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프로세스와 타의적 프로세스
동작하지 않는 프로세스 글을 읽고 든 첫번째 생각은 참 우리 민창이 많이 성장했구나였다. 경험을 통해 생각의 깊이가 묻어 나는 것을 느낀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글로 정리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난 민창과 1년 이상 일해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형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관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 이 글을 쓸 때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더 없이 좋은 듯하다.
난 민창처럼 차분하게 정리해서 글을 쓰기 보다는 민창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짧막하게

남겨 본다.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다.
지극히 개발자로써 개인적인 의견을 솔직히 밝히자면 난 프로세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일을 할 때 항상 프로세스가 걸리적 거리고
답답할 때가 많다. 난 예전 서버든 보안이든 DB든 개발자가 모두 책임지고 관리하던 시절이 그립다. 그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었고, 개발자로써 배우는 것도 훨씬 많았다.
이 의견에 나 또한 동의한다. 하지만 프로세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지금까지 내 경험을 덧붙여 보고 싶다. 나 또한 내가 한 팀의 팀장이 되고,
프로젝트를 리딩하기 전까지 프로세스를 좋아하지 않았다. 프로세스를 적용한다면 일단 배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공유해보고 싶다. 프로세스를 그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지금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발자의
자유로운 영혼을 구속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너도 이제 관리자가 다 됐구나."라고 비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한 때 나도 그랬으니까. 비꼬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그 때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공유할 뿐이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면 이 글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해 주면 좋겠다.
나는 이와 관련해 프로세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프로세스라는 용어가 남용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프로세스라는 서로의 경험이 다른 상태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나는 프로세스를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프로세스(자의적 프로세스)와 다른 사람, 다른 조직에 의해 전사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세스(타의적 프로세스)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모여 일을 하려면 서로 간의 약속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적인 작업이 발생하고, 반복적인 이슈와 버그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가 무슨 방법론이나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전이더라도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서로가 지켜야할 이 약속,
원칙들이 프로세스라 생각한다. 그리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반복하다보면 조직 자체적으로 원칙을 만든다. 이와 같이 조직의 요구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원칙들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원칙들을 지킬 때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험이 적었을 때는 내가 진행하는 방식과 업무에 조금이라도 다른 형태의 제안을 하면 무조건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그런데 경험이 쌓이면 쌓일 수록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 같은 원칙을 지킬 때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이
생겼으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버전 관리 시스템에 소스 코드를 커밋할 때는 커밋
로그를 반드시 적는다는 원칙들 말이다. 나는 이 같은 원칙들이 프로세스라 생각한다.
문제의 본질은 이 프로세스가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만들어지고 개선되어 가느냐,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 때문에 전사적으로 만들어지고
표준화된 후에 타의적으로 적용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항상 문제는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들에서 발생한다. 물론 최초에는
잘 맞았을 수도 있으나 각 조직에 적용하면서 상황에 따라 변화 발전해야 하는데 국내의 많은 소프트웨어 조직에서는 일단 적용한 후에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즉, 각 조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시간이 지날 수록 프로젝트의 복잡도는 증가하고 협업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조직마다 지켜야할 기본적인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원칙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추가되고 발전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 같은 발전은 각각의 조직이 자발적으로 개선해 나갈 때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타의적 프로세스는 성공하기 힘들다. 따라서 너무 전사적으로 표준을 만들어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각 조직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자신들에게 맞는 원칙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원칙들이 모이면 그 자체가 하나의 프로세스가 될 것이다. 동작하지 않는 프로세스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프로세스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의적 프로세스에 의해 최초 의도했던 효과를 보지 못함에 대한 문제제기라 생각한다.
나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자신들만의 원칙들을 만드는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서로가 지켜야할 원칙들을 조직원의 동의하게 만들어
간다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형태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진정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