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보내면서 느끼는 개발일지
오늘 오전에 같이 일하는 개발자가 지금까지 개발한 기능에 대하여 데모도 하면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직까지 기획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 논의를 하면서 기능을 하나씩 붙여 나가고 있다. 직접 동작하는 기능들을 보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참 좋은 자리라 생각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빠른 시점에 공유해 이슈를 빨리 끄집어 내는 것은 좋은 시도라 생각한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 버렸다. 지금까지 구현한 기능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는지,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이슈가 나오면서 회의 시간은 길어지고, 결과적으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도 못했다. 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원인을 찾아보려고 이 글을 적는다.
첫째, 개발을 맡은 파트에서 각 기능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히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여기 저기서 다양한 이슈
제기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점점 더 많은 이슈가 제기가 되고, 논의의 초점은 흐려지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팀 규모가 클
때 모든 팀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업무를 맡은 파트에서 일정 수준 정리된 후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둘째, 한 번에 너무 많은 기능을 논의하다 보니 고민해야할 이슈가 너무 많았다. 한 번에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기능을 추가할 때도 한 가지 기능에 대해 먼저 기획, 개발을 완료하고 같이 일하는 팀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야 다른
의견이 많지 않을 듯 하다. 그런데 한 번에 너무 많은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면 너무 많은 이슈 제기로 인해 정말 결정해야 할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셋째, 복잡도와 더불어 하나의 기능을 개발할 때 초반부터 너무 상세한 내용까지 신경쓰는 경향이 있다. 초반에는 핵심이 되는 기능 위주로 고민을
하고 개발을 완료한 후 마일스톤을 진행하면서 좀 더 상세한 기능을 고민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와 같이 작업하는 것이
쉽지 않은 듯하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현재 일하고 있는 팀에서도 이견이 많은데 특히 디자이너 파트는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듯하다. 물론 기획 파트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생각하는 수준을 맞추고, 일하는 방식을 맞춰나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듯하다. 내가 애자일이라는 이름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제안을 하지만 정말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애자일을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언제나 기능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프로젝트 초반에 모든 사람이 참여해 기획을 해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모두들 자신의 입장에서 편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정말 애자일이 무엇인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는 많지 않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다. 지금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하는 방식을 다시금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까? 지금으로선 딱히 어떤 시도를 해야할지 모르겠다.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없이
쉬어야겠다. 내일이면 아무렇지 않을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