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웹 개발자 교육 과정을 기획하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한빛교육센터에서 총 5회에 걸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그 때의 아쉬움과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강의를 준비
하고 있다. 새로운 강의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왜 이 같은 강의를 기획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본다.
왜 플레이 프레임워크인가? 글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가끔 미투데이, 페이스북, 메일을 통해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 제가 자바 기반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하려
고 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막막함이다. 막연하게 “이것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확
신이 서지 않는다. 확신이 서지 않는 이유는 내가 10 년 이상 자바를 기반으로 하는 웹 개발자로 살아가면서 학습하고 사용하고 있는 도구와 언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
이다.
많은 도구와 기술 요소들 중에서 대부분의 개발자는 자바와 서블릿부터 시작할 것이다. 내가 웹 개발자를 시작할 때는 자바, 서블릿, 데이터베이스 정도 학습하면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최근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도 없었으며, 앤트, 메이븐과 같은 빌드 도
구도 없었다. 최근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클립스나 IntelliJ와 같은 통합 개발 툴도 없었다. 버전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한 명의 웹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막막해 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바와 서블릿을 공부하고 몇 개의 프레임워크를 학습하기는 했지만 한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학습하다보니 체계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있다.
자바도 거대한 공룡이 되어 버린 것이다.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런 거대한 공룡 말이다.
내가 자바 웹 개발자 교육 과정을 기획하려는 첫번째 이유는 한 명의 자바 웹 개발자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기술 요소들을 다룸으로써 자
바 웹 개발자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5일의 과정을 통해 자바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 요소들을 깊이 있
게 다루기는 힘들다. 따라서 각 기술 요소의 세세한 API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각 기술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원리를 파악한 후 하나씩 확장해 나가
는 방법으로 기초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커리큘럼을 설계했다. 지난 10년 이상 자바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해함으로써 현재 사용
되고 있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의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해당 기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 필요성,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필요성과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다음 단계
의 세세한 내용과 API 활용은 쉽게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전체적인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칙 위에서 과정을 설계했기 때문에 핵심 원리를 파악해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으며, 다음으로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하나씩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두번째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자바 웹 개발자 과정이 실무 프로젝트와 약간은 동떨어진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자바 기반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얻은 경험을 실무 프로젝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설계해 실전 경험을 전달하고 싶었다. 지금까지의 개발과
강의 경험을 통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조합으로 강의 커리큘럼을 구성해 보려한다. 이 강의의 중심이 되는 기술 요소들은 현재 내가 담당하고 있는 실무 프로젝
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 요소들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강의 커리큘럼에 그대로 반영해 실무 프로젝트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위
주로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각의 주제들이 작고 쉬운 내용은 아니다. 모든 주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경험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5일 동안의 과정을 통해 이 기술 요소들의 모든 것을 전달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명의 자바 웹 개발자로 성장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술 요소와 개념을 익혀 자신만의 로드맵을 가지고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잡을 수 있도
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개발 경험, 강의 경험, 집필 경험을 모두 모아 이 과정을 준비하려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