 사항도 남았고, 개발할 새 기

능도 남았다.

고객 입장에서도 보자. 고객이 요구하거나 불평한 것이 이번 릴리

즈에 다 반영되지 않으면 다음 릴리즈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발자가 언제 해결할지 약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고객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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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평이 계속되면서 고객 만족도는 낮아질 것이다.

만약 다음 릴리즈 항목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용을 

공개하자. 또 이번 릴리즈 이전에 릴리즈한 내용도 추가하자. 그때 릴

리즈하면서 잡은 버그가 완벽히 해결되었는지, 새 기능은 어떤 것을 

많이 사용하는지 얘기하자.

☑ 드라마처럼�구성하자

드라마를 떠올려보자. 드라마는 매회 처음에 이전 회 내용을 요약

한다. 마지막에는 다음 회 내용을 미리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이전 

회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 다음 회를 기약하게 한다. 다음 사례처럼 한

번 써 보자.

지도 어플리케이션 릴리즈 노트 4.1

<주요 개선 항목>

- 지도 축소 상태에서 도로 굵기 개선

- 국도, 지방도 컬러 구분

- 등산로 선 두께 조절

<다음 릴리즈 검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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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가독성 개선 검토

- 색각이상자 대응 검토

- 심볼 상세화 검토

<지난 릴리즈 리뷰>

- 지난번 지하철 예정노선 컬러 개선에 많은 분이 더 좋은 아이디어

를 주셨습니다. 다음 릴리즈 때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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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즈니스를�이해하는

장애보고서�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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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보고서� 쓰기�

특징� 6가지

☑ 장애보고서의�특징

고객사 서비스 운영을 대행하는 개발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장애

보고서 쓰는 일이다. 장애보고서란 것이 개발자 말고는 쓸 사람이 없

어서, 개발자가 장애도 고치고 보고도 해야 한다. 장애 고치랴 보고하

랴 정신이 없다. 게다가 장애보고서란 것이 보통의 개발문서와 다른 

점이 많아서 장애보고서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써야 한다. 하나씩 

자세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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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장애보고서를�개발자가�원할�때� 쓸� 수� 없다.�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쓸 수도 없고, 장애를 예상하고 써놓을 

수도 없다. 오직 장애가 발생해서 인지하는 순간부터 장애 해결 직후

나 다음날 오전까지가 장애보고서를 쓰는 시간이다. 장애를 해결하면

서도 동시에 신속하고 계속되는 장애보고 지시에 늘 시달린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속한 글쓰기가 필요하다.

☑ 둘째,� 장애의� 1차� 원인은�대부분�다른�원인의�결과다.�

장애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내려면 원인의 원인을 계속 찾아 나가야 

한다. 더는 원인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원인이 장애의 최초 

원인이다. 그런데, 장애의 재발을 막으려면 원인만 해결해서는 안 된

다. 그 원인이 발생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유는 사람에게 있다. 원

인과 이유를 찾는 분석적 글쓰기가 필요하다. 

☑ 셋째,� 장애보고를�받는�윗사람은�대부분�개발자가�아니다.�

특히 인문계 출신의 임원은 장애를 곧 비즈니스에 주는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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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1시간 동안 로그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그들은 “그

래서 손해가 얼마인가요?”라고 묻는다.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비즈니스 관점의 글쓰기가 필요하다.

☑ 넷째,� 장애를�해결했다고�해서� 100%�해결한�것은�아니다.�

장애란 것이 원래 예상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이니, 지금 어떤 

처치를 했다고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 없다. 하지

만 윗사람들은 늘 확정적인 대답을 원한다. 확정도 아니고 확정이 아

닌 것도 아닌 애매한 표현을 싫어한다. 그래서 윗사람에게 보고할 때

는 확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단을 정치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정

치적 글쓰기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장애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글쓰기 기법이 필요하다.

1. 신속한 글쓰기

2. 분석적 글쓰기

3. 비즈니스 관점의 글쓰기

4. 정치적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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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답하는�

신속한� 글쓰기

☑ 어른과�아이의�그림�그리기�차이

아무 그림을 그려보라고 아이와 어른에게 시키면, 아이는 금방 휙 

그리지만 어른은 멀뚱멀뚱 생각만 한다. 어른이 그림 한 획 그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주제

가 있어야 하고, 구도가 있어야 하고, 어떻게 그릴지 방법을 다 정해

놓고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림을 그려야,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이 아니고, ‘의도’한 그림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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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자존심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뭘 그리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릴지도 따지지 않는다. 그래

서 무조건 한 획을 긋고 본다. 그다음에는 그 획에 맞춰서 그림을 완

성해 나간다.

글도 이렇게 써야 빨리 쓸 수 있다. 일단 쓰는 것이다. 결론이 무

엇이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일일이 생각하고 따지다 보면 

절대 글을 빨리 쓸 수 없다. 그래서 글을 빨리 쓰는 방법은 대화하듯

이 쓰는 것이다.

가까운 동료와 대화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서, 결론을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다. 일단 말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질문을 받으면 답하

면서 생각을 정리한다. 이 방법을 글쓰기에 그대로 적용하면 신속하게 

글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쇼핑몰 앱의 결제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일부 사용자가 

주문할 수 없다고 하자. 이 장애에 조치한 뒤 장애보고서를 써야 한

다. 우선 장애를 다음과 같이 아주 단순한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만 

쓰자.

“사용자가(주어) 결제를(목적어) 할 수 없다(서술어).”

이제 이 문장에 동료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는 

대로 말로 대답하듯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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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뭐야?� 무슨�일이야?”

“말도 마.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장애가 났지. 난리도 아

니었어. 사용자가 결제를 할 수 없었다니까.”

☑ “그래서�어떻게�됐어?”

“어떻게 되긴, 결제 시도가 100건이었는데 안 됐지. 장바구니에 넣

고 1시간 이내에 결제하는 비율이 50% 정돈데, 이번 건은 결제 정상

화되고도 1시간 지났는데 10%밖에 안 돼. 40%는 날아간 거지.”

☑ “왜� 그렇게�됐어?”

“서버 개발자가 결제 모듈을 바꿨는데, 그러면서 모듈 인터페이스

와 관련한 함수 하나를 바꿨는데, 그걸 나한테 안 알려준 거지. 그러

니 내가 맡은 프론트에서 기존 함수를 호출하려니 안 된 거지.” 

☑ “넌� 어떻게�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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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긴. 서버 개발자한테 바뀐 함수를 받아서 내 쪽에서 코

드를 수정했지.”

☑ “그럼�이제�장애는�해결된�거야?”

“그렇지. 이제 결제는 잘 되지.”

☑ “누가�잘못한�거야?”

“서버 개발자가 잘못한 거지. 함수를 바꾸려면 나한테 말하고 바꿨

어야지.”

☑ “그럼�이제�어떻게�할� 거야?”�

“일단 우리 팀장이 서버 쪽 팀장하고 얘기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

을 바꿔야지. 문서로 하든…. 주간 업무 협의를 하든. 빨리 결정해서 

보고해야겠지.”

☑ 개조식으로�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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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로 하듯 쓰면 금방 쓴다. 이렇게 쓴 것을 개조식으로 간

단히 정리한다. 

Ÿ “말도 마.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장애가 났지. 난리도 

아니었어. 사용자가 결제를 할 수 없었다니까.” 

⇒ 사용자 결제 불가(10:00~11:00, 1시간)

Ÿ “어떻게 되긴, 결제 시도가 100건이었는데 안 됐지. 장바구니에 

넣고 1시간 이내에 결제하는 비율이 50% 정돈데, 이번 건은 결

제 정상화되고도 1시간 지났는데 10%밖에 안 돼. 40%는 날아

간 거지.”

⇒ 장애 중 결제 시도 100건 → 1시간 후 결제 비율 10%(평균 

50%)

Ÿ “서버 개발자가 결제 모듈을 바꿨는데, 그러면서 모듈 인터페이

스와 관련한 함수 하나를 바꿨는데, 그걸 나한테 안 알려준 거

지. 그러니 내가 맡은 프론트에서 기존 함수를 호출하려니 안 

된 거지.” 

⇒ 서버 쪽 결제 모듈 변경시 모듈 인터페이스의 함수를 수정했

으나, 프론트에서는 기존 함수 호출로 에러 발생

Ÿ “어떻게 하긴. 서버 개발자한테 바뀐 함수를 받아서 내 쪽에서 

코드를 수정했지.”

⇒ 서버 쪽의 바뀐 함수를 호출하도록 프론트 코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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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그렇지. 이제 결제는 잘 되지.”

⇒ 결제 기능 정상 작동

Ÿ “서버 개발자가 잘못한 거지. 함수를 바꾸려면 나한테 말하고 

바꿨어야지.”

⇒ 서버 쪽과 프론트 쪽 커뮤니케이션 단절

Ÿ “일단 우리 팀장이 서버 쪽 팀장하고 얘기해서 커뮤니케이션 방

법을 바꿔야지. 문서로 하든…. 주간 업무 협의를 하든. 빨리 결

정해서 보고해야겠지.”

⇒ 서버, 프론트 팀장이 소통 방법 협의하여 보고

☑ 질문이�항목

정리해 보면 알겠지만, 동료의 질문은 곧 장애보고서의 각 항목이

다. 

Ÿ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 장애 내용

Ÿ “그래서 어떻게 됐어?” ⇒ 장애 영향

Ÿ “왜 그렇게 됐어?” ⇒ 장애 원인

Ÿ “넌 어떻게 했는데?” ⇒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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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그럼 이제 장애는 해결된 거야?” ⇒ 조치 결과

Ÿ “누가 잘못한 거야?” ⇒ 핵심 원인

Ÿ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 향후 대책

이제 항목과 내용을 서식에 맞춰 쓰면 장애보고서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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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고서

제목: 사용자 결제 불가(10~11시)

항목 내용

장애 내용 사용자 결제 불가(10:00~11:00, 1시간)

장애 영향
장애 중 결제 시도 100건 → 1시간 후 결제 비율 

10%(평균 50%)

장애 원인
서버 쪽 결제 모듈 변경시 모듈 인터페이스의 함수를 

수정했으나, 프론트에서는 기존 함수 호출로 에러 발생

조치 상황 서버 쪽의 바뀐 함수를 호출하도록 프론트 코드 수정

조치 결과 결제 기능 정상 작동

핵심 원인 서버 쪽과 프론트 쪽  커뮤니케이션 단절

향후 대책 서버, 프론트 팀장이 소통 방법 협의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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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과� 이유를� 찾는�

분석적� 글쓰기

☑ 5�Whys

문제해결 기법 중에 5 Whys가 있다.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피상적인 원인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기법이다. 문제의 원인

이 되는 인과 관계를 탐색할 때 다섯 번 반복해서 원인이 뭔지 질문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자.

1.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가?

⇒ 배터리가 방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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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터리가 방전된 원인이 무엇인가?

⇒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3.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가?

⇒ 발전기 벨트가 파손되었다. 

4. 발전기 벨트가 파손된 원인이 무엇인가?

⇒ 발전기 벨트가 수명을 훨씬 넘겼다.

5. 발전기 벨트가 수명을 훨씬 넘긴 원인이 무엇인가?

⇒ 수명이 넘은 발전기 벨트가 교체되지 않았다.

이렇게 다섯 번 반복해서 “왜?”라고 질문함으로써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만약 근본 원인을 못 찾고, 피

상적으로 발전기 작동만을 문제 삼았다면 발전기 자체를 교체해야 한

다. 하지만 계속해서 질문함으로써 발전기 벨트만 교체하여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원인과�이유의�차이

그런데, 5 Whys를 사용할 때는 why의 뜻을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사물이나 현상, 동작이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 둘째는 

사람이 문제를 초래한 이유다. 원인은 어떤 일이나 사건이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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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은 까닭이나 동기다. 그러니까 원인

은 어떤 일이거나, 또는 사람이다.

앞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은 것을 5 Whys로 분석할 때는 원

인을 찾아간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수명이 넘은 발전기 벨트를 

교체한다고 해서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교체한 발전기 벨트가 또 수명을 훨씬 넘어서

까지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자동차 주인이 발전기 벨트를 교체하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한다. 

1.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가?

...

5. 발전기 벨트가 수명을 훨씬 넘긴 원인이 무엇인가?

⇒ 수명이 넘은 발전기 벨트가 교체되지 않았다.

6. 자동차 주인이 수명이 넘은 발전기 벨트를 교체하지 않은 이유

가 무엇인가?

⇒ 발전기 벨트 교체 주기를 몰랐다.

이제 이 문제의 재발을 막으려면, 발전기 벨트를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인에게 발전기 벨트 교체 주기를 알려줘야 한다. 그 

교체 주기가 2년이라면 2년이 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자동차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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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발전기 벨트를 교체하라고 알려주어야 한다.

☑ 장애의�원인

IT에서 장애는 대부분 재발한다. 재발하는 원인은 시스템 자원이 

늘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의 문제다. 한쪽에서 새

로운 프로그램으로 바꿨는데 그와 연관한 다른 쪽에서는 모르고 있다

가 장애가 난다. 홈페이지 로그인 장애를 예를 들어서 원인과 이유를 

차이를 보자. 우선 원인이다.

1. 로그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가?

⇒ 아이디를 13글자 이상 입력하면 서버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발생한다.

2. 서버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디가 12글자로 제한된다.

3. 서버 프로그램에서 아이디가 12글자로 제한된 원인이 무엇인가?

⇒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이디가 12글자로 제한된다.

4.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이디가 12글자로 제한된 원인이 무엇인가?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아이디 글자수를 16글자에서 12글자

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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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이디 글자수가 12글자로 바뀐 원인이 무엇

인가?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실수로 아이디를 12글자로 바꾸었다.

마지막 원인을 몰라도 개발자는 홈페이지 로그인 작동 장애를 해결

할 수 있다. 웹페이지에서 아이디를 12글자까지만 입력하게 하거나,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 기본 설정의 글자수와 서버 프로그램의 아이디 

글자 수를 12글자 이상으로 변경하면 된다. 

☑ 장애의�이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바뀌거나 하면 똑같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사람의 실수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발을 이

번에는 원인이 아니라 이유를 질문해 보자. 이유를 물어볼 때는 항상 

사람이 주어가 되어야 한다.

1. 로그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사용자가 아이디를 13글자 이상 입력한다.

2. 사용자가 13글자 이상을 입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프론트 개발자가 13글자 이상 입력하게 허용했다.



개발자의� 글쓰기 118

▲ 목차

3. 프론트 개발자가 13글자 이상 입력하게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

가?

⇒ 서버 개발자가 아이디 글자 수를 16글자에서 12글자로 제한 

한 사실을 프론트 개발자가 몰랐다.

4. 프론트 개발자가 그 사실을 모른 이유가 무엇인가?

⇒ 서버 개발자가 프론트 개발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5. 프론트 개발자가 그 사실을 프론트 개발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

유가 무엇인가?

⇒ 서버 개발자는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 알려줄 것이라 생각했

다. 

6. 데이터베이스 개발자가 그 사실을 프론트 개발자에게 알리지 않

은 이유가 무엇인가? 

⇒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는 서버 개발자가 알려줄 것이라 생각했

다.

개발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바로 핵심 원인이다. 이제 이 

문제의 재발을 막으려면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서버 개발자, 프론트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떤 변경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공유하는 주간 변경회의를 가지거나, 변경 관련 이메일을 

보낼 때 모두 참조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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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를� 고려하는�

비즈니스� 관점의� 글쓰기

☑ 기획자와�개발자

기획자는 개발자가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획자가 생각한 

것을 개발자가 구현하지 못하면 전적으로 개발자의 능력 부족이다.” 

디자이너는 모든 것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디자인이야말로 거지 

같은 가방을 명품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장애를 보고 받는 사

람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한다. “장애를 손실로 환산할 수 없다면 

장애를 일으킨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증명하라.”

세상이 이상한 것 같지만, “가진 것이 망치뿐이면 모든 것이 못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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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if all you have is a hammer, everything looks like a 

nail).”는 말처럼 각자 자기 위치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일단 이 사실을 인정하자. 그래야 윗사람에게 장애보고를 할 때 그들

과 같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의 역할과 업무와 성과는 모두 월급이나 상여금 같은 돈

으로 연결되어 측정된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다. 모든 활동은 매출과 

비용으로 연결되고 측정된다. 만약 회사에서 어떤 일이 매출이나 비용

으로 측정될 수 없다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개발자가 장애를 해

결하는 일도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 비즈니스�관점의�장애보고서

장애보고서를 비즈니스 관점으로 쓴다는 것은 이처럼 매출과 비용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쇼핑몰 결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예를 

다시 보자. 개발자 관점과 비즈니스 관점은 다음과 같이 큰 차이가 있

다

Ÿ (개발자 관점) 장애로 인해 사용자가 1시간 동안 결제하지 못함.

Ÿ (비즈니스 관점) 장애로 인해 매출 OO억 원 손실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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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관점은 결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지만, 비즈니스 관

점은 기대 매출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손실을 

계산하는 것이 곧 비즈니스 관점으로 장애를 보고하는 법이다. 장애에

서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1. 장애 발생 시간대의 기대 매출을 계산한다. 예컨대 최근 1개월

의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 매출을 평균한 값을 기대 매출로 볼 

수 있다. 만약 장애 시간에 특정한 이벤트를 계획했다면 계획한 

매출 목표를 기대 매출로 잡을 수도 있다. 

2. 장애 때 실제 발생한 매출을 계산한다. 만약 결제 모듈이 완전

히 마비되었다면 실제 매출은 0원일 것이다.

3. 따라서, 매출 손실은 기대 매출에서 실제 매출을 뺀 값이다.

4. 그런데, 사용자가 결제 장애 때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을, 장애가 

해결된 뒤에 결제할 수도 있다. 장애 직후 특정 시간까지 매출

이 과거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진다면, 이때 늘어난 매출은 장애

로 인해 지연된 매출이다. 이런 지연 매출을 매출 손실로 볼지 

말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지연 매출도 결국

은 매출임을 주장해야 한다.

5. 만약 지연 매출도 매출로 인정한다면, 매출 손실은 기대 매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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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연 매출을 뺀 값이다.

☑ 장애의�영향�계산하기

결제 장애는 매출과 직결한다. 하지만 결제와 관계없는 장애는 어

떻게 돈으로 연결할까? 회사를 소개하는 단순한 홈페이지가 있다. 하

루 동안 서버 장애로 접속을 할 수 없었다. 이 경우 매출 손실을 어떻

게 계산할 수 있을까?

우선, 홈페이지가 매출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

다면 홈페이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없는 현

상은 장애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홈페이지가 매출에 간접적

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홈페이지를 운영한

다.

그렇다면 간접적인 영향은 무엇일까? 우선 홈페이지를 광고 매체로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은 회사의 광고를 보

는 사람이다. 회사가 홈페이지로 고객을 만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다른 광고(TV나 배너 광고)를 할 때 노출 당 1,000원을 대가로 지불

한다고 하자. 그러면 장애로 인해 접속하지 못한 홈페이지 방문자 수

에 1,000원을 곱한 값만큼 비용 손실을 본 것이다.

여기에 매출을 계산해 보자. 홈페이지를 접속한 사람, 또는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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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람 중에 몇 퍼센트는 제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한 명

당 기대 매출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하루 방문자가 

100명이고, 그중 5명이 제품 구매를 문의하고 그중 1명이 100만 원

짜리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면, 홈페이지 방문자 1명당 기대 매출은 

100만 원 X 1명/100명 해서 1만 원이다. 1만 원에 하루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곱하면 기대 매출이 나온다. 기대 매출만큼 손실을 본 것

이다. 비용 손실과 기대 매출 손실을 합하면 홈페이지 접속 장애의 손

실이 된다.

개발자가 장애 영향을 어떻게 쓸지는 본인에게 달렸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발자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단번에 알아챈다. 당신이라면 

다음 중 어떤 보고에 흡족할 것인가? 당신이라면 어떤 보고를 받았을 

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Ÿ 네트워크 장애로 24시간 동안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었음.

Ÿ 홈페이지 접속 장애로 100명가량의 네티즌이 접속할 수 없었음.

Ÿ 홈페이지 접속 장애로 100명의 고객이 접속하지 못해 기대 매

출 손실 100만 원, 비용 손실 10만 원으로 총 110만 원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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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것을� 얻는�

정치적� 글쓰기

☑ 윗사람들의�대화

장애란 것이 보통 예상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 그러니 장애를 해

결했다고 해서 다시는 그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게

다가 장애가 재발했다고 할 때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 처음 장애와 완

전히 똑같은 장애가 아니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그 차이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고 애매할 때가 있다.

그런데, 윗사람은 보통 확정적인 대답을 원한다. 딱 부러지게 기다 

아니다 대답을 원한다. 심지어는 재발 가능성을 퍼센티지로 말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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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원한다. 다음 대화를 보자.

“김 팀장님, 그래서 이번 장애를 완벽히 해결한 건가요?”

“본부장님. 일단 해결은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해결했다고 볼 

수 있긴 합니다만….”

“김 팀장님. 완벽히 해결했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건가요?”

“재발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발 가능

성이 몇 퍼센트입니까?”

“딱 부러지게 몇 퍼센트라 할 수는 없구요.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그렇게 염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라는 겁니까?”

“퍼센티지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굳이 말하자면 10% 정

도….”

“그럼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습니까?”

☑ 보카시�장난

김 팀장이 하는 말을 보카시(ぼかし) 장난이라고 한다. 보카시는 우

리 말로 하면 바림 염색인데, 색의 경계를 흐릿하게 해서 염색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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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에 그라데이션(gradation)을 

주는데 이것과 비슷하다. 보카시 장난은 경계가 뚜렷하지 않게 말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신문사 주필 이강희(백윤식 

분)가 우장훈 검사(조승우 분)에게 심문받을 때 보카시 장난을 설명한

다.

“어떠어떠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할 때도 그렇고, 언론에서 기사 작성할 때도 자주 쓰곤 하

죠. 그런데, 이게 다 보카시 장난이란 건 알아요?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청탁

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런데, 이게 안상구 같은 깡패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는 

매우 보여진다라고도 쓸 수 있죠. 같은 말이래도 누구는 어떠어떠하다

고 보기가 힘든데, 누구는 어떠어떠하다고 매우 보여진다는 겁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보카시 장난을 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자

기를 갖고 노는 것처럼 생각한다. 윗사람들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싫어

하는 이유는 의사결정 때문에 그렇다. 의사결정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것이다. 49%는 0%고, 51%는 100%인 것이다. 

하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의사결정을 하려면 아랫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들어야 하는데, 아

랫사람이 보카시 장난으로 말을 하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발자는 좀 더 정치적으로 확정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재발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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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른다면 그냥 재발 가능성을 20%라고 말하면 된다. 다음은 재발 가

능성을 퍼센티지별로 표현해 본 것이다. 

장애 재발 가능성 표현

0% 결코 재발하지 않는다

10% 재발하지 않는다

20% 재발할지도 모른다

30% 재발할 수도 있다

40% 재발한다고 볼 수도 있다

50% 재발할 수 있다

60% 재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70% 재발한다고 보여진다

80% 재발한다

90% 재발할 것이 틀림없다

100% 반드시 재발한다

☑ 보카시�화법�이용하기

윗사람에게 확정해서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개발자는 어떤 일을 

더 심하게 표현해야 할 때가 있다. 시스템 장애가 더는 개발자의 야근

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든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확장하든 

솔루션을 구매하든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의 냉방기가 낡아 작은 불꽃에도 화재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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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염려가 있다고 하자.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쓰면 윗사람 누구도 

냉방기를 교체하지 않는다.

“냉방기 교제 안 하면 화재 발생 가능”

그러나 만약 다음과 같이 바꾸면 윗사람들이 깜짝 놀라 예산을 마

련한다.

 “냉방기 교체 안 하면 대폭발 발생 확실”

정치적 글쓰기야말로 상대를 설득하는 글쓰기다. 개발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말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글쓰기다. 논리와 정도가 분명한 개발을 할지라

도 보고서만큼은 정치적으로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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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설명·묘사로�정확한�

개발�가이드�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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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념을�

범주,� 용도,� 특징으로� 설명하자

☑ 범주,� 용도,� 특징

서비스 매뉴얼이나 개발 가이드의 첫 문단은 서비스 개념을 설명하

는 자리다. 독자가 첫 문단에서 서비스 개념을 확실히 잡지 못하면 이

후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개발자가 독자에게 서비스 개념을 설명할 때는 범주, 용도, 특징 

순으로 쓰는 것이 좋다. 독자가 잘 아는 범주를 먼저 말한다. 그러면 

독자는 안심하면서 머릿속으로 해당 범주를 떠올린다. 그다음에 그 범

주의 용도를 말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용도와 같음을 알아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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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 범주 내의 유사 서비스와 차별화하는 특징을 말하면 서

비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 

범주는 상식이고 용도는 독자 관점이며 특징은 개발자 관점이다. 

개발자만 아는 것부터 다짜고짜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이미 

아는 것을 가져다 찬찬히 설명을 해나가는 방법이다.

☑ 대기업이�서비스�개념을�쓰는�법

예를 들어, 다음은 AWS가 Amazon S3를 설명하는 첫 문단이다. 

범주, 용도, 특징을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범주)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 (Amazon S3)는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용도) Amazon S3를 사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

는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징) AWS Management Console의 간단하고 직관적인 웹 인터

페이스를 통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NAVER도 Clova 개발 가이드 문서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범주, 

용도, 특징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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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Clova는 NAVER가 개발 및 서비스하고 있는 인공지능 플

랫폼입니다. 

(용도) Clova 사용자의 음성이나 이미지를 인식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징) 3rd party 개발자는 Clova가 가진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 또는 가전제품을 만들거나 보유하고 있

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Clova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범주, 용도, 특징을 쓰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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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선택하자

☑ 범주�사용하기

AWS는 Amazon S3의 범주를 독자에게 익숙한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로 정의한다. 독자는 머릿속에 든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 범주

에 Amazon S3를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개발자는 독자가 이미 가진 

범주를 사용함으로써 서비스 개념을 간단하고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동물이나 사물의 범주가 단일 용어를 사

용하는 것과 달리, 산업이나 서비스 범주는 유사한 용어를 여러 개 사

용한다. 예를 들어, 포유류라는 범주는 예나 지금이나 포유류라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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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설명한다. 

그런데,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는 과거에 웹하드 서비스나 웹 스

토리지 서비스, 파일 호스팅 서비스, 온라인 스토리지 서비스 등으로 

불렸고, 지금은 크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란 용어를 사용한다. 다음 

중 어떤 것이 Amazon S3를 더 잘 설명하는 범주인지 선택해 보자.

Amazon S3는 (         ) 서비스입니다.

웹하드

웹 스토리지

파일 호스팅

인터넷 스토리지

크라우드 스토리지

크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

모두 비슷한 듯 하지만 서비스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웹하드 서비스, 웹 스토리지 서비스, 파일 호스팅 서비스는 별도의 클

라이언트를 설치하거나 Active X를 이용해서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

는다. 

크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크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만으로 웹 서비스가 가능하다. 네이버 크라

우드 플랫폼은 서비스 이름을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정했다. 이런 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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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 때문에 개발자가 범주를 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비�개발자의�범주

현업에서는 비개발자가 서비스의 범주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

서 지나치게 트렌드에 앞선 범주를 사용하거나, 신조어를 만들거나, 

정부나 학계의 업종 구분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mazon S3는 디지털 트윈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Amazon S3는 크라우드 파일 브라우징 서비스입니다.

Amazon S3는 네트워크 설비 대여 및 운영대행 서비스입니다.

독자는 ‘디지털 트윈 스토리지 서비스’란 말이 생소해서 바로 구글

링할 것이다. ‘크라우드 파일 브라우징 서비스’는 한 단어씩 떼서 해석

할 것이다. ‘네트워크 설비 대여 및 운영대행 서비스’는 전혀 서비스 

개념처럼 느끼지 못할 것이다.

☑ 좋은�범주를�찾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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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는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설명하는 첫 문장인 만큼 정확하고 적

절하게 정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경쟁사가 사용하는 보편

적인 서비스 범주를 따라 하는 것이다. 경쟁사 홈페이지의 

description을 보면 적절한 범주를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

들이 등록한 아이디어에 여러 사람이 투자하는 서비스 이름이 ABC라

고 하자. ABC와 유사한 서비스의 description은 다음과 같다.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스타트업투자, 영화투자, 아이디어제품, 신제

품런칭, 임팩트투자

텀블벅: 창작자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드펀딩, 후원형, 투자형, 소셜펀딩, 스타트업,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대회, 사회적기업크라우드펀딩대

회

크라우디: 크라우드펀딩, 멋진 아이디어, 명품 스타트업, 스타트업 

투자, 영화투자

경쟁사 웹사이트의 description은 한결같이 ‘크라우드펀딩’이란 범

주를 사용하였다. 개발자는 ABC를 소개하는 첫 문장에 이 범주를 사

용하면 된다.

ABC는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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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가 크라우드펀딩 범주에 속하지만 다른 서비스와 조금 차이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ABC는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의 일종입니다.

ABC는 일종의 클라우드펀딩 서비스입니다.

“ABC는 (            )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처럼 수식을 한

정하여 사용하면 차이를 돋보일 수 있다. 

☑ 경쟁사보다�전반적으로�발전한�서비스라면

ABC는 보다 발전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입니다.

ABC는 크라우드펀딩 2.0 서비스입니다.

☑ 특정�사용자를�위한�서비스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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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는 개발자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입니다.

ABC는 주부만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입니다.

☑ 개발사가�유명하거나�공공성을�강조하고�싶다면

ABC는 NAVER가 개발하고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입니다.

ABC는 미래창조과학부와 ㈜ABC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입니다.

☑ 새로운�범주를�만들고�싶다면

ABC는 크라우드옥션 서비스입니다.

ABC는 내 집 마련을 위한 크라우드파이낸싱 서비스입니다.

만약 강력한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범

주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범주를 선점하는 회사가 해당 범주의 

대표주자가 되기 때문이다. 데이콤이 웹하드란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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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면서 웹하드가 하나의 범주가 되었다. 그 덕에 데이콤은 웹하드 

분야 선두주자가 되었다. 크라우드펀딩도 2008년 이전까지는 P2P펀

딩이나 소셜펀딩으로 불리다가 인디고고와 킥스타터가 크라우드펀딩이

란 범주를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스타트업 대표를 겸하는 개발자라면 서비스

의 범주를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범주는 서비스의 정체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검색어와도 연관이 있다. 범주와 모든 개발문서의 첫 문

장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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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를�

범주의� 핵심� 기능으로� 기술하자

☑ 용도와�핵심�기능

첫 문단의 두 번째 문장은 독자 관점의 용도다. 독자가 이 서비스

를 이용하는 이유다. 독자가 서비스 매뉴얼이나 개발 가이드를 읽는 

이유는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서비스의 핵

심 기능을 쓰면 용도를 기술할 수 있다. AWS는 Amazon S3의 용도

이자 핵심 기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Amazon S3를 사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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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습니다.

NAVER는 Clova의 용도이자 핵심 기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Clova 사용자의 음성이나 이미지를 인식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용

자가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서비스가 속한 범주의 핵심 기능과 같다.  

Amazon S3가 속한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 범주의 핵심 기능은 인

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것이다. NAVER Clova가 속한 인공지능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사용

자의 음성이나 이미지를 인식하고 분석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범주의 핵심 기능을 용도로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머릿속에 

서비스의 정체성을 명확히 심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이 제품은 일종의 드릴입니다. 드릴을 사용하면 구멍을 뚫을 수 있습

니다. (이 제품도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워드프로세서입니다.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면 문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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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문서 작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 핵심�기능으로�용도�쓰기

막상 용도를 쓰려고 하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개발자 

관점에서 핵심 기능을 잘 추리기만 해도 괜찮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NAVER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다음

과 같이 크게 4가지 시스템으로 나뉜다.

Ÿ Clova Interface Connect: 사용자의 앱/스피커와 Clova 연결

Ÿ Clova Interface: 음성 인식, 이미지 처리

Ÿ Clova Brain: 인공지능 대화, 자동 추천, 신경망 기반 자동번역

Ÿ Clova Skill Tools: Clova Brain과 사용자의 컨텐츠/서비스 연

결

이것을 다음과 같이 그대로 연결해 보자.

인공지능 플랫폼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앱/스피커에서 음성과 이미지

를 인식하여 인공지능 대화, 자동 추천, 신경망 기반 자동번역 등을 

하여 사용자의 컨텐츠/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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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을 좀 더 매끄럽게 다듬어 보자. ‘사용자의 앱/스피커에서 

음성과 이미지를 인식하여’는 기기를 스마트폰과 스피커로 한정한다. 

인공지능 플랫폼이란 범주는 사용자의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앱/스피커를 빼고 ‘사용자’로만 정의하는 

것이 낫다.

‘음성과 이미지를 인식하여’는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음성과 이미

지로만 형식을 한정할 수 없다. 텍스트나 영상, 특정한 행동 데이터를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런 다양한 형식을 일일이 나

열할 수는 없으므로 좀더 추상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자세히 보면 인

공지능의 인식은 사용자의 요구 때문이다. 즉, 사용자의 요구가 곧 음

성이고 이미지고 텍스트고 영상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로 대체할 

수 있다.   

그다음, 인공지능 대화, 자동 추천, 신경망 기반 자동번역은 핵심 

기능이긴 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능을 

추상적으로 묶는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같은 표현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컨텐츠/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다’라는 표현

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로 바꾸면 훨씬 매끄

럽다. 

이렇게 해서 문장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 플랫폼은 사용자의 요구를 인식하여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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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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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을�

장점과� 강점에서� 뽑아� 쓰자

☑ 장점과�강점�차이

범주와 용도에는 보편적인 내용을 적는다. 하지만 특징은 차별화하

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발자에게 차별화는 서비스의 장점과 강점이

다. 장점은 자기 기준에서 잘하는 것이고, 강점은 경쟁 서비스와 비교

해서 나은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철수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받아왔다. 국어 95

점, 영어 80점, 수학 70점. 학교 전체 평균은 국어 95점, 영어 60점, 

수학 7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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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국어 영어 수학

철수 95 80 70

학년 평균 95 60 70

이때 철수의 장점과 강점은 무엇일까?

Ÿ 장점: 국어를 잘한다.

Ÿ 강점: 영어를 잘한다.

장점은 자기 기준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

히 잘하는 것이다.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국어 점수를 가장 잘 받

았다는 측면에서 국어를 잘하는 것이 장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어

를 잘하는 것이 강점이진 않다. 학년 평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어 점수는 학년 평균보다 무려 20점이나 높다. 강점이라

고 할 만하다. 장점과 강점을 헷갈리지 않으려면 강점 앞에 ‘경쟁사와 

비교하면...’을 붙이면 된다.

☑ 장점과�강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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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가 Amazon S3의 특징으로 쓴 문장을 다시 보자. 

(특징) AWS Management Console의 간단하고 직관적인 웹 인터

페이스를 통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mazon S3의 특징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웹 인터페이스’다. 만약 

Microsoft Azure나 NAVER Object Storage도 간단하고 직관적인 

웹 인터페이스를 가졌다면 강점이 아니라 장점이다. 

Microsoft의 Azure는 ‘데이터, 앱 및 워크로드에 대해 대규모로 

확장 가능하며 안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NAVER의 Object 

Storage는 ‘다양한 콘솔 기능에 연결 가능한 데이터 저장공간’를 앞

세운다. 이런 것을 모아 다음 표와 같이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면 

강점과 장점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구분 A 사 B 사 C 사

기능 a 5 1 3

기능 b 1 3 1

기능 c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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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과�강점�활용

표를 회사별로 세로로도 보고 가로로도 보자. A 사를 세로로 보면 

기능 a가 장점이다. 기능 a를 가로로 보면 A 사에 강점이 있다. 즉 

A 사의 기능 a는 장점이자 강점이다. B 사를 세로로 보면 기능 c가 

장점이다. 

하지만 기능 c를 가로로 보면 평균 점수다. 장점이지만 강점은 아

니다. 그런데 B 사의 기능 b는 장점은 아니지만 경쟁사와 비교하면 

점수가 높다. 강점이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XY좌표로 

표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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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간단한 웹 
인터페이스

∙ 최고의 
안정성

∙ 확장성

∙ 편리한 
개발 도구

단점
∙ 직관적인 

웹 인터페이스
약점 강점

서비스 개념에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장점이면서 강점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 

ABC 서비스는 최고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만약 돋보이는 것이 없다면 장점인 것과, 강점인 것을 합쳐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ABC 서비스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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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에� 묘사를� 더하면�

이해가� 빠르다

☑ 오감�묘사

묘사는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을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것이다. 소설이나 시는 언어만 가지고 독자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린다. 우리도 회사에서 언어로만 어떤 것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다. 예

를 들어, 워크숍을 다녀와서 사진을 공유하는 이메일을 보낸다고 하자. 

이메일 제목에 흔히 ‘지난주 워크숍 사진 공유’라고 쓴다. 여기에 워크숍 

현장을 묘사하는 언어를 더하면 이메일을 열어보기도 전에 상대의 머릿

속에 워크숍 장면을 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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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시각 묘사] 상다리가 부러질 뻔한 워크숍 사진 공유

Ÿ [청각 묘사] 소곤소곤 깊은 대화를 나눈 워크숍 사진 공유

Ÿ [후각 묘사] 코끝을 톡 쏘는 화이트와인과 함께한 워크숍 사진 

공유

Ÿ [미각 묘사] 씹고! 물고! 뜯고! 워크숍 사진 공유

Ÿ [촉각 묘사] 온몸으로 부대끼며 열정을 태운 워크숍 사진 공유

☑ 독자와�공감하기

어떤 것을 언어로만 묘사하려면 작가와 독자가 어느 정도 같은 경

험을 가져야 한다. 산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독자에게 산을 묘사해 주

기가 쉽지 않다. 개발문서가 특히 그렇다. 

ABC 서비스 개발문서는 ABC 서비스를 개발해본 적이 없는 개발

자에게 개발 방법을 알려주는 문서다. 언어로만 묘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문학 작품에도 삽화를 그려넣듯 개발문서에도 그림을 그

려넣어야 할 때가 많다. 

다음 사례를 보자. 팀 워크숍 계획서 문서다. 표지 사진만 다를 뿐

인데 어떤 워크숍일지 바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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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사하는�법

개발문서는 꽤 복잡한 글이다. 개발 원리나 구조를 말할 때는 개발

자끼리도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독자는 머릿속으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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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이에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다음 예를 보자. NAVER 인공지능 플랫폼 중에 Clova Chatbot이 

있는데, 다음은 Clova Chatbot의 작동구조를 설명한 글이다.

Clova는 클라이언트에서 입력된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하고 사용자의 

발화를 분석합니다. 분석된 발화가 Clova Chatbot이 처리할 내용이

라면 Clova는 분석된 사용자의 발화 정보를 Clova Chatbot에 전달

합니다. Clova Chatbot은 미리 등록된 Interaction 모델인 챗봇 대

화를 참조해 사용자의 질문 유형을 확인하며, 해당 질문 유형에 작성

해 놓은 답변을 Clova가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합니다.

이 예문을 글만 읽어서는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알 수 없다. 글을 

읽으면서 같이 그림을 그려보자.

우선, 한 문단으로 된 글을 주어를 기준으로 나눠서 주어별로 모듈

로 만든다. 

Ÿ [Clova] Clova는 클라이언트에서 입력된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

하고 사용자의 발화를 분석합니다. 분석된 발화가 Clova 

Chatbot이 처리할 내용이라면 Clova는 분석된 사용자의 발화 

정보를 Clova Chatbot에 전달합니다. 

Ÿ [Clova Chatbot]은 미리 등록된 Interaction 모델인 챗봇 대화

를 참조해 사용자의 질문 유형을 확인하며, 해당 질문 유형에 

작성해 놓은 답변을 Clova가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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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lova Clova Chatbot

그다음, 주어의 기본 업무를 정의한다. Clova의 기본 업무는 ‘사용

자의 발화 인식과 분석’하는 것이다. Chatbot의 기본 업무는 

‘Interaction 모델을 참조하여 사용자의 질문 유형을 확인하여 답변’

하는 것이다.

Clova Clova Chatbot

사용자의 발화 인식과 분석

사용자의 질문 유형을 

확인하여 답변

[Interaction 모델]

마지막으로, 각 주어의 앞뒤 연결을 정의한다. Clova는 사용자의 

발화를 클라이언트에서 얻는다. 그리고 분석된 사용자의 발화 정보를 

Clova Chatbot에 전달한다. Clova Chatbot은 답변을 Clova에게 제

공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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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a Clova Chatbot

클

라

이

언

트

사용자 

발화

→

←

답변

사용자의 발화 

인식과 분석

분석된 

사용자 

발화

→

←

답변

사용자의 질문 

유형을 

확인하여 답변

[Interaction 모델]

↓답변

사용자

이 그림이 글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다.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다면 글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

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그림을 제시하면 어떨까? 글 아래에 그림을 

그려넣으면 독자가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고 더 빨리 이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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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과� 그림의� 내용을�

일치시키자

☑ 글과�그림

개발문서에는 글과 코드만 들어가지 않는다. 그림이나 사진이 많

다. 레고 같은 제품은 아예 글자가 없이 그림과 사진으로만 설명한다. 

독자가 그림이나 사진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이

나 사진이 있으면 글을 더 정확히 쓸 수 있다. 

다음 그림은 Clova Chatbot의 작동구조를 묘사한 글 아래에 덧붙

인 실제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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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을 자세히 보자. Clova Chatbot의 작동구조 글을 토대로 

우리가 그린 그림과 다른 점이 있다. ‘클라이언트’와 ‘사용자’다. 위 

그림에는 ‘클라이언트’와 ‘사용자’가 없다. 대신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다. 예문을 다시 보자.

Clova는 클라이언트에서 입력된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하고 사용자의 

발화를 분석합니다. 분석된 발화가 Clova Chatbot이 처리할 내용이

라면 Clova는 분석된 사용자의 발화 정보를 Clova Chatbot에 전달

합니다. Clova Chatbot은 미리 등록된 Interaction 모델인 챗봇 대

화를 참조해 사용자의 질문 유형을 확인하며, 해당 질문 유형에 작성

해 놓은 답변을 Clova가 사용자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림이 정확하다면 클라이언트와 사용자를 모두 ‘인공지능 스피커’

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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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a는 클라이언트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입력된 사용자의 발화를 

인식하고 사용자의 발화를 분석합니다. 분석된 발화가 Clova Chatb

ot이 처리할 내용이라면 Clova는 분석된 사용자의 발화 정보를 Clo

va Chatbot에 전달합니다. Clova Chatbot은 미리 등록된 Interact

ion 모델인 챗봇 대화를 참조해 사용자의 질문 유형을 확인하며, 해

당 질문 유형에 작성해 놓은 답변을 Clova가 사용자에게 인공지능 

스피커에 전달하도록 요청합니다.

☑ 그림과�글의�모순

생각 외로 그림과 예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글과 그림을 

동시에 쓰고 그리지 않기 때문이다. 글을 먼저 쓰고 나중에 그림을 그

리거나, 그림을 그려놓고 개발하다가 나중에 글을 추가하다 보면 이렇

게 글과 그림이 다르게 말하곤 한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다음은 Clova Interface Connect(CIC) 

API 레퍼런스 문서 중에서 HTTP/2를 이용해 이벤트 메시지를 

multipart 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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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HTTP/2의 프레임(frame)과 코드를 묘사한다. 위 그림

은 데이터 프레임에 복수의 Message Part를 만들어 메타데이터와 바

이너리 파일을 전달할 때의 코드 작성 규칙을 예로 묘사했다.

이 그림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음성 입력을 CIC로 전달하려면 SpeechRecog

nizer.Recognize 이벤트 메시지와 함께 녹음한 사용자의 음성 데이



개발자의� 글쓰기 161

▲ 목차

터를 함께 전송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Content-Type을 multip

art/form-data로 설정하고 첫 번째 메시지 블록에는 이벤트 메시지 

정보가 담긴 JSON 데이터를 두 번째 메시지 블록에는 사용자의 음성

이 담긴 바이너리 데이터를 담아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메시지를 구분하기 위해 boundary에 경계 문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경계 문구는 메시지 블록 사이에 사용될 때 경계 문구 왼쪽

에 이중의 하이픈(-) 기호를 붙여야 하며, 마지막 메시지 블록 이후에

는 경계 문구 양쪽에 이중의 하이픈(-) 기호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경계 문구는 각 메시지 블록의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같은 대상을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메시지 파

트와 메시지 블록이 그렇다. 그림에는 메시지 파트1(Message Part1)

로 표기하고, 글에는 ‘첫 번째 메시지 블록’이라 썼다. 그림에는 메시

지 파트2(Message Part2)로 표기하고, 글에는 ‘두 번째 메시지 블록’

이라 썼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그림을 보면 메시지 블록이 어딨는

지 금방 찾을 수 없다. 글과 그림을 여러 번 보아야만 메시지 블록이 

메시지 파트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가지는 ‘경계 문구’다. 그림에는 ‘boundary term’으로 표현

돼 있다. 그림과 일치시키려면 영어로 ‘boundary term’, 또는 한글

로 ‘바운더리 텀’이라고 쓰거나 ‘경계 문구(boundary term)’라고 쓰

는 것이 정확하다.

글이 그림과 같이 있으면 둘이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지 꼭 확인해

야 한다. 글을 먼저 쓰고 그림을 그리든, 그림을 먼저 쓰고 글을 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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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순간 독자는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결과는 에러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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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

둘� 다� 하자

☑ 묘사의�두�종류

묘사에는 주관적 묘사와 객관적 묘사가 있다. “그는 내리막길에서 

토끼처럼 굴러떨어졌다”는 주관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는 귀가 

25cm, 앞발 5cm, 뒷발 20cm인 토끼가 내리막길에서 중심을 못 잡

아 앞으로 고꾸라지고 엎어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굴러떨어졌다”는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개발 과정에서 나오는 문서를 잘 보면 처음에는 주관적 묘사를 많

이 하다가 객관적 묘사가 크게 늘고 마지막에는 주관적 묘사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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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기존 홈페이지에 라이브 채팅 기능

을 붙인다고 하자. 기획자가 늘 그렇듯 다음과 같이 ‘주관적 묘사’로만 

메일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기획팀입니다. 고객과 좀더 소통하기 위해 홈페이지 라

이브 채팅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경쟁사 홈페이지의 해당 기능

처럼 비슷하게 만들면 됩니다(첨부 이미지 참고). 홈페이지 우측 하

단에 위치하되 원래 텍스트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크기는 우리가 

쓰는 메신저만하면 좋겠는데 필요하다면 크기 조절이 가능했으면 좋

겠습니다. 그 외 특별한 요청은 없습니다. 다음주까지 완료될까요?

☑ 주관적�묘사를�객관적�묘사로�바꾸기

개발자는 어이가 없지만 어쩔 수가 없다. 기획자에게 객관적 묘사

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주관적 묘사를 객관적 묘사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객관적 묘사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질의

서를 만들어야 한다.

<요구사항>

- 기존 홈페이지에 라이브 채팅 기능 추가

- 채팅창은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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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이 원래 텍스트를 가리지 않게 하기

- 메신저 크기지만 크기 조절 가능

- 다음주까지 완료

<문제>

- 라이브 채팅 기능 적용 대상이 웹만인가? 모바일도 포함하는가?

- 채팅창은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고정인가? 스크롤과 연동해야 하

는가?

- 채팅창이 원래 텍스트를 완벽히 가리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해당 페이지 내에 영역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가?

- 메신저 크기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몇 픽쉘을 의미하는가? 화면 

비율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가, 고정해야 하는가?

- 크기 조절은 일정 배율로 하는가, 마우스로 늘이는가?

- 크기 조절을 하다가 원래 텍스트를 가려도 되는가? 한계가 있어야 

하는가?

- 동시 접속자를 몇 명까지로 해야 하는가? 사내에 응답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 다음주까지 완료하는 것이 개발 완료인가? 테스트 완료인가? 실제 

적용 완료인가?

개발자는 이 질의서를 갖고 기획자와 여러 번 논의한 끝에 정확한 

요구사항정의서를 만든다. 이 요구사항정의서는 주관적 묘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객관적 묘사만 들어있어야 한다. 채팅창 크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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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명: 채팅창 크기

요구ID: C001-1

요구내용: 채팅창 크기는 화면에 디스플레이된 페이지 크기에서 가로 

20%, 세로 25%로 정한다. 채팅창의 최소 크기는 가로 150px, 세로 

200px로 한다. 디스플레이된 페이지 크기가 가로 765px 이하, 또

는 세로 600px 이하일 경우에는 채팅창을 가로 50px, 세로 50px

의 아이콘 이미지로 자동으로 대체되게 한다. 아이콘 이미지를 클릭

하면 새창에서 채팅창을 단독으로 디스플레이한다.

☑ 객관적�묘사를�주관적�묘사로�바꾸기

개발자가 요구사항정의서를 가지고 개발을 끝낸 다음에는 간단한 

사용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채팅창 우측 상단에 ‘?’를 클릭하면 자주 

묻는 질문과 답(FAQ)을 보여준다고 하자. 이때 개발자는 채팅창 크기

를 다음과 같이 주관적으로 묘사한다.

질문: 채팅창 크기는 자동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나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채팅창 크기는 홈페이지 화면 크기에 따라 가

장 보기 편하게 바뀝니다. 화면이 너무 작으면 채팅창이 자동으로 아

이콘으로 변합니다. 이때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창에서 보기 편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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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채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발자는 주관적 묘사를 객관적 묘사로 바꾸고, 다시 주관

적 묘사로 바꿀 수 있으면 일하기가 한결 편하다. 경험에서 보건데, 

기획자나 디자이너 대부분은 주관적 묘사를 객관적 묘사로 바꿀 수 없

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차피 개발자는 스스로 요구사항정의서를 만들

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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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논증·서사로�유용한

개발�가이드�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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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을� 쓰려면�

근거를� 대자

☑ 왜�논증이�필요한가?

논증은 옳고 그름을 이유나 근거를 들어서 밝히는 것이다. 논술과 

비슷한데, 논술은 논증의 기법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논술의 핵심이 

논증인 셈이다. 그래서 논증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어떤 사

실을 증명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다.

개발자가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개발문서에 상대를 설득하는 논증이 

왜 필요할까 싶다. 하지만 개발문서에 꽤 많은 논증이 있다. 다음은 

여러 이미지를 합쳐서 새로운 gif 이미지를 만드는 안드로이드용 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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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itHub에 올라온 코드다.

MeiGifEncoder encoder = MeiGifEncoder.newInstance();

encoder.setQuality(10);

encoder.setColorLevel(7);

encoder.setDelay(200);

다음은 위 코드에서 인스턴스의 세부 설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글 

일부다.

quality

- 옵션 값이 높을수록 품질이 좋아지지만 인코딩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default 값은 10이며, 30 가량의 값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colorLevel

- 값이 높을수록 품질은 좋아지지만 인코딩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 6~8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 default 값은 7이며, 6으로 세팅할 경우 품질 저하를 느낄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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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명에는 개발자의 의견이 많이 들어있다. Quality 설정에서 

값이 높을수록 품질이 좋아지지만 인코딩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고 하였다. 이것은 의견이다. 근거가 없다. 하지만 품질을 높이면 속도

가 낮아진다는 개발의 통념을 생각하면 굳이 근거가 없어도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다음이다. default 값은 10이며, 30 가량의 값을 사용해

도 괜찮다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왜 20이 아니고 

30인지, 왜 40이 아니고 30인지 근거가 없다. 괜찮다는 것이 어느 정

도의 시간 소요를 말하는지도 알 수 없다.

심하게 말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냥 ‘하지 마’하거나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아이들은 근거를 모르니 하지 말라는 일을 또 

하고, 하라는 일을 안 하는 청개구리가 된다.

☑ 개발자의�논증

개발자가 의견만 말하고 근거를 말하지 않으면 독자가 청개구리가 

되어 직접 테스트해볼 수밖에 없다. default 값을 10, 20, 30, 40, 

50으로 해보면서 품질과 인코딩 시간을 직접 겪어야만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자가 직접 체험한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훨씬 ‘논증적’이다.

default 값은 10이며, 30까지를 권합니다. (테스트 결과, 30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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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딩 시간이 10~20%로 소폭 늘었습니다. 35일 때는 100%, 40일 

때는 200%로 인코딩 시간이 급증했습니다.)

다음으로 colorLevel을 보자. default 값은 7이며, 6~8까지 설정

할 수 있고 6으로 세팅할 경우 품질 저하를 느낄 수 있다고 썼다. 그

러니까, colorLevel의 옵션은 6, 7, 8 세 가지뿐이다. 그렇다면 다음

과 같이 세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면, ‘품질 저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주관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된다.

colorLevel

- 값이 높을수록 품질은 좋아지지만 인코딩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 6은 낮은 품질, 7은 보통, 8은 높은 품질입니다. default 값은 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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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칠게도� 공손하게도�

쓰지� 말자

☑ 개발자의�갑질

개발자가 개발 가이드 문서를 쓰면 은근히 대장 노릇을 할 때가 

있다. 자기도 모르게 권력과 힘을 드러내거나 자랑한다. 가장 대표적

인 것이 ‘~할 수 있지만 ~하기 어렵다’ 같은 문장이다. 다음 예를 보

자.

캔버스 뷰 없이 이미지 배치 좌표, 크기와 같은 메타 데이터를 조작

해 직접 합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DK에 대한 깊은 이해



개발자의� 글쓰기 174

▲ 목차

를 요하며 캔버스 뷰를 사용하는 합성보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시도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할 수 있지만 안 쓰는 것이 낫다’ 같은 표현도 있다. 개발자가 

선심 쓰듯 좋은 기능을 만들었지만 독자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때 

쓴다. 다음 예도 보자.

화면 전체를 녹화한 뒤 비디오 영역만 Crop해 GIF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캡쳐의 원리이기 때문에 결과물의 품질이 기대보다 다

소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캡쳐한 것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

☑ 개발자의�공손한�표현

‘~하면 된다’라는 표현도 있다. 이 말은 개발자가 시키는 대로 하

는 것이 괜찮거나 바람직하다는 의도가 들었다. 그런데 보통은 개발자

가 독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공손하게 말할 때도 자주 쓴다. 다음 예

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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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정보 등록 단계에서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고 회사 이름을 입

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휴대폰 인증은 담당자 연락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등록할 때 한 번만 받으

면 됩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를 개발자의 의도 없이 명확하게 쓰려면 ‘한 

번 받습니다’나, ‘한 번만 받습니다’로 고치면 된다(?). 

개발문서에서 공손한 표현은 좋지 않다. 공손하게 말하는 순간 독자가 

오해할 소지가 높다. 개발자가 자주 쓰는 공손한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Ÿ ~해야 합니다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Ÿ ~하면 좋습니다. 다만 ~한 경우에는 안 해도 무방합니다.

Ÿ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으니 넘어가도 됩니

다.

Ÿ ~하지 마십시오. 물론 큰 문제는 없습니다.

Ÿ ~할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음과 같이 바꾸자.

Ÿ ~하십시오.

Ÿ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이든 100%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발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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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개발자가 독자에게 여지를 10% 주

면 독자는 30%, 50%로 부풀린다. 그래서 개발자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우물쭈물하거나 엉뚱한 일을 한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 듯이, 개발문서가 너무 공손하면 독자를 가이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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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과� 이유의� 거리를�

좁혀서� 쓰자

☑ 개발문서는�잡지

개를 키울 때 개가 뭘 잘못하면 즉시 혼내라고 한다. 잘못했을 때 

바로 혼내지 않고 나중에 혼내면 개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주장과 이유도 마찬가지다. 주장을 했으면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해야 

한다. 앞에서 이유를 말했다고 해서 지금 주장만 하고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개발문서는 잡지와 같아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는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찾아보기 때문에 주장을 말했으면 비록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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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지라도 이유를 같이 말하거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음 예를 보자. 이 글은 Clova Interface Connect의 클라이언

트 기능 구현을 설명하는 문서 일부다. 굵게 표시한 글자 위주로 보면 

이상하게도 마지막 대화 ID를 기억하고 갱신하고 저장하고 기록하라

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주장한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가 없

다.

<대화 ID 관리 및 작업 처리하기>

간접 대화 구조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 ID라는 개념을 사용합

니다. 클라이언트는 대화 ID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행해

야 합니다. 

- 대화 ID 생성하기 

- 대화 ID에 따라 지시 메시지 처리하기

<대화 ID 생성하기> 

대화 ID는 사용자의 요청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자가 발화를 시작할 

때마다 생성하는 식별자입니다. 클라이언트는 CIC에 전달한 사용자

의 요청을 CIC로 보낼 때마다 마지막 사용자 요청의 대화 ID를 기억

해야 하며, CIC로 사용자 요청을 전달할 때마다 마지막 대화 ID를 갱

신해야 합니다. 

마지막 대화 ID란 클라이언트가 CIC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SpeechRecognizer.Recognize 이벤트 메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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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Recognizer.Recognize 이벤트 메시지에 포함된 대화 ID이며, 

클라이언트는 이 마지막 대화 ID를 잘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사용자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대화 ID를 생성

(UUID 포맷 권장)합니다.

2. SpeechRecognizer.Recognize 이벤트 메시지로 사용자의 요청

을 CIC로 전달합니다. (텍스트 명령이면, 

TextRecognizer.Recognize 이벤트 메시지) 

3. 이때 이벤트 메시지의 헤더의 dialogRequestId에 새로 생성한 

대화 ID를 포함시킵니다. 

4. 이벤트 메시지를 전송한 후 생성한 대화 ID를 마지막 대화 ID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Caution! 

마지막 대화 ID는 반드시 SpeechRecognizer.Recognize 이벤트 메

시지나 TextRecognizer.Recognize 이벤트 메시지 전송을 완료한 

후 갱신되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마지막 대화 ID를 기록하고 갱신해야 하는 이유는 

Clova Interface Connect 문서의 개요에 ‘간접 대화 구조’란 제목으

로 적혀 있다. 간접 대화란 두 사람이 직접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중간에서 대화를 연결해 주는 것이다. 즉, 사용자 – 클라이언트 

– Clova로 양방향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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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물었

다. 클라이언트는 Clova에게 요청을 전달하였고 Clova가 분석 중이

다. 그때 사용자가 “아냐, 그냥 신나는 노래 들려줘!”라고 말했다고 하

자.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더 이상 오늘 날씨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 

사용자의 마지막 요청(가장 최근 요청)인 신나는 노래를 골라서 틀어

줘야 한다. 그래서 항상 사용자의 마지막 대화를 클라이언트가 기록하

거나 갱신해놓고 있어야 한다.

☑ 개발자의�이유를�설명하기

그런데, 독자가 개요에 있는 이 내용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위 문서를 보면 “마지막 대화 ID를 왜 자꾸 갱신하라는 거야?”하고 

궁금해지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할 것이다. 현재 문서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는, 마지막 대화 ID를 기록하고 갱신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만 개발문서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버그가 생기고 한참을 고생해서 디버깅하다가 개발문서 보고 욕한다.

이유를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일일이 쓰기 어렵다면, 일단 짧

게라도 설명하고 이유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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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ID 생성하기> 

대화 ID는 사용자의 요청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자가 발화를 시작할 

때마다 생성하는 식별자입니다. 클라이언트는 CIC에 전달한 사용자

의 요청을 CIC로 보낼 때마다 마지막 사용자 요청의 대화 ID를 기

억해야 하며, CIC로 사용자 요청을 전달할 때마다 마지막 대화 ID

를 갱신해야 합니다. 

* 마지막 대화 ID를 기억·갱신하지 않으면, CIC가 요청을 처리하는 동

안 사용자의 요청 변경에 대응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CIC > 개요 > 간접 대화 구조에서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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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와� 답의� 거리를�

좁혀서� 쓰자

☑ 문제와�답

논증은 문제 해결과 비슷하다. 논증의 주장이 어떤 문제에 대한 특

정한 의견이기 때문이다. 개발에서는 문제 하나를 해결하는데 방법이 

유일한 경우는 드물다. 항상 여러 가지 방법 중 제일 나은 방법을 택

하는 것이 개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다. 문제 해결이 아닌 코

딩 방법은 유일해도 문제 해결 과정인 디버깅에는 온갖 방법이 다 있

는 이유다.

문제 해결에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 답을 알기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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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를 생각하면 쉽다. 문제를 검색했을 때 바로 답이 나와야 좋다. 

개발문서가 사실상 문제 해결 문서이므로 문제 바로 다음에 답이 먼저 

나와야 한다. 답을 찾아가는 지루한 과정을 먼저 보여줄 필요가 없다. 

다음 예를 보자.

구독자 목록과 관련한 groupid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 주소록 목록에서 주소록 이름을 클릭하여 ‘주소록 대시보드’로 이

동

- ‘그룹’을 클릭하여 그룹 목록으로 이동

- 그룹 이름을 클릭하여 그룹 필터링이 적용된 구독자 목록으로 이

동

-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URL에서 ‘subscribed’ 뒤의 숫자를 확인

위 예문을 잘 읽어보면, groupid가 구독자 목록 페이지의 URL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즉 주소록 

목록 > 주소록 대시보드 > 그룹 목록 > 구독자 목록으로 이동하는 과

정을 지루하게 먼저 보여준다.

☑ 문제와�답의�거리�좁히기

만약, 구독자 목록 페이지를 이미 찾아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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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맨 마지막 문장까지 가기 위해 쓸모없는 세 문장을 읽어야 한다. 

문제는 groupid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답은 구독자 목록 

페이지의 URL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문제와 답의 거리를 좁혀서 

쓰면 이해도 쉽고 불필요한 문장을 읽지 않아도 된다.

구독자 목록과 관련한 groupid는 확인하려면 ‘구독자 목록’ 페이지 

URL에서 ‘subcribed’ 뒤의 숫자를 보십시오.

* 구독자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을 모르면 다음과 같이 하십

시오.

- 주소록 목록에서 주소록 이름을 클릭하여 ‘주소록 대시보드’로 이

동

- ‘그룹’을 클릭하여 그룹 목록으로 이동

- 그룹 이름을 클릭하여 그룹 필터링이 적용된 구독자 목록으로 이

동

예를 하나 더 보자.

<애플리케이션 등록>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습니다.

- 네이버 개발자 센터의 메뉴에서 Application > 애플리케이션 등

록을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 동의 단계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한 다음 



개발자의� 글쓰기 185

▲ 목차

확인을 클릭합니다.

- 계정 정보 등록 단계에서 휴대폰 인증을 완료하고 회사 이름을 입

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등록 (API이용신청) 페이지에서 애플리케이션 등록 

세부 정보를 입력한 다음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방법을 하도 구차하게 설명해서 방법이라

고 할 것도 없을 정도다. 알다시피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는 사람이라

면 개발자다. 개발자가 이용약관 동의나 휴대폰 인증이 세부 정보 등

록을 못 할 리 없다. 다만,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어느 페이지에서 하

는지가 궁금해서 이 문서를 볼 것이다. 그러니 다음과 같이 답을 먼저 

알려주고 나머지는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좋다.

<애플리케이션 등록> 

네이버 개발자 센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면 Application > 

애플리케이션 등록 페이지로 이동해서 지시에 따르세요. 애플리케이

션 등록 시 이용약관 동의 및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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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샷으로� 가이드할� 때는�

짧게� 쓰자�

☑ 개발과�서사

서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적는 것을 말한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대로 쓰는 것이다. 

소설은 대부분 서사 방식으로 쓰여 있다.

개발에서도 서사를 많이 쓴다. 소설과 다른 것은, 소설과 다른 점

은, 독자에게 일어난 사건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한다는 것이다. 이때 소설과 달리 프로그램의 스크린샷을 보여주

면서 순서대로 말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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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때는 글이 주가 아니라 스크린샷이 주가 된다. 서사는 소

설이지만 스크린샷이 추가되는 순간 잡지가 되어서, 글도 잡지처럼 써

야 한다. 다음 예를 보자.

<푸시 서비스 설정>

푸시 서비스를 설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따라합니다.

1. 사이드바 메뉴에서 설정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를 펼칩니다.

2. 푸시를 선택하여 푸시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푸시 섹션에서 푸시 사용 버튼을 On으로 켭니다.

4. APNS 섹션에서 첫 번째 칸에 ‘인증서 업로드’를 클릭하여 인증

서를 등록합니다.

5. 두 번째 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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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결한�서사

보통 위 예문처럼 쓴다. 글의 번호와 스크린샷 안의 번호를 같게 

해서 번호마다 한 문장씩 글을 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렇게 쓰면 글과 스크린샷을 오가며 읽고 봐야 하므로 불

편하다. 그래서 번호별로 글이 많지 않으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단

어 앞에 번호를 붙이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푸시 서비스 설정>

푸시 서비스를 설정하려면 ①설정 > ②푸시 화면에서 ③푸시 사용을 

켜고, ④인증서를 업로드 한 뒤 ⑤비밀번호를 설정하여 ⑥저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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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의� 수준� 대신�

기술의� 범용성을� 기준으로� 쓰자

☑ 의미�있는�사건

서사가 순서대로 글을 쓰는 것이긴 하지만 단순한 사건이나 상황을 

시간순으로 무조건 기술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의미 있는 사건

을 시간적 전개 과정으로 써야 한다. 그래야 서사다. 

예를 들어 명절에 고향 방문해서 가족의 비밀을 엿듣는 일을 생각

해 보자. 그러려면 일단 고향에 가야 한다. 이것을 단순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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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갔다. 플랫폼이 나오자 뒤로 

고개를 돌렸다. 표지판을 읽었다. 표지판은 우측으로 100미터를 가

면 버스터미널이 나온다고 한다. 철수는 우측으로 고개를 돌렸다. 몸

도 돌렸다. 왼팔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을 들었다. 한걸음씩 걸었다. 

1미터, 2미터, 3미터.. 100미터가 되자 버스터미널이 나왔다. 바로 

앞에 표를 끊는 창구가 5개 보였다. 첫 번째 창구로 걸어갔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독자는 책을 던져버릴 것이다.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나 상황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은 서사가 아니다. 위 예문을 

서사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철수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 버스터미널로 갔다. 첫 번째 

창구에서 표를 끊어 버스에 탔다. 이제 5시간 후면 고향에 도착한다. 

철수는 잠시 눈을 붙였다. 이번에는 고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 개발자의�의미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 

필요할 때가 있다. 의미가 없다고 다짜고짜 본론부터 들어가서도 안 

된다. 다음 예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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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버스 타고 고향에 도착해서 가족의 비밀을 엿들었다. 철수는 

충격을 먹고 돌아왔다.

서사에서 의미는 작가가 부여한다. 사건이나 상황 그 자체가 의미 

있고 없고 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느냐에 따라 

글이 달라진다. 

개발자는 어떤 행동에 의미를 두고 글로 쓸지 직접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 사이트를 홈페이지로 설정하는 방법

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싶다고 하자. 그래서 사용자의 행동 하나하

나에 의미를 둔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쓸 것이다.

컴퓨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엽니다.

인터넷 브라우저가 다 열리면 오른쪽 위에서 더보기(:)를 찾습니다. 

더보기(:)를 찾았으면 마우스를 움직여서 화살표를 더보기(:) 위에 가

져다 댑니다.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확장 메뉴가 나타납니다.

확장 메뉴에서 ‘설정’을 찾습니다.

‘설정’을 찾았으면 마우스를 움직여서 화살표를 ‘설정’ 위에 가져다 

댑니다.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 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설정’ 페이지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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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이 ‘설정’ 페이지로 완전히 바뀔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모양’ 섹션을 찾습니다.

‘모양’ 섹션을 찾았으면, ‘모양’ 섹션 안에서 ‘홈 버튼 표시’를 찾습니

다.

‘홈 버튼 표시’를 찾았으면 ‘홈 버튼 표시’ 오른쪽에 슬라이드 버튼을 

찾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서 화살표를 슬라이드 버튼에 댑니다.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 오른쪽으로 움

직입니다. 

이렇게 쓰면 많은 독자가 화를 낼 것이다. 하지만 아주 비싸고 새

롭고 첨단의 스마트폰을 개발한 개발자가 사용자에게 안전한 분해법을 

알려주겠다면 이렇게 쓰고, 독자도 만족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어떤 개발자도 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를 설정하는 방

법에 이렇게까지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의미 없는 행동은 없

애거나 합친다. 

컴퓨터 브라우저 오른쪽 위에서 더보기(:)를 눌러서 확장 메뉴가 나

오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화면이 바뀌면 ‘모양’ 섹션 안에 있는 ‘홈 버튼 표시’를 켭니다.

옵션이 나타나면 두 번째 칸에 www.OOO.com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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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개발자가, 의미 있는 행동마저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없애기도 한다. 그러면 갑자기 맥락이 사라져서 독자는 혼란스럽다. 

다음 예를 보자.

툴바에서 더보기(:) > 확장을 클릭합니다.

‘홈 버튼 표시’를 켜서 URL을 입력합니다.

독자가 ‘더보기(:) > 확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헷갈린다. 

홈페이지 주소 대신에 ‘URL’이란 글자를 입력할지도 모른다. 개발자

가 보기에 의미 없다고 생각한 것이 독자에게 중요한 이해 포인트일 

수도 있다.

☑ 서사의�줄다리기

개발문서에서 서사는 결국, 개발자와 독자 사이의 줄다리기 같은 

것이다. 개발자는 의미 없는 것은 빼고 중요한 것은 넣기를 원한다. 

독자도 의미 있는 것만 남고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해 주기를 원한다. 

일반적인 기획서나 보고서 같은 비즈니스 문서는 보고 대상이 누군

지 정해져 있어서 대상에 맞춰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개발자

가 쓴 개발문서의 독자는 매우 다양하다. 심지어 문서를 GitHub에 공

개하면 전세계 개발자가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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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는 독자가 누구고 어떤 실력을 갖췄는지 모른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쓰다가는 서사가 너무 길어진다. 대학 교수 수준으로 

쓰면 서사가 너무 짧아서 맥락이 끊어진다. 비즈니스 문서와 달리 개

발문서는 독자의 수준에 맞춰 쓰기가 매우 어렵다.

☑ 기술의�범용성�활용

좋은 방법은 기술의 범용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만약 10년 

전에 스마트폰 사용 매뉴얼을 썼다고 하자. 그때는 새로운 유저인터페

이스를 아주 장황하게 기술했다. 그때는 초등학생이나 대학 교수나 똑

같은 수준이었다. 지금은 그냥 더블 클릭, 길게 클릭, 슬라이딩, 확대 

같은 말만 써도 독자가 알아듣는다. 초등학생이나 대학 교수나 모두 

잘 이해한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메뉴를 찾아 마우스를 클릭하는 일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툴바에서 더보기(:) > 확장을 클릭’

하라고만 쓰면 독자는 “툴바는 브라우저 상단에 있으므로 브라우저 상

단에서 더보기 모양(:)을 찾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에서 확장을 찾

아 클릭하면 되겠군.”하고 생각한다.

또 다른 방법은 개발문서를 읽기 전에 기본적인 수준을 맞춰놓는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나 ‘개요’ 항목에 최소 분량으로 기본적인 지

식을 설명한다.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설치 후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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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할 때 중요한 사용법을 몇 개 화면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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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에서� 단계를,�

단계에서� 목차를� 만들자�

☑ 대서사시

개발 가이드나 사용법, 도움말 등의 문서에 서사가 많다. 독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오류 없이, 순서대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다. 그

런데 어떤 복잡한 것을 순서대로 말하려면 글이 너무 길어진다. 게다

가 앞의 행동과 뒤의 행동이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맥락이 크게 바뀌

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구글 브라우저 개발자 모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디버깅

하는 가이드 문서를 보자. 이 가이드 문서에서 독자의 행동을 지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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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사를 모으면 다음과 같다. 

<Chrome DevTools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디버깅하기>

1. Open Demo를 클릭합니다. 데모가 새 탭에서 열립니다.

2. 데모에서 Number 1에 5를 입력합니다.

3. Number 2에 1을 입력합니다.

4. Add Number 1 and Number 2를 클릭합니다.

5. 입력과 버튼 아래의 레이블을 살펴봅니다. 5 + 1 = 51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결과입니다. 올바른 결과는 6입니다. 이 버

그를 수정해야 합니다.

6. 데모에서 Command+Option+I(Mac) 또는 Control+Shift+I(Wi

ndows, Linux)를 눌러서 DevTools를 엽니다.

7. Sources 탭을 클릭합니다.

8. Event Listener Breakpoints를 클릭하여 섹션을 펼칩니다. Dev

Tools에 확장 가능한 이벤트 범주 목록(예: 애니메이션과클립보드)이 

나타납니다.

9. Mouse 이벤트 범주 옆에서 Expand Expand아이콘를 클릭합니

다. DevTools에 마우스 이벤트 목록(예: click)이 나타납니다. 그 옆

에 확인란이 있습니다.

10. click 확인란에 표시합니다.

11. 데모로 돌아가서 다시 Add Number 1 and Number 2를 클

릭합니다. DevTools는 데모를 일시 중지하고 Sources 패널의 코드 

줄을 강조표시합니다. DevTools가 강조표시하는 코드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function on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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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DevTools의 Sources 패널에서 Step into next function call 

Step into next function call을 클릭하여 onClick() 함수를 한 번

에 한 줄씩 순차 실행합니다. DevTools가 다음 코드 줄을 강조표시

합니다. if (inputsAreEmpty()) {

...

25. 다른 값으로 데모를 시험합니다. 이제 데모가 합계를 올바르게 

계산할 것입니다.

독자가 이 예문이 지시한 대로 25개의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열 

번째쯤에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25번째 

지시까지 따르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 버린다.

☑ 단계�만들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단계 개념을 사용한다. 25개의 지시를 몇 

개씩 묶어서 몇 가지 단계로 나눈다. 예를 들어 1번 지시부터 5번 지

시까지는 데모에서 버그를 만드는 단계다. 즉, 1단계가 ‘버그 재현’이

다. 일단 버그를 만들어야 디버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번부터 11번까지는 자바스크립트 실행을 실행 함수를 찾아 실행

을 멈추는 단계다. 2단계로 ‘실행 코드 검색 및 일시 중지’라고 할 수 

있다. .



개발자의� 글쓰기 200

▲ 목차

이런 식으로 단계를 만들어 나가면 다음과 같다. 

<Chrome DevTools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디버깅하기>

1단계: 버그 재현

1. Open Demo를 클릭합니다. 데모가 새 탭에서 열립니다.

...

2단계: 실행 코드 검색 및 일시 중지

1. 데모에서 Command+Option+I(Mac) 또는 Control+Shift+I(Wi

ndows, Linux)를 눌러서 DevTools를 엽니다.

...

3단계: 단계별 코드 실행

1. DevTools의 Sources 패널에서 Step into next function call 

Step into next function call을 클릭하여 onClick() 함수를 한 번

에 한 줄씩 순차 실행합니다. DevTools가 다음 코드 줄을 강조표시

합니다. if (inputsAreEmpty()) {

...

4단계: 다른 중단점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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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목표

각 단계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유의 문서가 대부분 처음에는 쉽고 뒤로 갈수록 어렵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쉬운 목표를 달성하면서 조금씩 어려운 단계의 어

려운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문에서 1단계의 목표는 버그 만들기다. 2 단계의 목표는 이벤트 

실행 코드를 찾기다. 이것을 글로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Chrome DevTools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디버깅하기>

1단계: 버그 재현

버그 재현은 항상 디버깅의 첫 단계입니다. 버그를 재현할 수 있어야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데모 페이지에서 버그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1. Open Demo를 클릭합니다. 데모가 새 탭에서 열립니다.

...

2단계: 실행 코드 검색 및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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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Tools에서는 코드를 실행하는 도중에 일시 중지하고 특정 시점

의 모든 변수 값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일시 중지하는 도구

는 중단점이라고 합니다. 이번 단계에서서 코드를 일시 중지하는 도

구를 배우겠습니다.

1. 데모에서 Command+Option+I(Mac) 또는 Control+Shift+I(Wi

ndows, Linux)를 눌러서 DevTools를 엽니다.

...

단계를 잘 만들었다면 목차로 바로 쓸 수 있다. 특히, 홈페이지에 

개발문서를 HTML로 게시할 때는, 문서 상단과 사이드바에 목차를 배

치해서 링크를 걸어주면 독자가 보기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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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를 목차로 만들어 링크를 걸었다.(구글 CHROME DEVTOOLS > 
JavaScript > Get St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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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모니터에서 볼 때는 오른쪽 사이드바에 목차를 고정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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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수주를�돕는

SI�제안서�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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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가� 알아야� 할�

제안서� 작성� 원칙

☑ 개발자와�제안PM의�차이

개발자라고 코드만 짜지 않는다. SI업체에서 개발 일을 한다면 공

공 입찰 제안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솔루션 업체에서 일하면 제안서

를 안 쓸 것 같지만 기업 솔루션이면 어차피 솔루션 제안서를 써야 

한다. 

서비스 기업이라고 다를 것 없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일하는 개

발자도 B2B 솔루션을 만들면 제조사나 금융사 같은 데에 무수히 제안

서를 써내야 한다. 제안서를 한 번도 쓰지 못했다면 대학생이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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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운이 좋은(?) 개발자다.

제안서에서 개발자는 주로 기술부문을 쓴다. 제안PM이 개발자 출

신이라면 개발자가 쓰는 기술부문을 꼼꼼히 보고 챙길 것이다. 하지만 

제안PM이 비 개발자 출신이면 개발자 혼자 기술부문을 떠맡는다. 기

술부문에 대한 책임을 개발자가 온전히 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사실, 제안서의 기술부문에는 그림과 표가 대부분이다. 시

스템 구성도를 생각해 보자. 전부 그림이다. 시스템 기능이나 사양, 구

성장치 내역이나 규격도 그림과 표로만 나타낸다. 하드웨어와 관련된 

것은 보통 하드웨어 제공 업체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때도 많다. 

시스템 납품이나 설치 방안도 마찬가지다.

개발자가 기술부문에서 쓰기 어려운 것은 목적, 목표, 전략, 방안, 

기대효과 같은 것이다. 시스템 구축 목적, 시스템 구축 전략, 소프트웨

어 개발 방안, 테스트 방안, 향후 시스템 발전 방안, 개발의 특징, 개

발 방안의 장점 같은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제안PM이 요청할 때도 많

다. 이를테면 제안PM은 개발자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기술부문의 전략은 한마디로 뭔가요?”

“이번 제안에서 기술 쪽 핵심이 뭔가요?”

“기술적인 면의 특징이나 장점을 한 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도의 차별점을 두 줄로 써 주세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안에서 심사위원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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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써 주세요.”

“제안PT할 때 심사위원이 기술부문에서 질문할 것을 적어주세요.”

이런 것은 기존 제안서 내용을 따서 붙일 수도 없다. 내용이 다르

기 때문이다. 제안하는 업체가 모두 똑같은 하드웨어와 솔루션을 제안

해도 목적, 목표, 전략, 방안 같은 것은 모두 다르다. 그러니 개발자가 

제안서에서 쓰기 어려운 것은 이렇게 전략적 제안에 관한 것이다.

☑ 시스템�구성도의�본질은�그림이�아니다

예를 들어보자. 다음 그림은 흔히 보는 시스템 구성도다. 제안서에

는 이런 시스템 구성도가 한 장을 차지한다. 

개발자가 제안요청서에 있는 시스템 구성도(As-Is)를 분석해서 새

로운 시스템 구성도(To-Be)를 구상하여 그림을 그리고 제안서에 넣는 

것은 본래 개발자의 업무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 구성도의 목적, 목

표, 전략, 방안, 효과, 특징, 장점, 강점을 기술하는 것은 개발자의 본

래 업무를 뛰어넘는 일이다. 이런 것을 글로 표현하기가 여간 쉽지 않

다. 그래서 개발자는 시스템 구성도를 그리고 나면 다음과 같이 한 줄

짜리 글만 쓰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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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성능, 안정성, 확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구

성함.”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시스템 구성도에 쓰든 똑같이 적용되는 말

이다. 시스템이 응당 갖추어야 할 것이 성능, 안정성, 확장성이기 때문

이다.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 밥을 먹는다”란 말과 다를 것이 없다.

제안PM이 개발자에게 원하는 글은 이런 것이다.

“고객은 무려 10만 명의 동시 사용자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원

합니다. 이 시스템 구성도가 고객이 필요한 성능을 가장 적은 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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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낼 수 있는 구성이라는 것을 몇 줄로라도 써 주세요.”

“1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생산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안정

적으로 저장하려면 백업 체계를 갖춰야 하겠죠. 그런데 경쟁사도 백업 

체계를 제안할 텐데 우리가 제안하는 백업 체계가 무엇이 다른지 몇 

줄로라도 써 주세요.”

“시스템 구성도로만 봐서는 확장성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고객은 

향후에 동시 접속자 수 100만 명도 생각하고 있어요. 시스템 구성도

를 보면 웹서버만 확장하고 데이터 서버는 확장하는지 안 하는지 분명

하지 않습니다. 추가 설명을 해야 심사위원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안서에는 쓰지 않더라도 발표자료에는 넣어야 하니 한 장으로라도 

따로 정리해 주세요.”

제안PM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개발자가 제안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 수 있다. 

☑ 제안요청서�분석

첫째는 제안요청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제안PM은 거의 모든 요구를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한다. 제안요

청서는 고객이 제안을 요청하는 문서다. 그래서 제안요청서에는 제안

을 요청하는 배경, 사업의 목적, 요구사항, 목표 시스템, 현재 시스템 

등이 적혀 있다. 일반 대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은 아니지만 몇 장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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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제안요청서를 제시한다. 제안PM은 이런 제안요청서를 보고 제안

을 시작한다.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의 시작이다. 거의 모든 문제와 답은 제

안요청서에 들어있다. 말이 제안요청서지 실제로는 답안지인 셈이다. 

답안지를 들고도 답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마찬

가지로 답안지를 들고도 엉뚱한 답을 쓰는 사람을 보면 이 또한 얼마

나 황당하겠는가.

제안PM은 제안요청서에 문제와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많은 개발자가 제안요청서를 다 읽지 않고 기술과 관련된 요구사항만

만 읽고 제안서를 쓰다 보니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경향이 있다.

제안요청서에는 목표시스템, 하드웨어 구성도(물리, 개념), 소프트

웨어 구성도, 요구 기능, 구매 소프트웨어 목록 같은 것이 이미 들어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배경도 상황도 답도 다 제안요청서

에 들어있다. 제안PM은 이것을 모두 분석하고 이해해서 제안하는데, 

개발자는 일부분만 보고 그림만 그려서는 안 된다. 제안요청서 곳곳에

는 기술부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힌트가 숨어 있다. 개발자가 

제안요청서에서 힌트를 잘 찾아내기만 하면 기술부문을 더 전략적으로 

쓸 수 있다. 

☑ 논리적�완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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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항목을 논리적으로 완결하는 것이다.

제안서는 기승전결이 있는 소설이 아니다. 그런데 제안서를 잘 못 

쓰는 사람들은 소설처럼 쓴다. 100장짜리 제안서를 한 묶음으로 생각

해서 쓰고, 제안서를 읽는 사람이 모두 1쪽에서 100쪽까지 차례대로 

읽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누구도 제안서를 소설 읽듯이 첫 글자부터 순서대로 읽지 

않는다. 사업 담당자나 심사위원은 자기가 관련했거나 관심 있는 항

목, 또는 장표만 골라 읽는다.

만약 그 항목이나 장표의 내용이 완결하지 않으면 앞뒤 항목이나 

앞뒤 장표를 살펴봐야 한다. 그 순간 제안서는 숨은그림찾기가 된다. 

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람이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바로 이때다. 제안서

를 읽는 일이 숨은그림찾기가 될 때다. 이 내용이 왜 나왔는지 앞에서 

찾아야 하고, 이 장황한 내용의 결론이 뭔지 몰라 뒤를 뒤질 때, 심사

위원의 마음과 점수는 이미 이 업체에서 떠나버린다.

‘시스템 구성도’이라는 항목을 작성한다면, 이 항목 안에는 시스템 

구성에 관한 고객의 요구, 고려사항, 구성 전략, 구성 목표, 구성 방

안, 구성의 특장점, 기대 효과가 들어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시스템 구

성도를 그렇게 그린 이유를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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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문제� 인식과�

제안사의� 문제� 해결� 능력

☑ 문제�인식과�문제�해결�능력

제안서의 시작은 고객의 문제가 아니다. 고객은 문제가 있다고 해

서 다 해결하지 않는다. 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보다 문제 해결 후 나

타나는 효과가 낮으면, 즉 비용 대비 효과가 낮으면 문제를 그냥 놔둔

다. 굳이 문제를 풀려다 손해 볼 필요가 없다. 전세 사는 집에서 몇만 

원 되는 난방비를 줄이려고 몇백만 원 하는 보일러를 새로 들이려는 

세입자는 없다.

대다수가 사소하다 여기는 문제를 어떤 고객은 중대하게 인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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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고객사에 CTO가 새로 오면 

그는 늘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싶다. 

직원은 이전 CTO 밑에서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시스템을 새로운 

CTO 밑에서 다시 검토하고 실행한다.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를 

대비하거나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내

부의 간단한 IT 툴을 바꾸거나 가벼운 솔루션을 새로 도입하기도 한

다.

고객에게 문제 인식이 있다면 제안사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어떤 문제가 일반적으로 풀기 어렵다고 해도 제안사에 솔루션이 있으

면 쉽게 풀 수 있다. 하지만 솔루션이 없으면 풀기 어렵다. 제안사가 

솔루션이 없어서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경쟁사는 솔루션이 있어서 아

주 쉽게 풀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은 제안사가 솔루션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고객이 앱 개발을 요청하면서 안드로이드 버전과 iOS 

버전 두 개를 다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iOS 개발자

가 없으면 개발하기 어렵다. 이럴 때 외주 용역을 쓴다. 그런데 한 번

도 외주를 쓴 적이 없다면 외주 관리 리스크가 커져서 개발 난이도가 

높아진다. iOS 개발자가 있다고 해도 개발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개발 난이도는 높아진다. 

이처럼 제안에는 고객의 문제 인식과 제안사의 문제 해결 능력이 

‘문제’다. 이 2가지 기준으로 4가지 제안 방법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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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문제 해결 능력

탁월함 부족함

고객

의 

문제 

인식

중대

함

① 경쟁사와 비교하여 

제안하라

② 일단 동감하고 다른 

방안을 제시하라

사소

함

③ 고객이 문제를 중대하게 

인식하게 만들어라

④ 경쟁사의 전략을 

확인하여 대처하라

☑ ①�경쟁사와�비교하여�제안하라

고객이 문제를 중대하게 생각하고 제안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이 탁월하다면 경쟁사와 비교하여 제안해야 한다. 제안사의 강점을 최

대한 부각하는 방법이 경쟁사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제안사가 가진 솔루션이 혁신적이면서도 안정적이라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혁신성만 강조하면 고객이 너무 실험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 앱을 예로 들어보자. 한 스마트폰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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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만의 내비게이션 앱을 기본 앱으로 깔기 위해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안을 요청했다고 하자. 이때 고객이 가장 중대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운전자 맞춤형 경로 추천 기능이라고 하자. 

지금은 지금의 실시간 빠른 길, 실시간 편한 길, 최단 거리, 고속

도로 우선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실시간 편한 길이 현재는 도로 중

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즉, 넓고 곧고 신호등이 적은 도로를 편한 길

로 판단한다. 

그런데 어떤 운전자는 평소에 잘 아는 길을 더 편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또 점심시간 직후에 운전한다면 몰려오는 졸음을 참으려고 일

부러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편하게 느낄지도 모른다. 그런데 현재는 

고객의 주행 특성이나 시간대를 고려하여 경로는 추천하기가 쉽지 않

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 제안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

능 기반의 솔루션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능력을 강

조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없다면 다음과 같이 솔루션을 설명

하는 데 그친다.

<운전자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경로 추천 기능>

제안사의 인공지능 경로 추천 기능은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

춤형 경로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경로 추천 기능의 작동 원

리입니다.

<그림> 인공지능 경로 추천 기능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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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 전혀 제안사의 강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경쟁사와 비

교하여 쓴 다음과 비교해 보라.

<운전자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편한 길 추천 솔루션>

제안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능 경로 추천 솔루션을 갖고 있

습니다. 다른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표> 주요 업체의 편한 길 추천 기능 비교

주요 기능 제안사 B 사 C 사

운전 이력 기록 O O O

운전 이력 분석 O O X

운전 시간 분석 O X X

운전 취향 분석 O X X

맞춤형 추천 O X X

제안사의 인공지능 경로 추천 솔루션은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운전자

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혁신적이면서 안정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림> 인공지능 경로 추천 기능 작동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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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일단�동감하고�다른�방안을�제시하라

고객이 문제를 중대하게 생각하지만 제안사가 그 문제를 해결할 능

력이 미흡하다면 고객의 인식에 일단 동감한 뒤 다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가진 경쟁사는 자신의 솔루션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거기에 대고 솔루션도 없는 제안사가 ‘나도 할 수 있다’거나 ‘한번 

해보겠다’라고 쓰면 그 프로젝트는 망한다고 봐야 한다. 아무리 회사

에서 개발자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번에 하면서 만들어보

자”라고 말해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럴 때는 무조건 경쟁사와 다른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경쟁사와 

직접 부딪혀서는 이길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제안은 여러 안

을 내놓고 경쟁하는 것이다. 문제에 답이 하나일 수가 없다. 제안에서

는 누가 더 일리 있는 안을 내놓느냐가 중요하다.

앞의 예를 이어가 보자. 경쟁사 중에서 A사가 운전자 특성을 반영

한 인공지능 경로 추천 솔루션을 갖고 있어서 가장 유리한 입장이고, 

우리는 B사라고 하자.

고객이 가장 중대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경로 추천 기능이다. 경쟁

사는 운전 시간과 운전 취향을 인공지능으로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한

다. 이 방식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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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충분한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 운전자가 여러 시간대를 여러 

취향으로 운전하기까지는 인공지능이 제 성능을 낼 수 없다. 

둘째, 인공지능이 추천한 경로가 운전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운

전자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운전자를 테스트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대안을 세워보자. 학습 시간이 필요 없고, 운전자가 스

스로 테스트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어쩌면 운전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즉, 운전자에게 ‘고급 추천 기능’을 

사용케 하고, 이때 운전자의 취향을 간단히 설문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자. 

그러면 기존 방식과 인공지능 방식, 그리고 설문 방식을 비교할 수 

있다. 즉, 고객에게 편한 길을 제시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제

안사가 선택한 방법이 더 좋은 대안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써야 한다.

<운전자 특성을 즉시 반영하는 편한 길 추천 솔루션>

운전자 특성을 고려하여 편한 길을 추천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제안사는 가장 정확하고 안정적이며 즉시 반영이 가능한 A안 ‘설문 

방식’을 제안합니다.  

<표> 맞춤형 편한 길 추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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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A안. 

설문 방식

B안. 

인공지능 방식

C안. 

기존 방식

정확도 높음 오락가락함 보통

안정성 높음 낮음 보통

반영 시간 1분 3개월 (해당 없음)

개발 기간 2개월 6개월 1개월

검증 가능 불가능 (해당 없음)

<그림> 설문 방식의 편한 길 추천 기능 작동 원리

...

☑ ③�고객이�문제를�중대하게�인식하게�만들어라

고객이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는데, 제안사가 그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런데 제안사가 제안에 내세울 만한 것이 이 

문제 해결뿐이라고 하자. 딱히 다른 강점이 없는 상황에 이 문제 해결

이 그나마 경쟁사와 비교해서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

게든 고객이 그 문제를 중대하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앞서 예에서 스마트폰 제조사가 운전자 맞춤형 추천 경로를 요구했

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하자. 고객이 운전자 맞춤형 추천 경로에

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하자. 그러니까, 기존의 경로 추천이 가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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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중대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제안사는 인공지능을 이

용한 운전자 맞춤형 경로 추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런 경우라면 제안사는 고객에게 기존의 경로 추천이 가진 문제를 

부각하여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선진사가 점점 인공지능 기반의 운전

자 맞춤형 경로 추천 기능을 개발하고 있고, 운전자들도 그런 기능을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써야 한다.

<경로 추천 트렌드와 최신 기술 분석>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자율주행차와 운전자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외 선진사를 중심으로 기존 기능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부터 인공지능 기반의 운전자 맞춤형 경로 추천 기능을 핵

심 차별화 기능으로 선정하여 미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안사는 이미 인공지능으로 운전자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추천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표> 미국 내비게이션 전문가들이 연구 중인 경로 추천 방법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추천

주행 차선 기준 추천

1m 이내 추천

실감 이미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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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경쟁사의�전략을�확인하여�대처하라

고객이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고 제안사도 딱히 내세울 만한 솔루

션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보통은 제안서에 다루지 않거나, 다룬다 해

도 평이하게 쓰고 넘어간다. 고객도 신경 안 쓰고 제안사도 딱히 할 

말 없는데 굳이 문제를 장황하게 떠들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만약 경쟁사가 그 문제를 들고나오면 어떻게 할까? 경쟁사

는 그 문제를 중대한 문제라고 고객을 설득하면 어떻게 할까? 

제안발표 중이라고 생각해 보자. 경쟁사가 우리 앞 시간에 제안발

표를 한다. 그런데 거기서 고객이 사소하게 생각했던 문제를 아주 중

대하게 얘기하고 자신들이 가진 솔루션을 엄청 부각한다. 하필 심사위

원 중에 그 논리에 빠진 사람이 있다. 

이제 우리가 제안발표를 한다. 그런데 Q&A 시간에 그 심사위원이 

그 문제를 질문한다. 그는 “앞 시간에 발표한 업체가 그 문제가 아주 

중대하고 발주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혹시 지금 발표하신 업체도 뭔가 확실한 솔루션이나 방안이 있으신가

요?”

그래서 아무리 고객이 사소하게 여기고 제안사도 딱히 내세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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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할지라도 뭔가 할 말은 준비해야 한다. 경쟁사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문제에 대해 예상 

질문과 답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

사실 이런 것을 개발자 혼자 준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럴 때는 제

안PM과 충분히 논의하자. 만약 개발자 출신 제안PM이라면 문제를 문

제로 보지 말고, 고객의 문제 인식과 제안사의 문제 해결 능력을 꼭 

따져서 제안서를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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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요구사항은�

변할� 수밖에� 없다

☑ 개발은�고객�요구�실현

개발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구사항이란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개발하는 중에 요구사항이 

바뀌기도 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오기도 하고, 힘들게 개발했더

니 요구사항에서 빠지기도 한다. 이럴 때마다 개발자는 허탈하고 속상

하고 황당하다.

고객이 요구사항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지 않고, 중간에 바꾸고, 막

판에 추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알고 



개발자의� 글쓰기 225

▲ 목차

대비해야 한다.

☑ 요구사항을�분석하지�말고�제시하라�

첫째,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 정확히 뭔지 모른다. 개발 용

역은 백화점에서 내가 입을 옷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실과 바늘만 가

지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성의 옷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성

을 본 적도 없고, 실과 바늘로 옷을 만들 줄도 모르는 사람이 백화점

에서 잘 나가는 옷 몇 벌을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고객의 요구사항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개발자가 고객에게 요구사항을 ‘요구’하는 것 자

체가 황당한 일이다.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

르기 때문에 외주 용역을 주는 것이다. 

고객이 “나는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는 대로 생각난 대

로 여기에 적었으니, 이 중에 무엇이 요구사항인지 알아서 판단하고 

내게 정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해 주시오.”라고 쓴 것이 제안요청서다.

따라서 개발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분석하여 개발하는 것

이 아니라, 고객에게 요구사항을 제시해서 고객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다음은 홈페이지 구축 제안요청서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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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내용]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한 반응형 웹 구축

...

[공통 사항]

화면의 길이는 가급적 한 화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며 한 페이지

의 내용이 아래로 3page를 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더 많은 

내용의 콘텐츠가 구성될 경우 네비게이션 태그를 추가하여 쉽게 이

동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

[디자인 요구사항]

1024 X 768 Pixel 해상도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구현한다.

...

예문을 보면 고객이 원하는 것은 3가지다. 첫째, 반응형 웹, 둘째, 

한 화면의 내용 길이를 최대 3page로 할 것, 셋째, 1024 X 768 해

상도에 맞출 것.

그런데 이 3가지 내용은 현실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반응형 

웹을 하려면 1024 X 768 해상도에 맞출 수 없다. 반응형 웹 자체가 

단말기와 브라우저 크기에 반응해서 최적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1024 X 768 해상도에서 3page로 보이던 내용이 스마트폰에

서는 10page 가까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스마트폰에

서도 최대 3page 이내로만 보이게 하려면 페이지 내용을 해상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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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처음부터 조각내서 만들거나, 페이지 내용을 동적으로 다시 디스

플레이해야 한다. 이 일은 홈페이지를 서너 개 만드는 정도의 노력이 

든다.

개발자는 고객에게 이 3가지 요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없다고 알

려주면서 요구사항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문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중 반응형 웹, 한 화면의 내용 길이를 최대 3p

age로 할 것, 1024 X 768 해상도에 맞출 것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없음.

[대안 제시]

1024 X 768 Pixel 해상도에서 내용이 최대 3page를 넘지 않도록 

화면을 구현하고, 분량이 많거나 해상도가 줄어서 3page를 넘는 경

우에는 자동으로 네비게이션 태그가 보이게 하는 방법을 제시함.

☑ 변화하는�요구사항에�대비하라

둘째, 요구사항은 반드시 변한다. 인천에서 서울 종로까지 자동차

로 출근한다고 생각해 보자. 출근 전에 내비게이션을 켜면 추천 경로

와 예상 시간을 알려준다. 하지만 일단 자동차를 운행하면 내비게이션

은 끊임없이 경로를 재탐색한다. 도로 상황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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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만약 도로 상황과 관계없이 내비게이션이 처음에 추천한 경로로 간

다면 지각할 확률이 더 높다. 만약 내비게이션이 시킨 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은 다시 새로운 길을 탐색한다. 이 과정이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한다.

개발이란 것이 이와 같다. 목표시스템이 짠 하고 만들어져서 작동

을 시작해도 요구사항이 바뀌고 새로운 요구사항이 들어온다. 그러니 

최초의 요구사항은 단지 참고일 뿐이다.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변한다

는 것을 이해해야 개발자가 대응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요구사

항 정의와 구현, 고객의 검수 사이의 시간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안요청서에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의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았다고 하자.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 요구>

- SQL 인젝션 해킹에 대비하여 개발해야 함.

- 로그인할 때 아이디를 기억하는 기능 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수주해서 고객과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미팅을 하

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왔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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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QL 인젝션 해킹에 대비하여 개발해야 함.

- 로그인할 때 아이디를 기억하는 기능 필요.

- 아이디 중복체크

- 비밀번호 암호화

이렇게 요구사항이 정리된 뒤 분석과 설계가 끝나고 개발자가 개발

을 완료했다. 그런데 회원가입과 로그인 말고도 무수히 많은 기능이 

있어서 이것들을 다 개발하고 나니 어느새 6개월이 지났다. 이제 테스

트 단계에 접어들어서 고객이 테스트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갑자기 

고객이 메일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 관련 추가 요구>

- 회원가입할 때 휴대폰 등으로 본인 확인 필요

- 로그인할 때 아이디를 기억하지 못하게 보안 로그인(1회용 로그인) 

기능 추가

고객이 6개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사이트를 다니며 벤치마킹을 

했고, 그러다 보니 미처 생각지 못했던 기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

을 끝낸 개발자에게 추가 요구로 요청하는 상황이다.

계약에 따르면 개발자는 추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은 그렇지 못하다. 테스트 직후에 완료 검수를 받아야 하는데 고객이 

추가 요구를 핑계로 검수를 미루거나 하면 개발자만 곤란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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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과 주말 근무를 해서 고객의 추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기존에는 목표시스템 전체를 기준으로 분석 단계에서 요구사항을 

모두 정의했다. 그것을 가지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한 뒤 검수를 

받았다. 이 방식을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와 고객이 실제 결과를 볼 때

(=테스트할 때)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사

항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기존 방식을 투 트랙으로 바꾸는 것이다. 첫 번째 트랙은 

목표시스템 전체에 대해 분석-설계-구현-테스트-검수 단계를 밟는 것

이다. 두 번째 트랙은 기능별로 분석-설계-구현-테스트-검수 단계를 

짧게 받는 것이다.

첫 번째 트랙에서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으로 요구를 정의한

다. 주로 제안요청서에 있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정의한다. 두 번째 

트랙에서는 각 기능별로 세부 활동에 대한 정밀한 요구를 정의한다. 

이 활동은 이 기능을 개발하기 직전에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즉, 개발하기 직전에 고객과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점

검하는 것이다. 이때, 개발자는 아이디를 중복체크할 것인지, 비밀번호

를 암호화할 것인지,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할 것인지, 1회용 보안 

로그인 기능을 넣을 것인지 하나하나 묻고 체크해야 한다. 이것을 그

대로 문서화하여 고객의 승인을 받은 뒤에 곧바로 설계하여 개발한다.

해당 기능의 개발이 끝나면 즉시 고객에게 테스트를 요청하고 검수

를 받는다. 전체 목표 시스템이 아니라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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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서 검수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객의 요구와 개발, 검수 

사이의 시간 차이를 최소로 줄일 수 있고, 고객의 변덕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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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총만족도를�

높이자

☑ 요구라고�다�같은�요구가�아니다

개발자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객의 불만이 커진다. 

그러면 개발자가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면 고객은 무조건 만족하는가?

고객이 A, B, C 세 가지 기능을 요구했다. 그런데 A 기능을 개발

하는데 20시간이 들지만 완료한다고 해서 고객이 그렇게 만족하는 것

은 아니다. B 기능은 개발자가 60시간이나 들여서 만들어야 한다. 하

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도 고객의 만족도는 전혀 오르지 않는다. 

당연한 것을 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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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C 기능은 다르다. C 기능은 겨우 10시간만 들이면 개발할 

수 있다. 그런데 C 기능을 완료하면 고객은 매우 좋아한다. 고객이 딱 

필요로 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요구사항은 개발자 관점이든 고객 관점이든 같은 급이 아니

다. 어떤 요구사항은 S급이고 어떤 요구사항은 C급이다. 가장 좋은 것

은 개발자의 시간을 적게 쓰면서도 고객의 만족도가 높은 기능을 먼저 

잘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념이 아

니라, 고객의 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개발자의 자원을 고객의 총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법은 쉽다. 다음 표처럼 요구사항마다 개발자의 소요 시간과 고

객의 예상 만족도를 숫자로 표시하자.

요구사항
개발자의 소요 시간

(시)

고객의 예상 만족도

(1~10)

A 기능 20 3

B 기능 60 1

C 기능 10 9

: : :

 이제 이 표를 가지고 XY 좌표를 만든다. 그러면 개발자가 무엇부

터 개발해야 하고, 무엇에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알 수 있

다. 여기서는 C 기능을 가장 먼저 만들고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테

스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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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예상 

만족도 ∙ C 기능

∙ A 기능

∙ B 기능

개발자의 소요 시간

☑ 카노�모델로�본� 요구의�세� 가지�종류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려면 카노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카노 

모델은 카노 노리아가 1980년대에 연구한 상품 기획 이론이다. 어떤 

상품의 기능이나 구성 요소의 충족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사이의 관계

를 설명한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 x축은 고객의 요구 충족도다. y축

은 고객의 만족도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면 고객

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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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노 모델
 

그런데 여기에는 3가지 경우가 있다. 

Basic은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객이 불만족하지만, 요구를 충

족했다고 해서 고객 만족도가 크게 오르지는 않는 유형이다. 예를 들

어,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같은 기본적인 기능은 없으면 큰 불만

을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기능을 열심히 만들어봤자 고객이 크게 만

족하지도 않는다. 당연한 요구를 당연히 수행한 것이다.

Perfomance는 요구를 충족할수록 고객이 만족하고, 충족하지 않

으면 고객이 불만족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웹 페이지 로딩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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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딩 시간이 길면 길수록 고객의 불만이 커지고, 로딩 시간이 짧

으면 짧을수록 고객의 만족도가 커진다.

Excitement는 고객이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충족하지 

못해도 불만족스럽지 않는데, 만약 충족하면 크게 만족하는 경우다. 

스마트폰에서 키 입력 방식에 더해, 지문이나 홍체 인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면 고객은 크게 만족한다.

카노 모델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같은 요구 충족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의 만족도가 달라진다. 지금 Excitement 유형이

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모든 스마트폰에서 지문이나 홍체로 로그

인할 수 있으면 이 요구 충족은 더는 Excitement 유형이 아니다.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Basic한 요구는 모두 수용해야 한다. 

Performance 요구는 한계를 정해야 한다. 무조건 새로운 기능을 추

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Excitement한 기능 하나쯤은 만들어야 한

다. 제안요청서나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Excitement한 기능 하나가 

개발자의 다른 문제(해결하지 못한 몇몇 요구나 버그)를 해결해 줄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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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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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한양대�국문과� 93학번이다.�

필자 동기 중에는 개발자는커녕 개발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286 컴퓨터를 다룬 덕에 국

문과에서 나름 컴퓨터 전문가 축에 속했다.

처음 개발한 것은 패러디 사이트였다. 1998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PC방에서 만들었다. 개발을 배운 적이 없어서 인터넷에 사람들

이 올린 개발기를 보고 따라 만들었다. 웃긴대학이나 엽기하우스 같은 

사이트처럼 게시판 몇 개 만들고 컨텐츠 올리기에 바빴다. 그때 필자

는 당시 유머 사이트 중에서는 최초로 animated GIFs를 만들어서 올

렸다. 워낙 용량이 커서 뚝뚝 끊겨 보이긴 하지만 꽤 호응이 좋았다. 

하지만 재미로 시작한 일이어서 금방 잊혔다.

복학한 뒤 한양대 학생을 대상으로 ‘왕십리투데이’라는 일종의 포

털 사이트를 만들었다. 학교 소식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올리고, 학

교 주변 술집 쿠폰을 팔았다. 사이트에서 쿠폰을 인쇄해서 가져오면 

10% 할인해 주었다. 지금으로 치면 배달의민족 초창기 버전이다.

사이트가 학교에서 유명해져서 학교 신문에도 소개되고 중앙일간지 

인터뷰도 했다. 1999년 말에, 대학교 4학년일 때, 한 벤처 기업에 4

년치 대학 등록금만큼 받고 팔았다. 대학생이 엑시트(EXIT)한 셈이다. 

그 인연으로 필자는 졸업도 하기 전에 그 벤처 회사 기획팀장이 되었



개발자의� 글쓰기 239

▲ 목차

다.

왜 개발팀장이 아니고 기획팀장이었을까? 이유는 간단했다. 전공이 

국문과였고, 개발팀장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했다. 그때부터는 

필자는 개발하는 기획자가 되었다.

벤처 거품이 터지면서 필자는 실업자가 되었다. 국문과를 나왔으니 

당연히 국어 선생님이 되거나 보험회사를 가야 했다. 하지만 할 수 있

는 것이 기획과 개발이었으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

☑ 데브옵스(?)의� 길로�들어서다

그때 컴퓨터를 사서 혼자 뚝딱 만든 것이 팬스쿨이다. 팬스쿨은 연

예인 퀴즈다.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이 돈을 내고 연예인을 주제로 퀴

즈를 푸는 것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퀴즈를 

돈을 내고 푸는 사람이 수만 명이었다.

필자는 적지 않은 돈을 벌었고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로 옮겼다. 차

도 샀다. 그때 프리챌 아바타가 유명했고 싸이월드가 이제 막 미니미

를 출시했다. 필자도 아바타와 미니홈피 같은 것을 만들고 싶었다. 그

래서 만들었다. 쇼핑몰이 막 시작될 때여서 쇼핑몰도 만들었다. 동대

문시장에서 연예인 사진을 도매로 사서 소매로 포장해 택배로 보냈다.

기획과 개발은 모두 혼자 했다. 다만, 아바타와 스킨 디자인은 외

주로 20여 명의 디자이너를 썼다. 이들과 아이템을 주고받고 정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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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해서 별도로 관리자 시스템도 만들었다. 혼자 서버 구매하고 도

메인 연결하고 DB 만들고 사이트 만들고 디자인하고 쿵작쿵작 했다.

그때까지 필자의 개발은 이른바 ‘날개발’이었다. 어차피 혼자 보는 

소스니 즉석에서 이름을 짓고 생각난 대로 주석을 달았다. 컨벤션 같

은 것은 없었다. 변수 이름은 한글 발음으로 지었다. ‘퀴즈 푼 사람 

수’를 나타내는 변수는 QuizPunSaramSu이였다. 

개발할 때 alert()이나 confirm()으로 버그를 잡았다. 그리고서 코

드를 지우는 것을 깜빡 잊곤 했다. 사용자들이 뭐가 자꾸 떠서 쓰기 

불편하다고 게시판에 도배할 정도였다. 가끔 서비스를 개편할 때가 있

었는데 그때는 일단 바꾸고 나서 공지 게시판에 글 한 줄 올린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매출이 줄었다. 사이트를 팔려고 여러 

곳을 다녔다. 소스를 본 개발자들은 다시 쓸 수 있는 코드가 한 줄도 

안 된다며 질겁을 했다.

☑ 글�못�쓰는�개발자를�만나다

두 번째 엑시트는 실패하고, 필자는 2004년에 프리챌에 아이템사

업팀장으로 입사했다. 그때 프리챌은 경영상황이 점점 악화하고 있었

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서 최고로 불리는 개발자들의 체계적이고 탄탄

하며 매력적인 소스코드를 볼 수 있을 거라 엄청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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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필자가 기대한 것과 많이 달랐다. 그들도 날코딩을 하고 있

었다. 그런데 필자의 날코딩에 비하면 정말 ‘우수한’ 날코딩이었다. 필

자가 진짜 놀란 것은 코딩보다는 글쓰기였다. 엄청난 양의 주석과 개

발문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필자가 개발 용어를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글 자체를 

너무 못 써서 글을 이해하려면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야 했다.

이 문제는 비단 프리챌만이 아니었다. 그때 유명한 싸이월드도 마

찬가지였다. 네이버나 엠파스, 네이트도 마찬가지였다. 정제되지 않은 

개발자의 언어가 알림창이나 공지사항에 그대로 드러났다. 놀라운 사

실은 모두가 그런 글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데 왜 고치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

“원래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 개발자에게�글쓰기�책이�필요하다

그때 필자는 아이뉴스나 디자인정글에 글을 연재하면서 『싸이월드

는 과연 다음을 넘어섰을까?』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웹기획과 서비스 운영 방법’이었다. 웹 전략과 설계, 컨텐츠, 커머스, 

커뮤니티, 그리고 웹 서비스 운영에 관한 책이다. 

그때 그 유명한 책 『조엘 온 소프트웨어』가 나왔다. 그 책은 개발

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 그때 필자도 개발자를 위한 글쓰기 책



개발자의� 글쓰기 242

▲ 목차

을 쓰려고 했다. 그런데 그만 프리챌을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다니다 

보니 책 쓸 기회를 놓쳤다. 그게 2005년 말이었다. 

그 이후에 신사업기획이나 컨설팅 일을 하면서도 기획과 개발을 계

속했고 플리커 같은 사진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네이버 카페 위젯도 

만들고, 퀴즈 앱을 만들어 구글플레이 등록도 했다. 최근에는 인공지

능 기반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만들기 위해 알고리즘을 짜기도 하고, 

AWS의 S3를 이용해서 폐쇄형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

다.

이 글은 모두 필자가 지난 20년 동안 기획, 개발, 연구, 컨설팅을 

오가며 얻은 개발자 글쓰기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개발자에게 글쓰기 책이 꼭 필요하다는 심정으로 몇 번을 도전했다. 

이제야 책을 내는가 싶었는데 책으로 못 내고 이렇게 PDF 파일로 공

유한다. 이 글이 개발자의 삽질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

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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