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부분이 있다면 작은 구현이라도 시작하자.
지난 2주 동안 새로운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 처음 기획부터 다시 시작하는 작업이고 생소한 부분이라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부분이
있다. 기획자도 이런 막막함 때문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 당황해 하는 듯하다. 그렇게 여러 사이트를 벤치마킹하고 다른 팀에서 준비한
내용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프로젝트 완료일은 촉박한 상황인데 큰 진전 없이 시간을 흘러가고 있다.
기획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자가 치고 나갈 부분이 많지 않다. 괜시리 개발해 봤자 이후에 변경하는데 시간을 더 낭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도 무엇인가 할 것이 없을까 찾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논의하면서 결정된 부분이 있으니 지금까지 결정된 부분이라도 디자인이 없는
상태로 구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작은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고 시간적인 여력이 있으니 이후에 진행할
부분을 미리 미리 해놓자는 생각으로 접근했다.
서비스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시작은 미미했다. 한 순간 느끼는 부분이 있어 시작한 일이고 지금까지 3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 처음 하루,
이틀은 지금까지 결정된 부분을 미리 붙이고 흐름 자체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지금까지 논의 되던 부분을 빠른 시점에 직접
사용해 볼 수 있으니 그 시점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생겼다. 하지만 이제 시작인지라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어제 퇴근하기 직전 경험 때문이다. 저녁에 약속도 있고 해서 칼퇴근 하려고 정말 간단한 작업 하나만 하고 퇴근하려 했다. 이
작업은 앞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기능의 메인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었다. 작업은 버튼 하나 추가하고 링크만 걸면 끝인
30분짜리도 안되는 작업이었다. 버튼을 하나 추가하고 링크를 추가하기 위해 URL을 정하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슈가
발생했다.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은 게임 회사다. 따라서 웹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가 계정과 캐릭터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즉, 웹에
로그인하는 사용자는 하나의 계정을 가진다. 그런데 이 계정은 여러 개의 캐릭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웹을 계정 기반으로 만드느냐, 캐릭터
기반으로 만드느냐는 항상 큰 이슈이다. 지금까지 이 이슈 때문에 정말 많은 논의가 되었고, 많은 결정을 해야 했다. 아직까지 계정 기반이 맞는지
캐릭터 기반이 맞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런데 어제 발생한 이슈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계정, 캐릭터 간에 발생하는
이슈였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지난 주처럼 머릿 속으로만 생각하고, 기획자, 디자이너와 논의만 했다면 바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이슈였다. 직접 구현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단순히 버튼 하나를 추가하고, URL 경로를 정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이슈를 좀 더 빠른 시점에 찾아낼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시점에 너무 많은 탁상공론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듯하다. 물론 분석과 설계가
완전히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석, 설계, 개발 작업이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때 추후 변경 비용도 크지 않고, 이슈도 빨리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작은 변화였지만 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선한 경험이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했는데 한 동안 잊고
살았던 듯하다. 다시금 그 때를 생각하면서 점진적으로 기능을 추가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