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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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 
나름 큰 회사에서 반년동안 배운 것

“



01. 큰 회사에 대한 흔한 카더라

02. 요즘 실제로 출근해서 하는 일

03. 개발 프로세스

04. 함께 코딩하기

05. GitHub 활용하기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도저히 안나더라구요,



04. 함께 코딩하기

05. GitHub 활용하기

03. 개발 프로세스

01. 큰 회사에 대한 흔한 카더라

02. 요즘 실제로 출근해서 하는 일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개발 프로세스와 커뮤니케이션

(오늘 할 이야기)

>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 개발 프로세스와 커뮤니케이션에 대
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슈발생

유지보수 || hotfix

스펙분석

일정산정

코딩

커뮤니케이션

문서화

개발 프로세스?



이슈 발생
issue



이슈발생

신규 유지보수 hotfix

디자인개편 추가 스펙

Issue === Task === 일거리

여러 종류의 이슈가 있다



이슈발생

Zenhub을 통한 Issue 할당

아래 이미지는 Zenhub Board 기능의 demo 화면입니다.

https://jaeyeophan.github.io/2017/04/30/issue-management-tool/

> 이슈들은 연관 부서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이슈들은 이 Board 판의 ‘담당 대기’ 
column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슈발생
아래 이미지는 Zenhub Board 기능의 demo 화면입니다.

자신의 일정을 고려하여 Issue를 가져가는 방식

> ‘담당 대기’ 이슈는 상위 리더가 담당자를 일방적으로 지정하
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이 비어있는 사람이 할당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슈발생

내가 감당할 수 있는 issue 인가 
현재 진행 중인 issue와 연관성이 있는가 
현재 진행 중인 issue에 영향이 없는가

Issue를 할당하기 전,

(이슈 잘못가져가면 팀 전체가 피곤해진다.)



이슈발생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개발자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 Step 1.



유지보수 || hotfix
레거시와의 맞짱



유지보수 || hotfix

> 여러 내용 막 준비하다보니까 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 같더라
구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건 접었습니다.



스펙 분석
스펙은 생물이다



스펙분석

기획서 PPT 파일

디자인 프로토타입 시안

스펙 분석을 위한 문서들.



스펙분석

실제 사례 예시



스펙분석

1. view 기반 컴포넌트 분리

실제 사례 예시



스펙분석

1. view 기반 컴포넌트 분리

2. 성능 적인 부분 고려
- 이미지 lazy loading

-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실제 사례 예시



스펙분석

1. view 기반 컴포넌트 분리

2. 성능 적인 부분 고려
- 이미지 lazy loading

3. 백엔드, 앱 개발자와의 인터페이스 협의

-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 API호출 실패에 따른 로직

실제 사례 예시



스펙분석

1. view 기반 컴포넌트 분리

2. 성능 적인 부분 고려
- 이미지 lazy loading

3. 백엔드, 앱 개발자와의 인터페이스 협의

4. UX적인 부분 고려
- routing

-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 page hide and restore

- API호출 실패에 따른 로직

실제 사례 예시



스펙분석

1. view 기반 컴포넌트 분리

2. 성능 적인 부분 고려
- 이미지 lazy loading

3. 백엔드, 앱 개발자와의 인터페이스 협의

5. 각 기능 구현을 위한 모듈 검토

4. UX적인 부분 고려
- routing

-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 page hide and restore

등등…

- API호출 실패에 따른 로직

실제 사례 예시



스펙분석

스펙은 메타몽이다
사용자에 요구에 따라, 디자인 변경에 따라, 상부 지시에 따라



스펙분석

메타몽에는 메타몽으로

스펙 협의 회의에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스펙 fix 
그래도 변경될 여지가 있는 부분 미리 고려하여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확장 가능한 설계를 한다! 

…



스펙분석

현실, 내 메타몽은 변신을 못함

변화하는 스펙에 대처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게 아님
배포 일정은 다가옴
스파게티가 만들어짐



스펙분석

VSCode 전에 Evernote

스펙 분석과 설계에 대한 꾸준한 (의식적인) 연습
스펙 리스트업과 스케줄(task) 관리



스펙분석

VSCode 후에 Evernote

놓친 스펙에 대한 (의식적인) 회고
무엇을 빠뜨렸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스펙분석

꼼꼼한 스펙 분석 습관을 가진 개발자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 Step 2.



일정 산정
‘워라밸’을 위한 한 걸음 (몸부림)



일정산정

자신이 assign한 이슈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측정하고 공유하는 행동

What?



일정산정

1. 타 부서 또는 다른 개발자와 협업 
2. 배포 일정 fix 

3. 예측가능한 팀 내 resource 관리

Why?



일정산정

http://www.mimul.com/pebble/default/2018/01/05/1515145860439.html

계획오류 (Planning Fallacy)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는것



일정산정

계획오류 (Planning Fallacy)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낙관적으로 예상하는것

http://www.mimul.com/pebble/default/2018/01/05/1515145860439.html

계획 오류는 대부분의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다. 
그것이 우리(개발자)든, 프로젝트 매니저든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든 

실제로 언제 작업이 끝날지에 대해 낙관적인 경향이 있다.



일정산정

90 대 90 법칙

코드의 첫 90%가 개발 시간의 첫 90%를 차지하고 
코드 나머지 10%가 또다른 90%의 개발 시간을 차지한다. 

총 180%를 소요하게 되는 의미로, 
당초 예상한 기간보다 훨씬 초과하는 경향을 표현한 것이다.

http://www.mimul.com/pebble/default/2018/01/05/1515145860439.html



일정산정

일정 공수

일정 산정과 관련되서 일정과 공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



일정산정

일정 공수

할당된 이슈를 어느 날짜에 시작해서 어느 날짜까지 마친다.



일정산정

일정 공수

할당된 이슈를 어느 날짜에 시작해서 어느 날짜까지 마친다.

이 이슈를 해결, 완료하는데 하루 n시간 기준 몇 일이 소요된다.



일정산정

일정 공수

할당된 이슈를 어느 날짜에 시작해서 어느 날짜까지 마친다.

이 이슈를 해결, 완료하는데 하루 n시간 기준 몇 일이 소요된다.

분석한 스펙을 토대로 공수를 설정한 다음, 일정을 잡습니다. 



일정산정

이 이슈를 해결, 완료하는데 하루 n시간 기준 몇 일이 소요된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에 있는 9시간 동안 내내 
컴퓨터앞에서 앉아서 개발하는게 아님.

> 저희가 10시에 출근해서 19시에 퇴근한다고 했을 때, 총 9시
간이 되는데요. 9시간 동안 계속 개발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일정을 산정할 때는 쓸데없는 것도 다 고려해야 해요.



일정산정

우리는 사실, 회사에서 정말 많은 것을 합니다.

아침먹기 
커피 마시기 
점심먹기 
메일쓰기 
화장실 가기 
전화받기 

회의 들어가기



일정산정

맡고 있는 업무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교육듣기 
세미나 참석하기 
개발 아티클 읽기 

전에 배포된 이슈 대응하기 
문의 대응하기 
스터디하기



일정산정

심지어 반나절 이상 회사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팀 회식 또는 워크샵 
외부 컨퍼런스 참여 

공휴일 
휴가 
반차 
예비군



일정산정

아침먹기 
점심먹기 
커피 마시기 
메일쓰기 
화장실 가기 
전화받기 
회의 참석하기

나는 회사에서 개발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일정산정

아침먹기 
점심먹기 
커피 마시기 
메일쓰기 
화장실 가기 
전화받기 
회의 참석하기

= 5시간
( 평균적으로 )

나는 회사에서 개발하는데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가?



일정산정

교육듣기 
세미나 참석하기 
개발 아티클 읽기 

전에 배포된 이슈 대응하기 
문의 대응하기 
스터디하기

팀 회식 또는 워크샵 
외부 컨퍼런스 참여 

공휴일 
휴가 
반차 
예비군

공수를 4일(20시간) 이라고 가정, 월요일(2월 26일) 부터 시작

> 스펙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수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공
수가 4일나왔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정리한 내용을 가
지고 일정을 산정해봅니다.



일정산정

+바로 이전 이슈 문의 대응 이틀 
+ 3월 1일은 공휴일 
+검토는 했으나 추가 문서화가 필요한 모듈 정리 하루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하루 (버퍼)

공수를 4일(20시간) 이라고 가정, 월요일(2월 26일) 부터 시작



일정산정

4일 + 2일 + 1일  + 1일 + 1일 = 9일 뒤 완료

+바로 이전 이슈 문의 대응 이틀 
+ 3월 1일은 공휴일 
+검토는 했으나 추가 문서화가 필요한 모듈 정리 하루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하루

공수를 4일(20시간) 이라고 가정, 월요일(2월 26일) 부터 시작

(2/29) (3/9)

> 그럼 공수는 4일이 나왔는데 일정은 9일을 더한 3/9 완료가 
도출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정 산정없이 나온 공수에 신입
의 패기가 더해져 3일이라고 일정을 공유하는 순간 하루를 삼일
처럼 빡세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정산정

너무 길게 잡으면 월급 루팡 
너무 짧게 잡으면 야근 지옥



일정산정

신뢰가는 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발자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 Step 3.



코딩



코딩

가독성이 좋은 코드 
모듈화를 통한 재사용성 높은 코드 

모듈화의 기준 
Code Quality 

과도한 추상화를 피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확장 가능한 설계 
성능을 고려한 코드 
유지보수가 용이한 코드 

단일 책임 
…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들이지만…



코딩

실제 코드에 반영되기 까지는 꾸준한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



코딩

아쉽게도 이런 저런 코딩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 발표량 과부화 ) 
( 발표자도 잘 모름 )



커뮤니케이션
둥글게 둥글게



커뮤니케이션

기획

디자인

마크업

클라이언트

서버

운영
디자인 프로토타입 
UX 디자인 
인터랙션 가이드

웹 프론트엔드 
+ 

Android 
iOS

로그 관리 
Project Managing 

QA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API

퍼블리싱(HTML/CSS) 
CSS Animation

초기 기획서 
브랜딩 

프로젝트 컨셉

Project



커뮤니케이션

기획

디자인

마크업

클라이언트

서버

운영
디자인 프로토타입 
UX 디자인 
인터랙션 가이드

웹 프론트엔드 
+ 

Android 
iOS

로그 관리 
Project Managing 

QA

백엔드 
데이터베이스  

API

퍼블리싱(HTML/CSS) 
CSS Animation

초기 기획서 
브랜딩 

프로젝트 컨셉

Project

> 하나의 프로젝트에 많은 직군의 사람들이 참여 하게 됩니다. 제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마크업과 서버 
개발자와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죠. 마크업으로 해결 안 되는 동적인 디자인은 디자이너와 이야기해
야 합니다.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추적하기 위해 로그를 남겨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로그 부분도 신경
써야 합니다. QA랑은 뭐 당연한 커뮤니케이션이구요.



커뮤니케이션

개발 용어 사용 자제 

ex) 애니메이션이 비동기로 발생하기 때문에… 
ex) select layer 컴포넌트에 문제가… 

ex) 하단의 페이지 네비게이션 컴포넌트 스펙 사항 중 circular는 …

기획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기획 스크린샷 사진의 주황색 박스에서~ 
해당 부분 스펙 검토 부탁드려요~



커뮤니케이션

주황색 박스 iPhone5 (320px)에서 
마크업이 조금 깨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려요~

OOO님, 셀렉트 박스 부분 깨지네요

마크업



커뮤니케이션

서버마크업

실제 Code를 주고 받는 일이 많다.

정말 가독성 떨어지고 기분 나쁜 메일



커뮤니케이션

상세한 설명 
AS-IS, TO-BE 

Code Highlighting

서버마크업



커뮤니케이션

Tool을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효율 향상

> 저는 주로 typora를 사용해서 코드 하이라이팅 처리를 하구요, 
giphy라는 툴을 사용하여 gif 만들고 인터랙션 디자이너 분과 협
의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잘 통하는 개발자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 Step 4.



문서화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



문서화

양날의 검, 코드 내 주석 
정돈된 코드와 함께 잘 작성해두면, 이 또한 문서화

> 일단 코드 내 주석부터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작
성한 코드도 몇일뒤면 뭘 의미하는 코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
죠. 특히 복잡한 애니메이션의 경우엔 더 필요해요. 사실, 이 부
분을 조금 깊게 들어가게 되면 주석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들어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오늘은 다른 문서화에 집
중해볼게요, 



문서화

GitHub 프로젝트의 얼굴, README.md



문서화

GitHub에서 제공하는 
README.md Guide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취사선택

https://guides.github.com/features/wikis/



문서화

정돈된 Commit History는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길잡이



문서화

https://chris.beams.io/posts/git-commit/

수많은 Best Practice. commit log guide
이 또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취사선택



문서화

https://github.com/typicode/husky

git hook을 사용한 commit message 형식 강제

> 커밋 로그 단장하는게 쉽지만은 않아요. 막 test 이런 커밋 무
의식적으로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강제할 수 있는대요 
husky라는 모듈이예요. 커밋 메세지의 포맷을 정해두고 해당 
포맷에 맞춰 커밋될 수 있도록 강제해줍니다.



문서화

git tag 기능과 GitHub의 Release 기능 활용하여 ChangeLog 기록하기

version이 중요한, 라이브러리 또는 모듈인 경우,



문서화

jsdoc을 통한 API document 관리



문서화

.github 
├── ISSUE_TEMPLATE.md 
└── PULL_REQUEST_TEMPLATE.md

> issue, pull request에 작성되는 짧은 글들도 하나의 문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러한 issue와 pr을 일정한 template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
에 .github이라는 디렉토리에 마크다운 파일 두 개만 생성해두면 해당 repository
에서 issue를 등록하거나 pr을 등록할 때 일정한 format 하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
렇게 문서화를 하는데 여러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

프로젝트 시작할 때부터 협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꾸준히 

( 중간부터 들어가면 늦고 ) 
( 프로젝트 끝나고 하려면 거의 못 함 )



문서화

문서화를 체계적으로 잘하는 개발자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 Step 5.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

?



Happy Coding 
2018

Suggestion
>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이미 시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제안해볼까 합니다. 



Happy Coding 
2018

함께 하기를.

Suggestion
> 혼자 개발하면 코딩 연습하는 것 밖에 안 되요, 물론 개발자에게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 코딩이겠지만, 앞서 설명드린 소프트스킬 부
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면접을 볼 때 코딩도 보겠지
만, 채용이란건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건데, 코딩만 잘하면 팀이 
전부 피곤해지거든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Happy Coding 
2018

완주 하기를.

Suggestion
함께 하기를.

> 개발 프로세스는 일정 흐름을 따라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끝
까지 마무리하는 경험을 통해 온전한 개발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것을 작게 시작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랍니다.



Happy Coding 
2018

유저 피드백 받아보기를.

Suggestion
함께 하기를.

완주 하기를.

> 정말 어려운 거고 앞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데요, 그래도 유
저 피드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라면 issue도 받아보
고, PR도 받아보는 재미가 있을 거고, 서비스라면 UX적인 요소라던
지 안 보이던 부분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내가 만든 라이브
러리 아무도 안 쓰고 내가 만든 서비스 아무도 안쓰죠.



Happy Coding 
2018기술 스택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기를.

Suggestion
함께 하기를.

완주 하기를.

유저 피드백 받아보기를.

>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다면, 사용하기로 한 라이브러리 또는 프
레임워크가 있을 텐데요, 왜 이 라이브러리인가? 왜 이 프레임워크인가? 
에 대한 고민이 선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버엔
지니어링을 피할 수 있고,또  그 라이브러리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요 그리고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죠. 이거 왜 썼어요? 이렇게. 이 부분은 고
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appy Coding 
2018

GitHub과 함께 하기를

Suggestion
함께 하기를.

완주 하기를.

유저 피드백 받아보기를.

기술 스택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기를.

> 이 모든 것이 GitHub과 함께 하기를 바래요. 오늘도 
GitHub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다른 좋은 아티
클도 많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꼭 Git
과 GitHub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github.com/JaeYeopHan

> Interview for guideLine이라는 repository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다보니 다른 분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PR 날려주실 멋진 분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github.com/JaeYeopHan/Interview_Question_for_Beginner

http://github.com/JaeYeopHan


> DEVLOG 라는 주니어 개발자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프론트엔드 개발 관련 자료
나 제가 블로그에 쓴 글이 올라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https://www.facebook.com/Jbee.dev/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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