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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클립스(Eclipse)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중요한 릴리즈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이 서문을 

쓰고 있다. 아직 회복 중인 상태라 머릿속이 하나도 정리가 안 되지만, 이것 하나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느껴진다. 제품을 출시할 때 핵심적인 것은 사람이지 프로세스가 아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한 공식은 간단하다.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 일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

들과 작업하고, 개발할 때는 팀마다 그 팀에 적절하게 조율된 경량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변

화에 지속적으로 순응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서 ‘우리 팀의 개발자들’을 더블클릭하면 개발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

는 사람들의 목록을 보게 된다. 이들은 코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계

속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코드를 읽고 소화하기도 한다. 설계가 유효한지 코드로 검증하

면 설계에 자신감을 갖기 위해 꼭 필요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우리 개발자들은 오

늘날 방법론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놓은 패턴, 리펙토링, 테스팅, 점진적인 인도, 잦은 

빌드, 이 밖에도 XP의 다른 최선의 실천방법의 중요성도 이해하고 있다.

기술적 위험도가 높고 요구사항 변경이 잦은 프로젝트에서 성공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꼭 필요하다. 애자일 개발에서는 프로젝트 공식 행사와 문서의 비중은 

낮고, 날마다의 개발에서 사용되는 실천방법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실천방법들을 

실제로 사용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책의 초점이다.

로버트는 객체 지향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면서 C++ 실천방법, 디자인 패턴, 일반적인 

객체 지향 설계 원칙 분야에 공헌을 해오고 있다. 그는 초기부터 XP와 애자일 방법론의 강력

한 옹호자였다. 이 책은 로버트의 이런 공헌에 기반을 두어서, 애자일 개발 실천방법의 전체 

영역을 다룬다. 이것은 굉장히 야심찬 노력이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애자일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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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실천방법에 어울리도록, 사례 연구와 수많은 코드를 통해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는 프

로그래밍과 설계를 설명하기 위해 실제로 프로그래밍하고 설계한다.

이 책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사려 깊은 조언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애자일 개발자가 되려

는 사람이나 이미 있는 기술을 더 향상하려는 사람 모두에게 좋은 책이다. 나는 이 책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에리히 감마(Erich Gamma)

오브젝트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Object Technology International)

앤 마리, 앤젤라, 미카, 지나, 저스틴, 앤젤리크, 매트, 알렉시스에게...

가족과 함께 있는 것과,

그들의 사랑이 주는 위안보다

더 큰 재화나 귀중한 보물은 없다.

클린소프트웨어_BOOK_170502.indb   17 2017. 5. 2.   오후 4:12



한국어판 서문 xviii

※ 출판사주: 한국어판 서문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지혜』(2004년)에 실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된다니 매우 기쁘다. 부디, 여러분에게 유익한 책이 되었으면 

한다. 여기에는 내가 지난 30년 동안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도 그만큼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책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세 가지 주제인 원칙, 패턴, 실천방법을 다룬다.

원칙은 ‘진리’다.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물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방식을 알려준다. 이것은 추구할 이상이자, 지향할 목표다. 하지만 따라야 할 규칙도 아니고 

지켜야 할 법칙도 아니다. 이 안에는 지혜가 있지만, 이 지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각 개발

자와 개발 팀은 이 원칙을 적용할 시기와 위치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패턴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 해결책들은 특정 상황에서는 적절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

서는 그렇지 못하다. 이점도 있지만, 그에 따라 치러야 할 비용도 있다. 패턴은 수백 명의 많은 

소프트웨어 설계자들이 몇 년에 걸쳐 축적해온 지식이지만, 이 지식은 여러분 각자의 지성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패턴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단지 존재할 따름이다. 어떤 패턴

을 언제 사용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천방법은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행동 양식’이다. 팀 멤버들이 팀원 서로

에게, 그리고 업무에 대해, 또 그들이 만든 코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나타낸다. 

이런 방식은 많은 팀에서 시도되어왔고, 이런 방식을 통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렇지만 모든 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 팀은 먼저 이런 방

식을 시도해보고 유익한지 여부는 각자가 판단해야 한다.

한국어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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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여러분과 같은 프로그래머가 쓴 글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여러분

보다 경험이 좀 더 많고, 더 많은 팀과 프로젝트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저 한 명의 

프로그래머일 뿐이다. 이 책에서 내가 추천한 것들은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통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통할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자신이 직접 알아

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객체 지향 언어가 탄생한 지 35년이 지났다. 객체 지향 언어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우

리는 언어 및 산업 분야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목도했다. 예전에 컴퓨터는 비교적 자본이 탄탄

한 회사만이 소유할 수 있는, 거대하고 값비싼, 전기 잡아먹는 기계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컴퓨터는 여러분의 서류 가방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고, 예정보다 100배 이상 빨라

졌다. 그리고 배터리 하나로 몇 시간을 동작할 수 있게 되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포트란(Fortran)과 알골(Algol)에서 C++, 자바, 그리고 최근에는 C#으로 변

화하고 있다. 원시 컴파일러에서 가상 기계로 변화되었으며, 천공 카드에서 리팩토링 브라우저

로 옮겨왔다. 하루 종일 걸리던 컴파일은 이제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우리가 작성하는 프

로그램은 코드 몇천 라인에서 수백만 라인으로 커졌다.

그러나 이런 모든 변화에 비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일 자체는 크게 변한 것이 없다. 프로

그래머들은 여전히 한 번에 한 라인씩 코드를 작성한다. 여전히 코드란 끔찍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아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 아주 작은 명령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산업의 본질적인 딜레마다. 툴은 눈부실 정도로 빨라졌고 기능은 강력해

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를 볼 때, 지난 30년 

동안 언어 혁명이란 없었고, 앞으로 일어날 것 같지도 않다. 함수형 언어가 있고, 관점 지향 언

어가 있고, 모델 언어가 있고, 논리 언어가 있다. 그러나 이 언어는 본직적인 수준에서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 자체는 아직도 100% 정확해야만 하는, 끔

찍하게 지엽적인 일이다.

만약 다음번의 언어 혁명이 있다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언어가 될 것이다. 이것은 

개발자가 끔찍할 정도의 지엽적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철저하게 정확해야 할 필요도 없이 프

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언어에는 일종의 학습에 관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

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에게 일반적인 명령을 주면, 프로그램은 자신을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

게 만드는 방법을 학습한다. 프로그래밍은 동물을 훈련시키는 일과 비슷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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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적어도 몇십 년 후까지는 C++, 자바, C# 같은 언어로 프로그래

밍을 해야 할 것이다. 아마 몇 년 내에 우리는 파이썬, 스몰토크, 또는 루비 같은 동적 타입 검

사 언어로 옮겨가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려면, 이 책에 실린 원칙, 패턴, 실천

방법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 원칙과 패턴 그리고 실천방법에 대해 공부해보기 바란다. 익히고 나서는 사용해보자. 언

제, 어디에 적용할지를 고민해보자. 마지막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자 가장 중요한 것

은, 할 수 있는 한 코드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유지하자는 것이다.

로버트 C.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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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에 우연히 ‘클린 코드’라는 강좌를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

난 낯익은 얼굴. 밥 아저씨였다. 강의 내용을 보니 익숙한 주제들이었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

만. 『Agile Software Development, Principles, Patterns, and Practices』 책이 바로 떠올랐다. 후

배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책을 추천할 때면 망설임 없이 권하는 책이라 연상이 바

로 되었다. 이 책은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의 진리와 해결 및 실천방법을 그의 오랜 개발 

경험을 바탕 위에서 자기 생각을 풀어가며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특별하다. 그러나 시대를 

떠나 꾸준히 읽혀야 할 이 책의 한국어판이 절판된 지 한참이 되었다. 평소 재출간했으면 하

던 마음이 컸었는데, 다행히도 제이펍을 통해 기회를 얻게 되었다. 최초 출간 당시 『소프트웨

어 개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던 이 책을 저자의 의견을 구해 『클린 소프트웨어』라

는 이름으로 다시 복간하게 되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문제를 의미 있게 풀어가는 생각의 흐름과 그것을 모아 문제 해결의 패러

다임을 만들어가는 능력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흔히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하며,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결과는 별

개의 문제라는 자기방어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그들의 다른 표현이 아닐까 생각될 때가 많

다.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은 것은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차가 있을 뿐이었고, 

내가 모르는 것이거나 알고 있는 사실의 논리적 오류일 때가 대부분이었다. 오차의 범위는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쿤의 패러다임을 따라가는 정상 과학적인 사고가 중심이 될 수 있지만, 개발 과정에서는 포

퍼의 반증주의와 비판적 사고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끊임없이 반문하고, 논리의 오류를 줄

여가며, 지식을 넓혀가는 습관이 진정한 전문 프로그래머가 되어가는 소양을 키워가는 길일 

것이다.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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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간에 맞추어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를 다시 검토하여 최근의 용어로 반영했고, 문장의 의미 

전달이 더 자연스럽도록 다듬었다. 다만, 이 책에서 사용한 원칙, 패턴 중 이미 여러 논문이나 

책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문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어 혼란을 피하는 쪽을 택했다.

이 책의 복간을 결정해주신 장성두 사장님과 꼼꼼히 편집을 해주신 김경희 님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린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변호사로 IT의 다른 편에서 일하고 있는 정민 양과 지

호 군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책을 인연으로 만난 아내와 책 만드는 일을 처음 보며 신기

해하는 딸과 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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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일 개발이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요구사항에 맞서서 소프트웨어를 빨리 개발하는 능력이

다. 이렇게 기민해지려면 그러기 위해 필요한 수련법과 피드백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실천방

법들을 써야 한다. 소프트웨어를 계속 유연하고 유지보수하기 쉬운 상태로 유지하려면 설계 

원칙들도 써야 하고, 이런 원칙들을 구체적인 문제와 조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패

턴들도 알아야 한다. 이 책은 이런 모든 개념을 짜 맞춰 조화롭게 잘 돌아가는 하나로 만들려

는 시도다.

이 책에서는 이런 원칙, 패턴, 실천방법들을 설명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들을 통해 이들이 적

용되는 실례를 보인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사례 연구들을 완결된 작업으로 제시하지 않고 설계

를 진행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여러분은 설계자가 실수하는 모습까지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파악하고 결과적으로 그 실수를 고쳐나가는 과정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수수께끼 같은 문제에 고심하고 모호성이나 균형(trade-off)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도 보게 될 것이다. 즉, 여러분은 실제 설계 과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밥, 당신은 작년에 그 책을 

끝냈다고 말했어요.”

클라우디아 프리어스(Claudia Frers),   

『UML World』 (1999)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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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곳에 정말 중요한 것이 놓여 있다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자바와 C++ 코드가 들어 있다. 여러분이 이 코드

들을 자세히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의 핵심이 바로 그 코드

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실체화해놓은 것이 바로 이 

책에 실린 코드다.

이 책을 보면 반복되는 형식이 있다. 이 책은 일련의 사례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몇 개는 

아주 짧지만 몇 개는 설명하려면 여러 장을 필요로 하는 등 규모가 다양하다. 모든 사례 연구 

앞에는 여러분이 읽고 그 사례 연구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급여 관

리 애플리케이션 사례 연구 앞에는 그 사례 연구에서 사용된 객체 지향 원칙과 패턴을 설명

하는 여러 장들이 들어간다.

이 책은 개발 실천방법과 프로세스들의 논의로부터 시작한다. 논의 안에는 많은 수의 작은 사

례 연구와 예제들이 간간이 끼어들어 예제를 보면서 설계와 설계 원칙을 다루고, 그것으로부

터 다시 일부 디자인 패턴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시 패키지에 대한 더 많은 설계 

원칙과 더 많은 패턴을 다룬다. 그리고 이 모든 주제에는 사례 연구가 함께 나온다.

그러므로 코드를 읽고 UML 다이어그램을 차분히 들여다볼 각오를 하고 이 책을 읽기 바란

다. 여러분이 읽으려는 책은 매우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책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사소하고 세부적인 곳에 놓여 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6년도 훨씬 전에, 『Designing Object-Oriented C++ Applications using the Booch Method』라는 

제목의 책을 쓴 적이 있다. 이 책은 내게 있어 일종의 대표작인데, 이 책의 결과와 판매량 둘 

다 아주 만족스러웠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책은 원래 이 『Designing Object-Oriented C++ Applications using the 

Booch Method』의 2판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 원래 책에 들어 있

는 내용 가운데 이 책에도 남아 있는 부분은 극히 적다. 많아봐야 세 장(章) 정도가 살아남았

는데 그나마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원래 책의 의도, 정신, 그리고 그 책이 주는 교훈 

클린소프트웨어_BOOK_170502.indb   24 2017. 5. 2.   오후 4:12



이 책에 대하여 xxv

가운데 많은 수는 그대로지만, 그 책이 나오고 나서 6년 동안 나는 소프트웨어 설계와 개발에 

대해 상당히 많이 배웠으며, 그 점이 이 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6년이라고 했는데 이 6년이 보통 6년이었는가! 『Designing Object-Oriented C++ 

Applications using the Booch Method』는 인터넷 열풍이 세계를 강타하기 직전에 나왔는데, 

그 이후 우리가 다루어야 할 약어의 수는 거의 배로 증가했다. 디자인 패턴, 자바, EJB, RMI, 

J2EE, XML, XSLT, HTML, ASP, JSP, 서블릿, 애플리케이션 서버, ZOPE, SOAP, C#, .NET 

등 수도 없다. 정말로, 이 책에 들어 있는 장들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일은 쉬운 일

이 아니었다!

부치와의 관계

1997년, 부치 그래디(Booch Grady)가 그의 굉장한 성공작인 『Object Oriented Analysis and 

Design with Applications』의 3판을 내는 작업을 도와달라는 일로 연락을 해왔다. 나는 전에 

몇몇 프로젝트에서 그와 함께 일한 적도 있고, UML을 포함한 그의 다양한 책들의 공헌자이

자 열렬한 독자이기도 했으므로 그의 제안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 그리고 내 친구인 

짐 뉴커크(Jim Newkirk)에게도 그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 후 2년 동안, 짐과 나는 부치의 책을 위한 여러 장(章)을 썼다. 물론 그 작업을 하는 동안 

이 책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노력을 기울일 수 없었지만, 내 생각에 부치의 책에는 그 정도 기

여를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 책이 단지 『Designing Object-Oriented C++ 

Applications using the Booch Method』의 2판일 뿐이었으므로 이 책의 작업이 그렇게 내 마음

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일단 글을 쓰기로 했으면 무엇인가 새롭고 전에 있던 것과 

다른 것을 쓰고 싶었다.

불행하게도, 부치 책은 계획대로 나오지 못했다. 보통 때에도 책을 쓰기 위한 시간을 내기는 

어려운데, ‘닷컴’ 거품이 한창일 때 책 쓸 시간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래디는 

레쇼날(Rational)과의 일과 캐터펄스(Catapulse) 같은 새로운 벤처 일 때문에 언제나 점점 더 바

빠지기만 했고, 따라서 프로젝트 진행은 멈춰 서버렸다. 결국, 나는 그래디와 애디슨 웨슬리 

출판사에게 부치의 책을 위해 짐과 내가 쓴 장들을 이 책에 넣어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그들

은 관대하게도 허락해주었다. 그래서 사례 연구와 UML에 관한 여러 장들이 이 책에 실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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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영향

1998년 후반, 익스트림 프로그래밍(XP: Extreme Programming)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신

봉하던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믿음들을 뒤흔들었다.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UML 다이

어그램부터 많이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이어그램 같은 것은 그리지도 말고 그냥 코드만 

많이 작성하면 되는가? 우리 설계에 대해 잘 설명하는 문서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가, 아니

면 부차적인 문서가 필요 없도록 그 자체만으로도 표현력과 설명력이 뛰어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짝을 이뤄 프로그래밍해야 하는가? 운영 코드(production code)를 작성

하기 전에 테스트부터 작성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XP 혁명은 내게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일어났다. 9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오브젝트 멘토사는 

상당히 많은 회사의 객체 지향(OO: object-oriented) 설계와 프로젝트 관리 문제들을 돕고 있었

다. 우리는 이 회사들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는데, 이런 도움의 일부로서 

상대 회사의 팀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실천방법들을 가르쳤다. 불행하게도 이

런 태도와 실천방법들은 글로 쓰여 있지 않았으며, 우리는 고객들에게 이것들을 마치 구전 전

승처럼 말로 전달했다.

1998년, 나는 우리의 프로세스와 실천방법을 고객에게 더 분명하게 전달하려면 이들을 문서

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대한 많은 글을 「C++ Report」

에 기고했다.*1 하지만 이 글들은 정곡을 찌르지 못했다. 유용한 정보가 담겨 있고, 일부는 나

름대로 재미도 있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실천방법과 태도들을 그대로 

성문화하지 못했다. 이 글들은 몇십 년 동안 알게 모르게 강요되어 오던 가치들과 내가 성문

화하려고 했던 실천방법과 태도 사이의 일종의 타협물이었다. 내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켄트 벡(Kent Beck)이 필요했다.

*1  이 글들은 http://cleancoders.com의 ‘Articles’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두 4개 있는데, 처음 세 글의 제목은 ‘반복적이고 점

진적인 개발(Iterative and Incremental Development)’(I, II, III)이고, 마지막 글의 제목은 ‘발췌된 객체 개발 프로세스(C.O.D.E 

Culled Object Development procEs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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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과의 관계

1998년 후반 오브젝트 멘토의 프로세스를 성문화하느라 고생하는 과정에서 나는 우연히 켄트

의 XP 작업을 보게 되었다. 그의 작업은 워드 커닝햄(Ward Cunningham)의 위키*2에 다른 많은 

사람의 글과 섞여 흩어져 있었지만, 약간의 노력과 작업 끝에 나는 켄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요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나는 호기심이 동했지만, 동시에 회의적이기도 했다. XP가 

말하는 것 가운데 일부는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내 개념의 정곡을 정확히 찔렀지만, 다른 것

들(예를 들어, 명시적인 설계 단계가 없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웠다.

켄트와 나는 정말로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왔다. 그는 유명한 스몰토크 컨설턴트였

고, 나는 C++ 컨설턴트였다. 이 두 세계는 서로 의사소통하기 힘들다. 두 세계 사이에는 거의 

쿤(Kuhnian)*3이 말하는 패러다임의 차이와 맞먹는 심연이 놓여 있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켄트에게 「C++ Report」에 실을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의 일치가 이 언어 사이의 심연을 건널 수 있게 

만들었다. 1999년 2월, 나는 뮌헨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OOP) 회의에서 켄트를 만났다. 그

는 내가 객체 지향 설계(OOD) 원칙에 대해 강연하던 방의 건너편 방에서 XP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었다. 그의 강연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켄트를 만나러 찾아갔다. 우리

는 XP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그에게 「C++ Report」에 실을 기사를 하나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 기사는 켄트와 그의 동료가 한 시간 사이에 가동 중인 시스템의 설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한 엄청난 기사였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나는 XP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데 오래 걸렸다. 내 가장 큰 두려움

은 어떻게 명시적인 사전 설계 단계가 없는 프로세스를 채택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언제

나 이것이 내가 XP를 받아들이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태까지 내 고객과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대고 설계는 꼭 시간을 투자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

치기 위해 애써오지 않았던가?

*2  http://c2.com/cgi/wiki. 이 웹사이트에는 광대한 주제를 다룬 엄청난 분량의 기사가 들어 있다. 글을 쓰는 사람의 수도 몇백, 몇

천 명을 헤아린다. 사람들은 펄 코드 몇 라인만으로 사회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워드 커닝햄뿐일 것이라고 이

야기한다.

*3  1995년과 2001년 사이에 쓰인 지적인 작업물에 ‘쿤’이란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 신뢰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 용어는 토

머스 S. 쿤이 쓴 『과학 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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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국 나 자신부터 그런 단계를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 심지어 내가 

여태까지 설계, 부치 다이어그램, UML 다이어그램에 대해 작성한 모든 기사와 책에서도, 다

이어그램이 의미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코드를 사용하고 있었다. 내가 고객에게 컨

설팅할 때도, 한두 시간 정도 그들이 다이어그램 그리는 일을 도와주고 나서는 그들에게 그 

다이어그램을 코드를 통해 조사해보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설계에 대한 XP의 말이 내게 ‘낯

설게’ 느껴져도(쿤이 쓰는 단어의 의미로*4), 그 말 아래 놓인 실천방법은 내게 이미 친숙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XP에 대한 다른 두려움들은 상대하기 쉬웠다. 나는 언제나 짝 프로그래밍을 혼자 좋아하고 

있었는데, XP를 통해 짝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는 내 바람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생

기게 되었다. 리팩토링, 지속적인 통합, 현장에 있는 고객은 모두 받아들이기 쉬었다. 이들은 

내가 계속 고객들에게 실천하라고 말해오던 것들과 아주 비슷했다.

XP의 실천방법 하나는 내게 거의 계시나 다름없었다. 처음 들을 때는 테스트를 먼저 하는 설

계라는 말이 그저 그런 사소한 지침처럼 들릴 것이다. 운영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테스트 케이

스를 먼저 작성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나는 코드를 이런 방식으로 작성함으로써 경험하게 될 

의미심장한 결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 이 실천방법은 내가 소프트웨어를 작성

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는데, 물론 좋은 쪽으로의 변화였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내가 

겪은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코드 일부는 1999년 이전에 작성되었는데, 그 코드들

에는 테스트 케이스가 없다. 반면, 1999년 이후 작성된 모든 코드는 테스트 케이스가 있으며, 

대개 코드보다 테스트 케이스가 먼저 제시된다. 나는 여러분이 분명히 그 차이점을 인식하리

라고 생각한다.

1999년 가을이 되자 나는 오브젝트 멘토의 프로세스로 XP를 채택하고 나 자신만의 프로세스

를 작성하고 싶다는 바람은 그만 떠나보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켄트가 XP의 실천

방법과 프로세스를 표현하기 위해 한 훌륭한 작업 앞에서 내 미약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빛을 

잃어버렸다.

*4 같은 논문에서 쿤을 두 번 언급했다면,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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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

이 책은 6개의 부(part)와 여러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 1부: 애자일 개발

1부에서는 애자일 개발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이 장은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

문’으로 시작해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XP)을 개괄한 다음, XP에 있는 개개의 실천방

법 중 특히 우리가 설계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 일부를 잘 드러내 보이

는 많은 수의 작은 사례 연구들로 들어간다.

• 2부: 애자일 설계

2부에서는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설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복잡성 관리라는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법들을 논의한 다

음, 마지막으로 객체 지향 클래스 설계의 원칙들로 마무리된다.

• 3부: 급여 관리 사례 연구

급여 관리 사례 연구는 이 책에 들어 있는 사례 연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완결된 

사례 연구다. 3부에서는 간단한 급여 일괄 시스템의 객체 지향 설계와 C++ 구현을 설

명한다. 앞쪽 장들에서는 이 사례 연구에서 마주치게 될 디자인 패턴을 설명한다. 그리

고 마지막 두 장은 전체 사례 연구를 담고 있다.

• 4부: 급여 관리 시스템 패키징

4부는 객체 지향 패키지 설계의 원칙들을 설명하면서 시작한다. 그런 다음 3부에서 만

든 클래스들을 점진적으로 패키지화하면서 이 원칙들의 실례를 보인다.

• 5부: 기상 관측기 사례 연구

5부에는 원래 부치의 책에 들어갈 예정이던 사례 연구 중 하나가 들어 있다. 기상 관측

기 사례 연구에서는 중대한 사업상 결정을 내린 회사를 묘사하고 그 회사의 자바 개발 

팀이 그 결정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설명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례 연구에서 사용

될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서 본 사례 연구의 설계와 구현에 대한 설명으

로 끝맺는다.

• 6부: ETS 사례 연구

6부에는 내가 참여했던 실제 프로젝트의 설명이 들어 있다. 이 프로젝트는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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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미국 연방건축사등록위원회(National Council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Boards)의 등록 시험을 수행하고 채점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

동화된 시험 시스템이다.

• UML 표기법 부록

부록 A와 부록 B에는 UML 표기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은 사례 연구 여러 개

가 들어 있다.

• 기타 부록

이 책을 읽는 방법

개발자라면...

앞표지부터 뒤표지까지 전부 읽는다. 이 책은 개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개발자가 소프트

웨어를 애자일 방식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다. 이 책을 모조리 읽으면 먼저 

실천방법부터 시작해서 원칙들, 그리고 패턴들을 차례로 보게 되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사례 연구를 보게 된다. 이런 모든 지식을 통합하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관리자나 비즈니스 분석가라면...

1부 ‘애자일 개발’을 읽는다. 애자일 방법론의 원칙과 실천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읽을 

수 있다. 이 장들이 여러분을 요구사항과 계획으로부터 테스트, 리팩토링, 프로그래밍까지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 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얻을 

수 있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UML을 배우고자 한다면...

부록 A ‘UML 표기법 I: CGI 예제’를 먼저 읽는다. 그리고 부록 B ‘UML 표기법 II: 스태트먹스’를 읽

는다. 그런 다음 3부 ‘급여 관리 사례 연구’의 모든 장을 읽는다. 이렇게 읽으면 UML 문법과 용

법 모두에 관한 이해 기반을 단단히 다질 수 있다. 그리고 UML과 자바나 C++ 같은 프로그

래밍 언어 사이를 변환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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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패턴을 배우고자 한다면...

특정한 패턴을 찾고자 한다면, xv페이지의 ‘디자인 패턴 리스트’를 이용해서 관심이 있는 패턴

을 찾을 수 있다. 

패턴 전반에 대해 배우고 싶다면, 먼저 설계 원칙을 배우기 위해 2부 ‘애자일 설계’를 읽고, 그

런 다음 3부 ‘급여 관리 사례 연구’, 4부 ‘급여 관리 시스템 패키징’, 5부 ‘기상 관측기 사례 연구’,  

6부 ‘ETS 사례 연구’를 읽는다. 여기서 모든 패턴의 정의를 볼 수 있고, 전형적인 상황에서 이 

패턴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볼 수 있다.

객체 지향 설계 원칙을 배우고자 한다면...

2부 ‘애자일 설계’, 3부 ‘급여 관리 사례 연구’, 4부 ‘급여 관리 시스템 패키징’을 읽는다. 객체 지향 

설계의 원칙에 대한 설명과 사용 방법을 볼 수 있다.

애자일 개발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면...

1부 ‘애자일 개발’을 읽는다. 요구사항부터 계획, 테스트, 리팩토링, 프로그래밍까지 애자일 개

발에 대한 설명을 읽을 수 있다.

잠깐 웃고 즐길 거리가 필요하다면...

부록 C ‘두 회사에 대한 풍자’를 읽는다.

감사의 말

다음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Lowell Lindstrom, Brian Button, Erik Meade, Mike Hill, Michael Feathers, Jim Newkirk, 

Micah Martin, Angelique Thouvenin Martin, Susan Rosso, Talisha Jefferson, Ron Jeffries, 

Kent Beck, Jeff Langr, David Farber, Bob Koss, James Grenning, Lance Welter, Pascal Roy, 

Martin Fowler, John Goodsen, Alan Apt, Paul Hodgetts, Phil Markgraf, Pete McBreen, H. 

S. Lahman, Dave Harris, James Kanze, Mark Webster, Chris Biegay, Alan Francis, Fran 

Daniele, Patrick Lindner, Jake Warde, Amy Todd, Laura Steele, William Pietr, Cam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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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tacoste, Vince O’Brien, Gregory Dulles, Lynda Castillo, Craig Larman, Tim Ottinger, 

Chris Lopez, Phil Goodwin, Charles Toland, Robert Evans, John Roth, Debbie Utley, John 

Brewer, Russ Ruter, David Vydra, Ian Smith, Eric Evans, Sillicon Valley Patterns 그룹의 모

든 사람들, Pete Brittingham, Graham Perkins, Phlip, Richard MacDonald. 

이 책을 검수해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다.

Pete McBreen / McBreen Consulting Bjarne Stroustrup / AT & T Research 

Stephen J. Mellor / Projtech.com  Micah Martin / Object Mentor Inc. 

Brian Button / Object Mentor Inc.  James Grenning / Object Mentor Inc. 

원래 그래디의 『Object Oriented Analysis and Design with Applications(3/e)』에 들어갈 예정이

던 장들을 포함할 수 있게 허락해준 그래디 부치와 폴 베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자신의 기사 ‘설계란 무엇인가’를 이 책에 수록할 수 있도록 관대하게 허락해준 잭 리브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의 서문을 써준 에리히 감마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에리히, 이

번에는 글꼴이 더 나았기를 바랍니다!

종종 눈이 부실 정도로 멋진 각 장의 머리 부분에 있는 그림들은 제니퍼 콘케의 작품이다. 장

마다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설명을 위한 그림들은 내 삶의 기쁨 가운데 하나인 내 딸 앤젤라 

다운 마틴 브룩스의 사랑스러운 솜씨다.

참고 자료

이 책의 모든 소스 코드는 cleancoders.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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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원(줌인터넷)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나 기법들을 실전에 도입하기 전에 간접으로 경험하기 좋은 책입니다. 최

대한 재미있고 간접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인상 깊어 매우 재밌게 읽었습니다. 하

지만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면서 어렵게 표현된 단어들도 

있어서 흐름이 끊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좀 더 보완되어 출간되기를 바랍니다. 

  고승광(플랜티넷)

애자일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 줄 알았는데, 디자인 패턴에 관한 내용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

다. 물론, 이러한 디자인 패턴을 조합해가면서 애자일(?)적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가는 과정

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책 후반부에 있는 두 개발 업체 간의 극명한(?) 비교는 현실에

서의 회사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많은 공감이 갔습니다.

  심상용(이상한모임)

이 책은 유연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론(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자일)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실제 개발에서 쓰이는 설계 기법이나 디자인 패턴을 소스 코드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

다. OOP로 실무를 하거나, 해봤지만 좋은 코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느끼는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박조은(NBT)

개발자로서 여러 프로젝트를 거치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그간 겪어

왔던 시행착오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 개발 방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코드 예시와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자세한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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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xxxiv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좀 더 미리 읽게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앞으

로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길잡이 역할도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유형진(데브구루)

애자일을 통한 개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TDD, Refactoring, Scrum, XP, 

Design Pattern)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조근조근 사용 방법을 이야기해주는, 마치 동화책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구성과 내용은 정말 알찹니다. 그리고 원서와 다르게 테스트 

코드나 본문 구현 코드가 자바랑 C, C++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기에 각각의 다른 경

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의 정석이라는 제목을 붙임에

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동욱(우아한형제들)

이 책에는 애자일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애자일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코드/패키지까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여한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좋은 품질

의 코드나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만,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분

들이 읽으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저서와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번역이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SK주식회사)

크고 오래된 레거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정사항이 발

생할 때마다 늘 영향도 측면에서 분석과 고민이 많았는데, 의존성 분리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에 나온 코드를 보며 고민하고 리팩토링도 해보다 보면 디

자인 패턴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책의 내용을 곱씹으면서 여러 번 읽

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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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애자일 개발2

인간관계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절대로 깔끔하고 

명확하지 않지만 업무의 어떤 측면보다 더 중요하다.”

톰 디마르코(Tom DeMarco)*1와 티모시 리스터(Timothy Lister)*2, 『Peopleware』*3 

원칙, 패턴, 그리고 실천방법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앨리스테어 코오번(Alistair Cockburn)*4이 “프로세스(process)와 기술(technology)은 프

로젝트의 결과에 이차적 영향밖에 주지 않는다. 일차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5  

*1  역주  개발 방법론부터 조직 기능과 역기능까지 여러 주제를 다룬 책 9권을 비롯해 소설 2권, 단편집 1권을 집필하거나 공동 집

필했다. 가끔씩 맡는 프로젝트와 팀 컨설팅에서는 주로 전문가 소견을 제시해 균형을 잡아준다. 현재는 메인 대학교(University 
of Main)에서 3년째 즐겁게 윤리학을 가르치며 캠던에 살고 있다. 

*2  역주  컨설팅과 교육과 집필을 병행한다. 맨해튼에 살며, 톰과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서의 리스크 관리』(인사이트)를 공동 집

필했으며, 더 애틀랜틱 시스템즈 길드 대표 네 명과 『프로젝트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인사이트)을 공동 집필했다. 팀은 IEEE, 

ACM, 커터 IT 트렌드 자문 위원회(Cutter IT Trends Council)의 회원이며 현재 커터 펠로우다. 

*3 역주  『피플웨어』 3판(인사이트)

*4  역주  유스케이스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다. 20년 이상 보험, 소매, 전자상거래 관련 회사, 그리고 노르웨이 센트럴 뱅크, IBM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5 사적인 대화에서 한 말이다.

AGILE SOFTWAR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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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애자일 개발 33

프로그래머들의 팀은 프로세스에 의해 제어되는 컴포넌트들로 구성된 시스템처럼 다룰 수 없

다. 인간은 ‘호환성 있는 프로그래밍 단위’*6가 아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이고 자율 조직적인 팀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팀의 구성을 장려하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이 모두 그만그만한 보통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라는 관점을 지닌 회사에 비해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가질 것이다. 유기적으로 결합

된 소프트웨어 팀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

*6 원문은 ‘plug-compatible programming unit’로, 켄트 벡(Kent Beck)이 만든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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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많은 프로그래머가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기 위한 실천방법(practice)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악몽과 함께 살아왔다. 효율적인 실천방법의 부족은 예측 불가능, 반복되는 에러, 노력의 낭

비를 초래한다. 고객은 스케줄 지연, 예산 증가, 낮은 품질에 실망한다. 개발자는 엉터리인 소

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것에 낙담한다.*1

이런 대실패를 한 번 경험하고 나면, 또 그런 실패를 겪게 될까 봐 두려워진다. 두려움은 활동

성을 제한하고 어떤 결과와 산출물(artifact)을 요구하는 프로세스(process)를 만들게끔 자극한

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이런 제약과 결과를 그려내고, 이전의 프로젝트에서 제대로 동작

했던 것을 선택한다. 그것들이 이번에도 제대로 동작할 것이며, 두려움을 걷어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몇몇 제약과 산출물로 충분히 에러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

다. 에러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에러들을 분석하고 좀 더 많은 제약과 산출물을 집어넣

*1 역주  하이네(1797~1856): 독일의 시인비평가 

애자일 실천방법1
C H A P T E R

교회 첨탑 위의 풍향계가 강철로 만들어졌다 해도,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중요한 기술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곧 폭풍에 부서졌을 것이다.” 

하인리히 하이네(Heinrich Hein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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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애자일 연합

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방지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고 나면, 일을 마

무리 지을 수 있는 역량을 낭비할 뿐인 한없이 성가신 프로세스의 부담만 떠안게 된다. 

까다롭고 많은 프로세스는 오히려 방지하려고 했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일정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예산이 급증할 정도로 팀을 느리게 만들 수도 있으며, 팀이 항상 잘못된 

최종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할 정도로 팀의 책임감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결과는 많은 팀에게 충분한 프로세스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며, 계속되는 악순환을 거쳐 

프로세스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계속되는 악순환’은 2000년경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묘사한 적절한 표

현이다. 당시 어떤 프로세스도 없이 운영되는 많은 팀이 있었음에도, 복잡하고 무거운 프로

세스를 채택하는 회사가 빠르게 늘어났고, 특히 큰 회사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했다(부록 C 

참고). 

애자일 연합

2001년 초, 많은 회사의 소프트웨어 팀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프로세스의 수렁에 빠져 있

다는 관찰에 자극받아, 소프트웨어 팀이 빠르게 일하고 변화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

와 원칙을 세우기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임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애자일 연합(Agile 

Alliance)*2이라고 불렀다. 그 후 몇 달 동안 가치 성명서를 작성하기 위해 연구했는데, 그 결과

가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문(The Manifesto of the Agile Alliance)이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문

*2 agilealliance.org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선언문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개발을 도와주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의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 작업을 통해 우리는 다음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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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HAPTER 1 애자일 실천방법

프로세스와 툴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이 우선이다. 사람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팀에 뛰

어난 팀원이 없으면 좋은 프로세스가 있다 해도 프로젝트를 실패에서 구원할 수 없지만, 엉터

리 프로세스는 가장 뛰어난 팀원조차 비효율적인 작업을 하게 만들 수 있다. 뛰어난 팀원들이 

모여 있다 해도, 그들이 팀으로서 함께 일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실패할 수 있다.

여기서 뛰어난 팀원이란 꼭 에이스 프로그래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프로그래머일 

수도 있지만, 다른 동료와 함께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동료와 함께 일하고,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은 다듬어지지 않은 프로그래밍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 프로그래

밍 실력은 평범하지만 서로 잘 대화하는 팀이, 프로그래밍 실력은 월등하지만 팀원으로서 상

호작용하지 못하는 슈퍼스타들의 모임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적당한 툴은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컴파일러, IDE*3,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 등은 개발 

*3  역주  통합 개발 환경(Integrated Environment Development): 컴파일러에 에디터, 디버거, 프로젝트 관리, 온라인 매뉴얼 등의 

기능을 통합한 개발 환경

• 프로세스와 툴보다 개인과 상호작용이 우선이다.

• 포괄적인 문서보다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우선이다.

• 계약 협상보다 고객 협력이 우선이다.

•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 변화에 대한 반응이 우선이다.

즉, 왼쪽 항목 각각에도 가치는 있지만, 우리는 오른쪽 항목에 더 가치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켄트 벡 
(Kent Beck)

마이크 비들 
(Mike Beedle)

아리 반 베네컴 
(Arie van Bennekum)

앨리스테어 코오번 
(Alistair Cock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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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이 고유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툴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거대하고 통제할 수 없는 툴이 넘쳐나는 상황은 툴이 부족한 상황만큼이나 좋지 않다. 

내 충고는 간소하게 시작하라는 것이다. 고가의 최신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을 구입하는 대

신, 무료 툴을 찾아보고 자신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성장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

까지는 무료 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장 좋은 CASE 툴*4의 팀 라이선스를 사기 전에, 그

보다 더 나은 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화이트보드와 그래

프 용지를 이용하자. 최고 품질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입하는 데 돈을 쓰기 전

에, 플랫 파일(flat file)*5을 사용하자. 좀 더 크고 좋은 툴이 바로 더 나은 작업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종종 그런 툴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툴을 일단 써보

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이제 그 툴로는 부족할 정도로 자신

이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팀을 구성하는 일은 환경을 구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많은 팀

과 관리자가 환경을 먼저 구축하고 난 다음 팀이 자동적으로 굳게 결합되기를 기대하는 실수

를 범한다. 그보다는,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뒤에 팀의 필요를 기반으로 환경을 구

축하자. 

포괄적인 문서보다 동작하는 소프트웨어가 우선이다.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는 재

앙이다. 코드는 이론적 해석(rationale)과 시스템의 구조에 대한 의사소통에 있어 이상적인 매체

가 아니다. 따라서 팀은 설계 의사결정의 이유와 시스템을 설명하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

태로 된 문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문서화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작성할 때 엄청난 시간을 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코드와 동기화를 유지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문서와 코드가 동기화되지 않는다

면, 서로 내용이 맞지 않아 그릇된 방향으로 프로그래머를 유도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팀에서 설계 원리와 구조에 대한 문서를 쓰고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문서는 짧고  

*4  역주  케이스 도구(Computer Aided Software Engineering Tool): CASE는 컴퓨터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이 개념에 바

탕을 둔 소프트웨어 개발용 도구를 케이스 도구라고 한다. 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필요한 각종 다이어그램을 그려내고, 각종 정보를 조직화하며, 소스 코드를 자동 생성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5  역주  플랫 파일: 단일 레코드형(record type) 레코드의 순서적 집합으로 이루어진 파일. 플랫 파일에는 레코드들의 관계를 지배

하는 계층 구조 정보가 있지 않다. 보통 각 레코드에는 그것을 식별하여 판독하거나 기록하기 위한 하나의 레이블이 있다. 이용

자만이 식별할 수 있는 종속적인 데이터 항목이 있어서도 안 되고, 비록 있다 해도 플랫 파일 시스템에 의해 식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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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적이어야 한다. ‘짧다’는 건 최대 12~24페이지를 말한다. ‘요약적’이라는 건 그 문서가 포괄

적인 설계 원리와 가장 높은 시스템 단계의 구조에 대해서만 논해야 한다는 뜻이다. 

설계 원리와 구조 문서가 짧다면, 어떻게 새로운 팀원이 시스템에 적응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

을까? 해결책은 새로운 팀원과 친밀하게 일하는 것이다. 바로 옆에 앉아 도와주면서 지식을 

전수한다. 이런 밀착 훈련과 상호작용을 통해 팀의 일원으로 만든다. 

새로운 팀원에게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록은 코드(code)와 팀(team)이다. 코드는 그

것이 하는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코드에서 원리와 의도를 뽑아내는 일은 어려울 수

도 있지만, 코드는 유일하게 모호하지 않은 정보의 원천이다. 팀원들은 계속 변하는 시스템의 

지도를 머릿속에 담고 있다. 이 지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방법으로는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게 없다. 

많은 팀이 소프트웨어보다 문서화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종종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마틴의 문서화 제1법칙이라는 간단한 규칙이 있다. 

그 필요가 급박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아무 문서도 만들지 마라. 

계약 협상보다 고객 협력이 우선이다. 소프트웨어는 일용품처럼 취급될 수 없다. 고객은 자신

이 원하는 소프트웨어의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그저 누군가가 한정된 비용으로 

한정된 기간 안에 그것을 개발해주기만을 바란다.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다루

는 시도는 몇 번이고 실패해왔으며, 때로는 아주 장관을 연출한다. 

회사 관리자의 입장에서, 개발 스태프에게 자신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말하고, 그가 잠시 떠났

다가 돌아올 때는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들고 오기를 기대한다는 건 아주 편리한 

생각이긴 하다. 그러나 이런 식의 운영은 품질이 낮은 결과물과 프로젝트의 실패로 이어진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자주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계약서나 작업

기술서에 의존하기보다는 개발 팀의 노력의 결과에 자주 피드백을 주면서, 소프트웨어의 고객이 

개발 팀과 가까이서 일한다. 

프로젝트의 요구사항, 일정, 비용을 명시한 계약서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가 명시한 기한은 프로젝트가 완료되기 전에 의미 없이 늘어나기만 한다.*6 최선의 

*6 때로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도 전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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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개발 팀과 고객이 함께 작업하면서 결정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계약의 예로, 내가 1994년부터 수년간에 걸쳐 대략 50만 줄의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의 경험을 들어보겠다. 우리 개발 팀은 상대적으로 낮은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큰 기

능 블록을 고객에게 전달했을 때는 그에 따른 큰 보수가 지급됐다. 그 블록에 대해서는 계약서

에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계약서에는 블록이 고객의 인수 테스트를 통과해야 

보수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었다. 인수 테스트의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고객과 매우 밀접한 위치에서 일했다. 거의 매주 금요일

에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개했고, 그러면 고객은 그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소프

트웨어에 반영할 변경사항들의 목록을 마련해놓고는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변경사항을 우

선적으로 다음 주 일정에 끼워 넣었다. 고객과 밀접한 위치에서 일했기 때문에 인수 테스트가 

논란이 된 적조차 없었다. 고객은 매주 소프트웨어가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능 블록이 어느 선까지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키는지 알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은 항상 유동적인 상태에 있었다. 크게 변경되는 부분은 별로 없었고, 

통째로 제거되거나 삽입되는 기능 블록이 있었다. 계약도, 프로젝트도 끝까지 살아남았고, 성

공했다. 이 성공의 열쇠는 한정된 비용으로 일의 범위와 기한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고객과의 

협력과 이런 협력 과정을 관리하는 계약에 있었다.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 변화에 대한 반응이 우선이다. 종종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

패를 좌우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반응 능력이다.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계획이 탄력적이고 업

무와 기술의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과정은 먼 미래까지 계획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업무 환경은 변하

기 쉽고, 그것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변하게 만든다. 그리고 고객은 시스템이 일단 동작하기 시

작하는 것을 보면 요구사항을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리고 싶어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

래머는 요구사항을 알고 있고 이 요구사항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해도, 개

발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잘 예상하지 못한다. 

초보 관리자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멋진 퍼트(PERT)*7나 간트(Gantt) 차트*8, 그리고 그것을 

*7 역주  프로젝트 관리를 분석하거나, 주어진 완성 프로젝트를 포함한 일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모델이다.

*8  역주  프로젝트 일정 관리를 위한 바(bar) 형태의 도구로서, 각 업무별로 일정의 시작과 끝을 그래픽으로 표시하여 전체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각 업무(activities) 사이의 관계를 보여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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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다 붙여놓는 일에 마음이 끌릴 것이다. 그 차트가 프로젝트 전반을 제어하는 힘을 줄 것

이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각 개인 태스크(task)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완료됐을 때 줄을 그어 지

운다. 차트에 기록된 계획 날짜와 실제 날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차이에 대해 대

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러한 차트 구조가 붕괴된다. 팀이 시스템에 대해 알아갈수록, 고객

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 알아갈수록, 차트의 어떤 태스크는 필요 없어지고 또 어떤 태스크는 새

로 등장하고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계획은 그저 날짜뿐만이 아니라 모양 자체가 변경된다. 

좀 더 바람직한 계획 전략은 다음 2주간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3개월간의 개략적

인 계획을, 그 이후로는 아주 대강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다음 2주간 수행할 태스크에 대

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다음 3개월간 구현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있어도 

된다. 그리고 1년 후에 작업할 시스템에 대해서는 흐릿한 개념만 잡고 있으면 된다. 

이런 단계적인 계획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수행할 태스크에 대해서만 세부적인 계획을 짠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세부 계획이 세워지면, 팀이 일에 대한 추진력과 책임을 갖게 되기 때

문에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계획은 몇 주간의 시간만 통제할 뿐이고, 계획의 나머지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원칙

앞서 설명한 가치들은 다음과 같은 열두 가지 원칙을 이끌어낸다. 이 원칙은 애자일 실천방법

을 무거운 프로세스와 차별화하는 특징이다. 

• 우리의 최고 가치는 유용한 소프트웨어의 빠르고 지속적인 공개를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MIT 슬로언 매니지먼트 리뷰(MIT Sloan Management Review)」지는 기업이 고품질의 제

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개발 실천방법에 대한 분석을 발표했다.*9 이 

문서는 최종 시스템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몇몇 실천방법을 찾아냈는데, 그중 

하나는 품질과 부분 구현 시스템의 빠른 공개 사이의 강한 관계였다. 이 문서에는 첫 

*9   ‘Product-Development Practices That Work: How Internet Companies Build Software’(MIT Sloan Management Review,  

2001년 겨울, 재판 요청 번호 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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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본에서 기능하는 부분이 적을수록 최종 공개본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수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 밝힌 또 하나의 분석 결과는 기능성을 계속 높여가면서 수시로 공개했을 

때 최종 품질과의 밀접한 관계였다. 자주 공개할수록, 최종 품질도 좋았다. 

애자일 실천방법은 빨리, 자주 공개하는 것이다. 가능하면 기본적인 시스템을 프로젝트 

시작 후 처음 몇 주 안에 공개한다. 그리고 2주마다 기능성을 증가시킨 시스템을 계속 

공개하려고 노력한다. 

고객은 충분히 원하는 기능을 갖췄다고 생각되면 그 선에서 그 시스템을 생산하기로 결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이 부족하다면, 그냥 현재 구현된 기능을 점검하고 변경하기

를 원하는 사항을 전달하면 된다. 

• 개발 후반부에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요구사항 변경을 환영하라. 애자일 프로세스는 고객의 

경쟁 우위를 위해 변화를 이용한다. 

이것은 태도의 선언이다. 애자일 프로세스의 일원은 변화를 걱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요구사항 변경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데, 이 변화는 팀이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더 배웠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애자일 팀은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탄력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따라서 요구사

항이 변경됐을 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의 것이 된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이런 종류의 탄력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객체 지향 설계의 원칙과 패턴에 대해 배우

게 될 것이다. 

•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를 2주에서 2달 사이, 혹은 더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자주 공개하라.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에 공개하고, 빨리 공개하고(첫 몇 주 후에), 자주(그 후로 몇 

주마다) 공개한다. 문서와 계획 꾸러미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진짜 공개로 치지 않는다. 우리의 목적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공개

하는 데 맞춰져 있다. 

• 업무를 하는 사람과 개발자는 프로젝트를 통틀어 계속 함께 일해야 한다.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개발자, 그리고 이해당사자 사이에 상당

한 양의 빈번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한 번 쏘고 나서 잊어

버리는 자동 유도 미사일 같은 것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관리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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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욕적인 개인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하라. 환경과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그

들이 그 일을 해낼 것이라 믿고 맡겨둬라. 

애자일 프로젝트에서는 사람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그 밖의 모든 

요소(프로세스, 환경, 관리 등)는 이차적 요소로 취급되고,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친다면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무실 환경이 팀에 장애가 된다면 사무실 환경을 바꿔야 한다. 어떤 프로

세스 단계가 팀에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그 단계를 바꿔야 한다. 

• 개발 팀 내에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이다. 

애자일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얘기한다. 의사소통의 일차적 방식은 대화다. 

문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모든 프로젝트 정보를 문서에 집어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

다. 애자일 프로젝트 팀은 문서로 작성된 명세, 계획, 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팀원

이 문서에 대해 큰 필요성을 느낄 경우에는 작성할 수 있겠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것은 대화다. 

•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가 진척 상황의 일차적 척도다. 

애자일 프로젝트는 그 진척 상황을 현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비율로 측정한다. 진행하고 있는 단계나 작성한 문서의 양, 또는 작성한 기반구조 코드

의 양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필수적인 기능 중 30%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30%의 

일이 끝난 셈이다. 

• 애자일 프로세스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한다. 스폰서,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는 무한히 

지속적인 속도(pace)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애자일 프로젝트는 100미터 달리기처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진행된다. 

팀은 전력으로 출발해 그 속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빠르지만 지속 가

능한 속도로 나아간다. 

지나치게 빨리 나아가는 것은 피로, 요령 부리기, 그리고 엄청난 실패로 이어진다. 애자

일 팀은 자신들의 속도를 조절하여 너무 지치지 않게 하고, 내일의 에너지를 빌려 오늘 

더 일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질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

을 정도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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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기술과 좋은 설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속도를 향상한다. 

높은 품질은 빠른 속도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은 소

프트웨어를 가능한 한 깨끗하고 튼튼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애자일 

팀원은 철저하게 자신이 작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품질의 코드만 만든다. 말썽을 만들

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합리화하지 않는

다. 문제가 생긴다면 그날 업무를 끝내기 전에 그것을 해결한다. 

• 단순성(아직 끝내지 않은 일의 양을 최대화하는 예술)은 필수적이다. 

애자일 팀은 천국에 광대한 시스템을 세우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항상 목표와 

일치하는 가장 단순한 길을 택한다. 내일의 문제를 예상하는 데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

으며, 오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방지책을 세우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가장 간단하고 

가장 고품질의 작업을 오늘 행하고, 내일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변경 작업을 하는 편이 

쉬울 것이라고 확신한다. 

• 최고의 아키텍처, 요구사항, 그리고 설계는 자기 조직적인 팀에서 나온다. 

애자일 팀은 자기 조직적인 팀이다. 책임감은 외부로부터 팀원 개개인에게 수여되는 것

이 아니다. 책임감은 온전한 팀에게 전달되고, 팀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을 결정한다. 

애자일 팀원들은 프로젝트의 모든 분야에서 함께 일하고. 각 팀원이 전체 분야에 참여

한다. 팀원 한 명이 아키텍처나 요구사항, 또는 테스트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팀 전

체가 이 책임을 공유하고, 각 팀원은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 

• 규칙적으로 팀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반영해야 하고, 적절히 그 행위를 조율하고 조정해야 

한다. 

애자일 팀은 조직, 규칙, 대화, 관계 등을 계속 조정한다. 애자일 팀은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 환경과 함께 변

화해야 한다는 점도 이해한다. 

결론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모든 개발 팀의 직업적 목표는 그들의 고용인과 고객에게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패스러울 정도로 프로젝트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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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하거나, 가치를 전달하는 데 실패하기도 한다. 좋은 의도로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프로

세스가 늘어나는 악순환은 이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비난받을 수 있다.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의 원칙과 가치는 개발 팀이 프로세스 증가 악순환을 깨고 그들의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간단한 테크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서 만들어졌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애자일 프로세스가 나와 있다. 그중에는 스

크럼(SCRUM)*10, 크리스털(Crystal)*11, 기능 중심 개발(Feature Driven Development)*12,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개발(ADP: Adaptive Software Development)*13,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익스트림 프로그

래밍(XP: Extreme Programming)*14이 있다. 

참고 문헌

1.  Beck, Kent. Extreme Programming Explained: Embracing Change. Reading, MA: Addison–Wesley, 
1999.

2.  Newkirk, James, and Robert C. Martin. Extreme Programming in Practice. Upper Saddle River, 
NJ: Addison–Wesley, 2001.

3.  Highsmith, James A. Adaptive Software Development: A Collaborative Approach to Managing 
Complex Systems. New York, NY: Dorset House, 2000.

*10 www.scrum.org 

*11 crystalmethodologies.org 

*12  피터 코드(Peter Coad), 에릭 레페브레(Eric Lefebvre), 제프 데 루카(Jeff De Luca)의 『Java Modeling In Color With UML: 

Enterprise Components and Process』(Prentice Hall, 1999)

*13 [Highsmith2000]

*14 [Beck1999], [Newkirk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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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소개

개발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XP가 ‘마을에서 유일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트 맥브린(Pete McBreen)*1

2
C H A P T E R

앞 장에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개요를 살펴봤다. 그러나 정확히 무

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몇몇 평범한 이야기와 목표를 제시하긴 했지

만, 실제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만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다.*1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실천방법

익스트림 프로그래밍(XP: Extreme Programming)은 애자일 방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데, 단순

하면서도 서로 의존적인 실천방법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실천방법은 각 부분보다 큰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 함께 작동한다. 이 장에서 간단하게 전체를 살펴보고, 이어지는 장들에

서 그 각각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 역주  『소프트웨어 장인정신(Software Craftsmanship)』(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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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팀 구성원

우리는 고객과 개발자가 서로 긴밀하게 작업하면서 서로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하기를 원한다. 

누가 고객인가? XP 팀의 고객은 기능 요소를 정의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개인 또는 그룹이

다. 경우에 따라서 고객은 개발자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업무 분석가나 마케팅 전문가의  

그룹일 수 있다. 때때로 고객은 사용자를 대신하는 대리인일 수 있으며, 실제로 현금을 지급

하는 고객일 수도 있다. 그러나 XP 프로젝트에서는 고객이 누구든 간에 팀의 멤버이며, 팀에

서 일할 수 있다. 

고객에게 있어 최선의 상황은 개발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다. 차선은 고객이 개발자와 

100피트*2 거리 내에서 일하는 것이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고객이 진정한 팀원이 되기 어려워

진다. 고객이 다른 건물이나 다른 주에 있다면, 그 고객을 팀으로 끌어들여 통합하기는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 

고객이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충고는 가까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고객을 대신할 수 있고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다. 

사용자 스토리

프로젝트 일정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아주 자세히 알 필요

는 없다. 요구사항을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만 알면 된다. 요구사항을 추정하려면 모든 

세부 사항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세부 사항이 존재함을 

알고, 그게 어떤 종류인지 대충은 알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것까지 모두 알 필요는 없다.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기 쉽다. 특히 고객이 시스템이 동

작하는 것을 보면서부터는 더욱 그렇다. 그때부터 고객은 요구사항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다. 그러므로 실제로 구현되기 한참 전에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기록해놓는 행위

는 의미 없는 노력과 조급한 초점 맞추기로 귀결되기 쉽다. 

XP를 사용할 때는 고객과 대화함으로써 요구사항의 세부 내용에 대한 감을 잡지만, 세부 사

항을 기록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도 고객은 같이 합의해서 정한 색인 카드에 몇 개의 단어를 적

*2 역주  약 3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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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대화 내용을 기억한다. 개발자는 고객이 색인 카드에 단어를 적을 때, 고객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추정한 내용을 카드에 기록한다. 

사용자 스토리(user story)란 현재 진행 중인 요구사항에 관한 대화의 연상 기호다. 이것은 고객

이 우선순위와 추정 비용에 근거해 요구사항의 구현 일정을 수립하게 해주는 계획 툴이다. 

짧은 반복

XP 프로젝트는 개발 중인 소프트웨어를 2주마다 공개한다. 2주마다 반복되는 작업은 이해당사자

의 어떤 요구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각 반복(iteration) 끝마다 이해당사

자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시스템을 시연한다. 

반복 계획 반복은 보통 2주 단위로 진행된다. 이것은 최종 제품에 반영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마이너 공개(minor delivery)임을 뜻한다. 반복 계획(iteration plan)은 개발자가 세운 예

산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사용자 스토리의 집합이다. 

개발자는 이전 반복에서 얼마나 완성할 수 있었는가를 측정하여 각 반복의 예산을 세운다. 

고객은 전체 견적이 그 예산을 넘지 않는 한도로 각 반복의 스토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일단 반복이 시작되면, 고객은 그 반복 동안에는 스토리 정의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다고 

동의한다. 이 시기 동안, 개발자는 스토리를 자유롭게 태스크에 나눠 넣고 기술적, 업무적으

로 가장 합리적인 순서로 그 태스크를 수행해나간다.

릴리즈 계획 XP 팀은 종종 다음 약 6번의 반복 일정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릴리즈 계획(release 

plan)을 만든다. 릴리즈는 대개 3개월 동안을 의미하며, 보통 최종 제품에 포함되는 메이저 공

개(major delivery)를 뜻한다. 릴리즈 계획은 개발자가 제시한 예산에 맞춰 고객이 선택한, 우선

순위가 정해진 ‘사용자 스토리’의 묶음으로 구성된다. 

개발자는 이전 릴리즈에서 얼마나 완성할 수 있었는가를 측정하여 릴리즈의 예산을 세운다. 

고객은 전체 견적이 그 예산을 넘지 않는 한도로 릴리즈에 포함할 스토리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은 그 릴리즈에서 구현될 스토리의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팀이 원한다면, 어떤 스

토리가 어떤 반복에서 구현이 완료될 것인가를 보여줌으로써 릴리즈의 처음 몇 번의 반복 계

획을 정밀하게 세울 수 있다. 

릴리즈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고객은 요구 내용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스토리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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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새로운 스토리를 작성하고, 스토리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인수 테스트 

사용자 스토리의 세부 사항은 고객이 명시한 인수 테스트(acceptance test)의 형태로 기록된다. 

어떤 스토리를 위한 인수 테스트는 그 스토리가 구현된 바로 앞에 작성되거나, 동시에 작성된

다. 인수 테스트는 자동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의 한 종류로 작

성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테스트는 시스템이 고객이 명시한 대로 동작하는지 여부를 검증

한다. 

인수 테스트의 언어는 시스템과 함께 발전하고 진화한다. 고객은 간단한 스크립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자를 새로 모집할 수도 있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별도의 품질 보증

(QA: quality assurance) 부서를 운영할 수도 있다. 많은 고객이 인수 테스트 툴 개발에 QA 부서

를 참여시키고, 직접 인수 테스트를 만든다. 

일단 시스템이 인수 테스트를 통과하면, 통과한 테스트의 본문에 추가되고 다시 실패하는 것

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인수 테스트 본문의 증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스템을 빌드할 때

마다 계속된다. 만약 인수 테스트가 실패하면 그 빌드는 실패를 선언한다. 따라서 일단 요구

사항이 구현되기만 하면, 제대로 동작한다. 시스템은 한 동작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하

고, 몇 시간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방지된다. 

짝 프로그래밍

모든 운영 코드(production code)는 같은 워크스테이션으로 일하는 프로그래머 짝들에 의해 작

성된다. 각 짝의 한 멤버는 키보드를 잡고 코드를 입력한다. 다른 한 멤버는 입력되는 코드를 

보면서 에러와 개선점을 찾는다. 이렇게 두 프로그래머는 아주 긴밀히 상호작용하게 된다.*3 

둘 모두 완전히 몰입하여 소프트웨어를 작성한다. 

이 프로그래머 짝의 역할은 자주 바뀌는데, 입력하는 사람이 지치거나 지겨워하면 짝의 동료

가 키보드를 대신 잡고 입력을 시작한다. 키보드 입력은 한 시간 동안 몇 번이라도 서로 교대

로 작업할 수 있으며, 결과물 코드는 두 멤버가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낸 것이다. 둘 중 어느 

누구도 그 공적의 반 이상을 갖지 않는다. 

*3 나는 한 멤버는 키보드를, 다른 멤버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짝을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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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바뀌어서 모든 프로그래머가 매일 서로 다른 두 짝으로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 반복 과정 동안 팀의 모든 멤버는 팀의 다른 모든 멤버와 함께 일해봐야 

하고, 그 반복 과정에서 진행되는 모든 작업을 해봐야 한다. 

이런 방식은 팀 내부에서 지식이 더 빨리 확산되게 한다. 전문 분담 방식이 유지되며, 보통 어

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태스크는 적절한 전문가에게 맡긴다. 이때 이 전문가는 팀의 다른 사람

과 짝을 이루어 작업한다. 이런 방식은 팀 내부에 전문성을 부여하여, 위기 상황에서 다른 멤

버가 이 전문가를 대신할 수 있게 한다. 

로리 윌리엄스(Laurie Williams)*4와 노섹(Nosek)*5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짝 만들기가 프로그래

밍 스태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결함 발생률을 줄여준다고 한다. 

테스트 주도 개발

테스트 주도 개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한 개요 정도

만 설명한다. 

모든 운영 코드는 실패하는 단위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작성된다. 우선, 우리는 프로그램에 

테스트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하는 단위 테스트(unit test) 프로그

램을 작성한다. 그런 다음,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코드를 작성한다. 

테스트 케이스(test case)와 코드를 작성하는 사이의 간격은 1분 정도로 매우 빠르다. 테스트 케

이스와 코드는 함께 진화하며, 테스트 케이스가 코드보다 아주 약간 앞서는 정도다(6장 ‘프로

그래밍 에피소드’ 참고).

결과적으로, 테스트 케이스의 완성된 본문은 코드와 함께 발전한다. 이 테스트는 프로그래머

로 하여금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해준다. 만약 어떤 짝이 프로그램을 조

금 변경한다면, 바로 테스트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리팩토링

(refactoring)을 굉장히 용이하게 만든다(리팩토링에 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한다).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한다면, 그 코드는 당연히 테스트 가능한 것이어

야 한다. 그리고 코드를 모듈별로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테스트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4 [Williams2000], [Cockburn2001]

*5 [Nos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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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작성되는 코드 구조는 상호 간섭이 아

주 적은데, 객체 지향 설계 원칙은 이런 비간섭화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6 

공동 소유권

짝은 어떤 모듈이라도 점검하고 개선할 권리를 갖는다. 프로그래머는 하나의 개별적인 모듈이

나 기술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모든 팀원이 GUI 부분 작업에 참여하며*7 모

든 팀원이 미들웨어 부분 작업에 참여한다. 또한 모든 팀원이 데이터베이스 부분 작업에 참여

한다. 아무도 어떤 모듈이나 기술에 대해 다른 사람보다 더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이것은 XP가 전문성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다. 만약 전문 분야가 GUI인 팀원이라면 GUI 

관련 작업을 하게 될 테지만, 미들웨어나 데이터베이스 관련 작업에서도 짝으로 일하도록 요

구받을 것이다. 이 팀원이 또 다른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면, 그 작업에 참가하여 

해당 분야를 가르쳐줄 전문가와 함께 일할 수 있다. 즉, 전문 분야의 일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인 통합

프로그래머는 자신의 코드를 체크인(check in)*8하고 하루에 몇 번씩 그것을 통합한다. 규칙은 

간단하다. 첫 번째로 체크인한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나머지 사람의 코드를 병합한다. 

XP 팀은 비차단 소스 제어(nonblocking source control)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체

크아웃(check out)*9해간 것에 대한 고려 없이, 프로그래머들이 아무 때나 어떤 모듈이라도 체

크아웃하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프로그래머가 모듈을 수정하고 난 뒤에 그것을 다시 체크

인하려면, 먼저 그 모듈을 체크인한 다른 사람이 수정한 부분과 병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긴 병합 과정을 피하기 위해, 팀원은 모듈을 매우 빈번하게 체크인한다. 

짝(pair)은 한두 시간 동안 한 태스크에 매달려 테스트 케이스와 운영 코드를 작성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 태스크가 끝나기 한참 전, 잠깐의 휴식 시간 동안 코드를 다시 체크인하려고 할 것

이다. 먼저 모든 테스트가 작동하는지 확인한 다음, 새로운 코드를 이미 존재하는 기반 코드

*6 2부 참고

*7 3티어 아키텍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일반적인 세 분류를 골랐을 뿐이다. 

*8 역주  공용 코드 서버 등에 코드를 올리는 일

*9 역주  공용 코드 서버 등에 있는 코드를 로컬 작업 장소로 옮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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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통합한다. 병합 작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한다. 필요하다면, 먼저 체크인한 다른 프로

그래머와 상의할 수도 있다. 그들이 변경한 부분이 통합되면, 새로운 시스템을 빌드한다. 현재

의 인수 테스트를 포함해 시스템에 있는 모든 테스트를 실행한다. 이전에 동작했던 어떤 부분

이 망가졌다면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한다. 마침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면 체크인을 마친다. 

따라서 XP 팀은 하루에도 여러 번,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시스템을 빌드한다.*10 시스템의 최

종 결과가 한 장의 CD라면 CD를 기록한다. 시스템의 최종 결과가 액티브 웹 사이트라면, 대

개 테스트 서버에 그 웹 사이트를 설치한다. 

지속 가능한 속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출발선에서부터 가능한 한 빠르게 

레이스를 시작하는 팀은 결승점에 도달하기 한참 전에 탈진하고 말 것이다. 빨리 골인하려면 

팀이 지속 가능한 속도(pace)로 달려서 에너지와 경각심을 보존해야만 한다. 꾸준히, 적당한 속

도로 달려야 한다. 

XP 규칙은 팀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릴리

즈의 마지막 주다. 릴리즈라는 골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종점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다면, 초과 근무도 무방하다.  

열린 작업 공간 

팀은 열린 공간에서 함께 일한다. 두서너 개의 워크스테이션이 설치된 테이블이 있고, 각 워크

스테이션에는 짝이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2개의 의자가 있다. 벽에는 상황 차트, 태스크 명세

(task breakdowns), UML 다이어그램 등이 펼쳐져 있다. 

이 공간은 대화하는 낮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차 있다. 각 짝은 서로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거

리에 있으며, 팀원들 각각은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다. 각 팀원은 서

로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프로그래머들은 집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누군가는 이것을 산만한 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끊임없는 소음과 산만함 때문에 아무

것도 끝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문제가 안 된다. 

*10 론 제프리즈(Ron Jeffries)가 말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란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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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생산성이 저하하기는커녕,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상황실’*11이라는 환경에서 일

하는 것이 두 배 정도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한다.*12 

계획 세우기 게임

XP 계획 세우기 게임에 대해서는 3장 ‘계획 세우

기’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한다. 

계획 세우기 게임의 정수는 업무와 개발의 책임 

분리에 있다. 업무 관련 인력(‘고객’이라고도 함)은 

기능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정하고, 개발자

는 그 기능 요소를 구현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 

것인지를 결정한다. 

각 릴리즈와 반복을 시작할 때, 개발자는 가장 최근의 반복이나 릴리즈에서 완성할 수 있었던 

양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 고객에게 제출한다. 고객은 총비용의 합이 예산을 넘지 않는 정

도로 스토리를 선택한다. 

이 간단한 규칙의 정립과, 짧은 반복과 빈번한 릴리즈를 통해 고객과 개발자가 프로젝트의 리

듬에 익숙해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고객은 개발자가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잡게 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소요 기간과 비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설계

XP 팀은 그들의 설계를 가능한 한 단순하고 표현적으로 만든다. 더욱이 그들은 현재 반복에

서 작업하기로 계획했던 스토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공략한다. 다음에 작업할 스토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한 반복에서 다음 반복으로 넘어갈 때 시스템의 설계를 마이그레이

션해서, 시스템이 현재 구현하고 있는 스토리에 가장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11  역주  상황실(war room): 프로젝트 차트, 그래픽 및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며 프로젝트의 기획, 미팅 등에 사용되는 프로젝트에

서 개인들이 공유하는 방

*12 http://www.sciencedaily.com/releases/2000/12/00120614470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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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XP 팀이 아마도 기반구조(infrastructure)를 이용해 시작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고, 미들웨어를 먼저 선택하지도 않을 것이다. 팀의 

첫 번째 행동은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스토리의 첫 묶음을 얻어내는 것이 

될 것이다. 팀은 스토리가 진행되어 그것을 강요할 때만 기반구조를 추가할 것이다. 

다음 세 가지 XP 지침을 따르자. 

어떻게든 동작하는 가장 단순한 것을 생각한다. XP 팀은 항상 현재의 스토리 묶음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설계 옵션을 찾으려고 한다. 플랫 파일 구조를 사용해 현재 스토리를 구

현할 수 있다면, 데이터베이스나 EJB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순한 소켓 연결로 현재 스

토리를 구현할 수 있다면, ORB나 RMI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멀티스레딩 없이 현재 스

토리를 구현할 수 있다면, 멀티스레딩을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XP 팀은 현재 스토리를 

구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생각하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단순한 솔루션을 선택한다.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리란 사

실을 알고 있다. 또한 언젠가는 ORB가 필요할 것이며, 언젠가는 다중 사용자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이 문제들에 손을 대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XP 팀은 확실히 필요해지기 전에 기반구조를 추가하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한다. 즉, 기반구조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프

로젝트를 시작한다. 팀은 지금 기반구조를 추가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효과

적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또는 적어도 아주 강한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기반구조를 

추가한다. 

코드를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XP를 수행하는 사람은 코드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중복 

코드가 발견될 때마다 이를 제거한다. 

코드 중복의 원인은 다양하다. 주된 원인은 마우스로 죽 긁어 여러 장소에 떨어뜨리는 코드

다. 이런 코드를 발견했을 때는 함수나 부모 클래스를 만들어 제거한다. 때로는 둘 이상의 알

고리즘이 매우 비슷하기는 하지만 미묘한 부분에서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함수로 바꾸

거나 템플릿 메소드(TEMPLATE METHOD) 패턴을 사용한다.*13 중복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13 14장 ‘템플릿 메소드와 스트래터지 패턴: 상속과 위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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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발견되면 그대로 두지 않는다.  

중복성(redundancy)을 제거하는 최선의 방법은 추상화(abstraction)다. 두 코드가 비슷한 경우 그

것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추상형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팀은 많

은 추상형을 만들고, 그 결과 결합도(coupling)가 낮아진다. 

리팩토링*14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한 개요 정도만 살펴본다. 

코드는 부패하기 쉽다. 기능 요소 다음에 또 기능 요소를 추가하고 버그 다음에 또 버그를 잡

아나갈수록 코드 구조는 퇴화한다. 점검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면, 이 망가진 코드는 온통 

엉키고 유지보수할 수 없는 엉망진창인 코드가 되어버리고 만다. 

XP 팀은 이런 퇴화를 잦은 리팩토링으로 반전시킨다. 리팩토링은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

스템의 구조를 개선하는 일련의 작은 변환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것이 함께 모여 결합하면, 시

스템의 설계와 아키텍처에 있어 중요한 변환이 된다. 

각각의 작은 변환이 끝나고 나면, 아무 문제도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단위 테스트를 실시한

다. 그리고 각 변환 끝에 테스트를 실시하면서 다음 변환을 계속 수행한다. 이런 식으로 시스

템의 설계를 바꾸면서 동시에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게 할 수 있다. 

리팩토링은 프로젝트나 릴리즈, 반복, 심지어 일과가 끝날 때도 계속 수행된다. 프로그래머는 

1시간 혹은 30분마다 리팩토링을 한다. 리팩토링을 통해, 가능한 한 깔끔하고 단순하며 의미 

있는 코드를 유지할 수 있다. 

메타포

메타포(metaphor)는 XP의 모든 방식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속한다. XP를 수행하는 사

람들은 골수부터 실용주의자이므로, 이런 식의 모호한 정의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즉, 

XP 지지자들은 종종 메타포를 XP 방식에서 제거하자고 논해왔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전히 메타포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다.  

*14 [Fowler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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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jigsaw) 퍼즐*15을 생각해보자. 조각이 맞아 들어가는 방식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명백

하게, 각 조각은 서로 인접해 있고 그 모양은 접한 조각들과 완벽히 맞을 것이다. 만약 촉각이 

아주 민감한 장님이 이 퍼즐을 한다면, 부지런히 각 조각을 바꿔가며 끼워보면서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퍼즐을 하나로 묶는 요소로 각 조각의 모양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바로 전체 그

림이다. 그림은 아주 강력하여, 그림에서 인접한 두 조각의 모양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퍼즐을 

만든 사람이 실수했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메타포다. 메타포는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큰 그림이다. 이것은 모든 개별적

인 모듈의 위치와 형태를 명백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비전(vision)이다. 모듈의 형태가 메타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듈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종 메타포는 시스템을 이름으로 요약하는데, 이 이름은 시스템의 요소에 기호를 부여하고 

그 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도와준다. 

예를 들자면, 나는 1초에 60개의 글자를 화면에 텍스트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있

다. 그런데 이 속도로 화면을 채우려면 시간이 다소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를 생성

하는 프로그램이 버퍼를 채우도록 했다. 버퍼가 가득 차면 프로그램을 디스크로 스왑아웃

(swap out)*16하고, 버퍼가 거의 다 비면 프로그램을 다시 스왑인(swap in)*17하여 좀 더 실행되

도록 한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쓰레기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비유하자면 버퍼는 

작은 트럭이고, 출력 화면은 덤프트럭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쓰레기 생산자였다. 이 이름은 

모두 딱 들어맞았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예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적이 있다. 이 시스템은 30분마

다 몇십 개의 네트워크 어댑터를 조사하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뽑아냈다. 각 네트워크 어댑터

는 몇몇 개별적인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의 작은 블록을 넘겨주었는데, 우리는 이 블록을 ‘식빵 

*15  역주  ‘jigsaw’라는 단어에는 실톱, 크랭크 톱이란 뜻이 있으며, 조각 그림 맞추기 퍼즐을 ‘jigsaw puzzle’이라 한다. jigsaw 모형은 

바로 조각 그림 맞추기 퍼즐에서 유래된 말이다.

*16   역주  스왑아웃(swap out): 동적 할당기에 의해 주기억 장치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가 보조 기억 장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한다.

*17  역주  스왑인(swap in): 동적 할당기에 의해 보조 기억 장치에 기억되어 있는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가 주기억 장치로 호출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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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slice)’이라고 불렀다. 식빵 조각은 분석해야 할 천연 그대로의 데이터를 의미했고, 분석 프

로그램은 식빵 조각을 ‘요리’했기 때문에 그것은 ‘토스트기’가 되었다. 그리고 식빵 조각의 개별

적 변수는 ‘빵가루(crumb)’라고 불렀다. 이 전부가 유용하고 재미있는 메타포였다. 

결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애자일 개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방식의 집합이

다. 이 프로세스는 많은 팀에서 사용되어 좋은 결과를 낳게 했다. 

XP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범용 방식이므로, 많은 프로젝트 팀이 이를 이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팀은 방식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이것을 개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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