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공학 두번째 수업
소프트웨어 공학 첫번째 수업
소프트웨어 공학 서로 알아가기 및 주제 선정 모임
두 번째 수업의 학습 목표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개발 프로세스를 정하는 것이었다. 다른 목표도 있지만 개발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컸다.
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하려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과제로 소프트웨어 크리에이티비티
2.0의 일부 내용을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크리에이티비티 2.0 책을 선정한 이유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가지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다양한 시각들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이 책의 주제 중 "규율 대 유연성", "정형 기법
대 경험 기법" 내용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내용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많으니 시간을 가지고 반드시 읽어 봤으면 좋겠다.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음,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많지 않음, 젊음 등의 이유로 한 가지 방향으로 치우칠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보다는 쏠림
현상이 심하지는 않았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을텐데 팀 협업을 하려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들 공감했다.
토론 중에 나온 이야기를 취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창의적인 활동이라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활동이 창의적인 활동은 아니다.
설계는 지극히 창의적인 활동이다. 설계를 해나가는 과정은 창의적인 활동이 맞다. 하지만 이 설계 작업을 문서화하는 작업은 창의적인
활동은 아니다.
설계가 끝나고 구현 과정은 창의적인 활동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다. 구현 과정에서도 어떤 메소드(함수)에 구현할 것인지, 어느 클래스에
구현하는지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활동이다. 그런데 그 메소드와 클래스를 고민하는 그 과정 자체는 설계 과정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구현과 설계를 구분할 수 있느냐?
설계와 구현을 명확하게 분리한다면 구현을 담당하는 프로그래머는 설계자의 문서를 이해하고 파악한 구현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낭비가
발생하지 않느냐?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는 애자일 프로세스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애자일 프로세스는 문서화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듯하다. 애자일 프로세스 + 문서화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다.
Waterfall과 애자일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위와 같은 논의들이 오고 갔다.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그 동안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도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다음에
해결해야할 이슈도 나왔다.
다음으로 논의할 주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문서화에 대한 부분이다.
한 친구가 이야기했다. 애자일 프로세스는 문서 보다는 소스 코드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본인은 문서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문서화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와 이를 위한 도구로 어느 것이 유용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 시간에
결정하기로 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경험 기법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는 정형 기법이 맞다는 것을 느꼈으면 한다. 또한 유연성이
정말 좋은 상황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규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는 애자일 프로세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애자일 프로세스 중 스크럼을 활용해 프로세스를 최소화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추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수업 중에 모든 내용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 없을 때는 trello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 그 사이 온라인 상 논의를 통해 프로젝트명은 humhum으
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humhum 프로젝트에 대한 핵심 가치를 공유한 후에 이 핵심 가치에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부분인지를 논의하고 이를
어떻게 검증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다음 시간에 논의해 보기로 했다. 핵심 가치가 맞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부분은 린 스타트업 책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나 또한 이와 관련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학생들과 실험을 통해 이와 관련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

현재 진행하는 SW 공학 수업은 SW 공학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SW 공학에 대한 경험을 몸으로 느껴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수업 시간에 하나씩 결정해 나가려고 한다. 오늘 수업 중에도 나왔지만 자연스럽게 문서화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면 이와 관련한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논의를 통해 방법을 찾아나가는 접근 방법을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과 프로젝트를 병행하다보니 수업 시간에 모든 부분을 소화할 수 없어 기술적인 부분은 자발적으로 학습한 후에 일주일에
한시간씩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프로젝트를 Ruby On Rails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스터디할 책도 결정했다. 모두들 애인도 없고,
주말에 할 일도 없다면서 한 번에 많이 나가도 된단다. 나는 가정도 있고, 주말에 할 일도 많은데... 그래도 학생들 주도로 하고 나는 옆에서 코칭하는
역할이니 따르기로 결정했다.
나는 실무 프로젝트에서도 프로젝트 기획, 요구사항 분석 과정 중에 병행해서 기술적인 스터디와 기본적인 개발 환경 세팅에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가 끝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 프로젝트
초반에 요구사항 분석 설계와 기술적인 스터디, 개발 환경 준비가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프로젝트 초반에 요구사항 분석 설계만 진행하면 재미없고 지루한 경우가 많다. 이 시점에 기술적인 학습과 개발 환경 준비를 같이

한다면 개발자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학습 효과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프로젝트 초반이 시간적인 여유가 가장 많은 때라
생각하는 이유도 있다.

한 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말 많은 결정과 작업들을 했다. 한 번에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작업들을 쪼개 시간 나는 틈틈이 진행했기 때문에 이
같은 작업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수업을 통해 자신들의 작업을 작게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습관도 익혔으면 좋겠다.

수업이 끝난 후 자리로 돌아와 trello를 정리하다보니 자신들이 다음 주까지 해야할 일들을 수업 중에 trello에 올려 놓은 모습을 보면서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 가짐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