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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Ed Sullivan ?Who is Ed Sullivan ?
현현 CompuwareCompuware사의사의 NuMegaNuMega
Lab Lab 개발센터개발센터 책임자책임자

NuMegaNuMega 가술이사가술이사 역임하면서역임하면서

개발된개발된 제품들이제품들이 수수 많은많은 S/WS/W
관련관련 시상식에서시상식에서 상을상을 휩쓸었다휩쓸었다..

19941994년년 NuMegaNuMega TechnoloTechnolo--

giesgies사에서사에서 개발관리자개발관리자 및및 제품제품

마케팅마케팅 관리자관리자 역할역할 담당담당

Digital EquipmentDigital Equipment사에서사에서

1111년년 동안동안 엔지니어링과엔지니어링과 관리자관리자

로로 다양한다양한 경험경험 축적축적

1818년년 동안동안 S/W S/W 업계에서업계에서 근무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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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Review Book Review 
Under Pressure and On Time (Ed Sullivan)Under Pressure and On Time (Ed Sullivan)
악조건 속에서도 제시간에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당시
힘들게 얻은 법칙과 기술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 프랭크프랭크 그로스먼그로스먼(Frank Grossman), (Frank Grossman), 짐짐 모스쿤모스쿤(Jim (Jim MoskunMoskun))
누메가누메가 테크놀로지테크놀로지((NuMegaNuMega Technologies)Technologies)의의 창립자창립자

나는 에드와 함께 NuMega에서 6년 동안 일했다. 이 책은 수년간 어렵게 얻은 지혜를
읽기 쉽도록 간결하게 함축하고 있다.

-- 매트매트 피어트랙피어트랙(Matt (Matt PietrekPietrek))
마인드레프마인드레프((MindReefMindReef) LLC) LLC의의 창립멤버창립멤버

NuMega가 훌륭한 S/W를 출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의 존재이며, 
이책은 그만의 노하우를 공개한다.

-- 크리스크리스 셀스셀스(Chris Sells)(Chris Sells)
디벨롭먼터디벨롭먼터((DevelopmentorDevelopmentor))의의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디렉터디렉터

벤처기업, 대기업 등 어디서 일하든지 이 책에 있는 엔지니어링 법칙이나 개념을 이해
한다면 지속적으로 훌륭한 S/W를 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조조 웜웜(Joe (Joe WurmWurm))
컴퓨웨어컴퓨웨어((CompuwareCompuware))그룹의그룹의 제품그룹제품그룹 부사장부사장

http://www.imageclick.com/script/view_detail.php?ProductID=008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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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성공적인 제품을제품을 제시간에제시간에
출시하는출시하는 비법비법

누메가에서누메가에서 만든만든 진정한진정한 개발팀개발팀

항상항상 성과에성과에 부합되는부합되는 보상보상

““신중하게신중하게 균형을균형을 유지유지”” 하는하는 것이다것이다. . 

개발팀에개발팀에 포함된포함된 모든모든 구성원들이구성원들이 제품을제품을 성공적으로성공적으로 출시하기출시하기 위해위해

굉장히굉장히 중요한중요한 역할을역할을 하고하고 있다는있다는 사실을사실을 깨닫게깨닫게 만드는만드는 것이다것이다..

‘‘비정규직비정규직’’ 개발자를개발자를 발굴발굴

최대한최대한 능력을능력을 발휘할발휘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보장보장

프로젝트프로젝트 관리자들이관리자들이 실수를실수를 경험하여경험하여 성장할성장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보장보장

진정한진정한 개발팀개발팀

품질보증품질보증

담당자담당자
코드개발자코드개발자

인지공학인지공학

담당자담당자

프로젝트프로젝트

관리자관리자

사용자교육사용자교육

담당자담당자

http://www.imageclick.com/script/view_detail.php?ProductID=0073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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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Dead Line Project Dead Line 수행단계수행단계
11단계단계 : : 사람사람 , , 조직조직 그리고그리고 체계체계

사람사람 –– 필요한필요한 사람을사람을 찾아내고찾아내고 유지하는유지하는 방법방법

조직조직 –– 각각 팀원에팀원에 대한대한 역할과역할과 책임책임

도구도구 –– 기본적인기본적인 개발툴에개발툴에 대한대한 사용방법사용방법

품질품질 –– 개발과개발과 함께함께 품질보증을품질보증을 진행하는진행하는 방법방법

22단계단계 : : 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 정의와정의와 계획계획

프로젝트프로젝트 기본기본 요구사항요구사항

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 기술기술

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 사용모델사용모델

33단계단계 : : 프로젝트프로젝트 실행실행

실행실행 –– 문제를문제를 먼저먼저 찾아내고찾아내고 고쳐고쳐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감시하는감시하는 방법방법

베타베타 테스트테스트(beta test)(beta test) –– 베타프로그램을베타프로그램을 배포를배포를 통해통해 사용자의사용자의 FeedbackFeedback을을 모으고모으고, , 
동시에동시에 테스트를테스트를 강화시키는강화시키는 방법방법

릴리즈릴리즈 캔디데이트캔디데이트(release candidate)(release candidate) –– 프로젝트프로젝트 마지막마지막 단계를단계를 관리하고관리하고 출시출시

준비를준비를 확인하는확인하는 방법방법

프로젝트프로젝트 완료완료 –– 프로젝트프로젝트 완료란완료란 무엇이며무엇이며, , 필요한필요한 이유와이유와 수행하는수행하는 방법방법

http://www.imageclick.com/script/view_detail.php?ProductID=403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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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Sullivan, Ed Sullivan, NeMegaNeMega
TechnologiesTechnologies

Ed SullivanEd Sullivan은은 19941994년년 여름에여름에 NeMegaNeMega TechnologiesTechnologies에에 입사입사

윈도우윈도우 S/W S/W 에러탐지에러탐지 제품인제품인 BoundsCheckerBoundsChecker의의 개발개발 관리관리 및및 제품제품
마케팅마케팅 관리자관리자로로 일했으며일했으며, , 당시당시 직원은직원은 모두모두 1414명명 이었다이었다..

44년년 후후 직원은직원은 150150명명이이 넘을넘을 정도로정도로 성장했고성장했고 EdEd는는 기술이사로기술이사로

근무하게근무하게 되었다되었다. . 

44년년 동안동안 회사의회사의 프렌차이즈프렌차이즈 제품인제품인 BoundsCheckerBoundsChecker와와 SoftICESoftICE의의
major releasemajor release를를 66개개 출시했고출시했고, , 두개의두개의 새새 제품을제품을 확보했으며확보했으며

내부적으로내부적으로 네네 개의개의 새새 제품을제품을 만들었다만들었다..

제품들은제품들은 거의거의 모두모두 목표일에목표일에 출시되었으며출시되었으며, , 수익은수익은 급격히급격히 불어났고불어났고

아울러아울러 제품들은제품들은 많은많은 상을상을 수상하는수상하는 영광을영광을 영광을영광을 얻었다얻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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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S/W 개발팀이개발팀이 겪는겪는 문제들문제들

비효율적인비효율적인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팀과팀과 프로젝트프로젝트 관리관리
소프트웨어산업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전반에 널리널리 펴져있는펴져있는 문제문제

에디는에디는 사업이사업이 실패하는실패하는 최악의최악의 상황을상황을

막기막기 위해위해 제시간에제시간에 제대로제대로 된된 소프트소프트
웨어를웨어를 반드시반드시 출시해야만출시해야만 했다했다. . 

““여러분은여러분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출시에출시에 대한대한 압박감에압박감에 시달릴시달릴 것이며것이며

우리가우리가 겪었던겪었던 똑같은똑같은 문제를문제를 똑같이똑같이 경험할경험할 것이며것이며, , 우리가우리가 성취성취
했던했던 성공을성공을 똑같이똑같이 맛보고맛보고 싶을싶을 것이다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말하면, , 여러분과여러분과 팀이팀이 의견의견 충돌충돌

바쁜바쁜 스케줄스케줄, , 부족한부족한 자원자원 등등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개발기간개발기간
동안동안 발생하는발생하는 문제들을문제들을 언제언제 어떻게어떻게 겪었는가겪었는가??””

http://www.imageclick.com/script/view_detail.php?ProductID=005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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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Dead LineProject Dead Line
활용방법활용방법 및및 대상대상

활용방법활용방법

Project Dead Line(Project Dead Line(검증받은검증받은 방법방법, , 성공적인성공적인 방법방법))
을을 현재의현재의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알맞게알맞게 수정하여수정하여 적용적용

대상대상
상급엔지니어링상급엔지니어링 경영진경영진((부사장부사장, , 이사이사, , 그룹관리자그룹관리자))
개발관리자개발관리자, , 프로젝트프로젝트 리더리더, , 개발주임개발주임, , 프로그램프로그램 관리자관리자

기술문서기술문서 작성관리자작성관리자, , 기술문서기술문서 작성주임작성주임

품질보증품질보증 관리자관리자, , 품질보증품질보증 주임주임

사용성사용성 관리자관리자, , 사용성사용성 주임주임

릴리즈릴리즈 관리자관리자, , 릴리즈릴리즈 주임주임

그리고그리고 개발팀의개발팀의 일원이라면일원이라면 역시역시 대상에대상에 포함된다포함된다..

http://www.imageclick.com/script/view_detail.php?ProductID=2026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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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훌륭한’’ 의의 정의정의
““훌륭한훌륭한 사람이사람이 훌륭한훌륭한 소프트웨어를소프트웨어를 만든다만든다””

훌륭한훌륭한 지원자를지원자를 구분구분 짓는짓는 특징특징

훌륭한훌륭한 사람은사람은
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 스스로스스로 정의한다정의한다..
기술을기술을 창조한다창조한다..
스케줄을스케줄을 엄수한다엄수한다..
제품테스트제품테스트 및및 문서화문서화 한다한다..
개발된개발된 제품을제품을 계속계속 유지시킨다유지시킨다..

전문지식전문지식. . 헌신헌신. . 태도태도. . 행동행동. . 팀워크팀워크
지식에지식에 대한대한 탐구욕탐구욕

http://www.imageclick.com/script/view_detail.php?ProductID=2040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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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은이일은 대단한대단한 사건이었다사건이었다!!
누메가누메가((NuMegaNuMega))의의 BoundCheckerBoundChecker 4.0 Release4.0 Release는는 헌신적이고헌신적이고 적극적적극적

인인 팀이팀이 만들어낸만들어낸 훌륭한훌륭한 소프트웨어의소프트웨어의 한한 예다예다..
19951995년년 1212월월 빌게이츠는빌게이츠는 인터넷을인터넷을 기반으로기반으로 하는하는 새로운새로운 계획을계획을 발표하고발표하고 난난 후에후에

누메가는누메가는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전화를전화를 받았는데받았는데 , Sweeper SDK, Sweeper SDK와와 새로운새로운

인터넷인터넷 발안을발안을 지원해지원해 줄줄 수수 있겠느냐는있겠느냐는 내용이었다내용이었다..

만약만약 그렇게그렇게 한다면한다면 다음다음 해해 33월초에월초에 열리는열리는 Software Development West Show Software Development West Show 
에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함께함께 데모를데모를 선보이고선보이고 언론에언론에 실릴실릴 수수 있는있는, , 벤처기업인벤처기업인

누메가에게는누메가에게는 굉장한굉장한 제안이었다제안이었다.  .  

그러나그러나 겨우겨우 세달세달 남짓의남짓의 시간과시간과, , 이미이미 절반쯤절반쯤 진행된진행된 기존의기존의 프로젝트프로젝트, , 팀팀 규모도규모도

매우매우 작고작고, , 막막 연휴기간을연휴기간을 맞으려는맞으려는 참이었다참이었다..

그러나그러나, , 팀전체가팀전체가 중요한중요한 기회라는기회라는 것과것과, , 모험도모험도 감수해야감수해야 한다는한다는 사실을사실을 인식했다인식했다.       .       
하지만하지만 우리는우리는 새로운새로운 과제를과제를 바탕으로바탕으로 새로운새로운 개발개발 계획을계획을 구상했다구상했다. . 물론물론 계획이계획이 완벽완벽

하지하지 않았고않았고 ,  ,  많은많은 불확실성이불확실성이 있었지만있었지만 결국결국 함께함께 작업을작업을 시작하게시작하게 되었다되었다 ..
세세 달달 동안동안 팀팀 전체가전체가 이이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끝내기끝내기 위해위해 필요한필요한 일이라면일이라면 무슨무슨 일이든지일이든지

했고했고 결국결국 해내고해내고 말았다말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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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훌륭한 사람과사람과 완벽한완벽한 사람사람
모든모든 방면에방면에 완벽한완벽한 지원자를지원자를 찾는찾는 일은일은 거의거의 불가능하다불가능하다

여러분이여러분이 가장가장 능력능력 있는있는 사람을사람을 찾고찾고 있을지있을지 몰라도몰라도 완벽한완벽한 사람은사람은

아무도아무도 없다는없다는 사실을사실을 명심해야명심해야 한다한다. . 
다듬어지지다듬어지지 않은않은 재능이나재능이나, , 도덕성도덕성, , 태도와태도와 같은같은 잠재적인잠재적인 성장가능성장가능
을을 확실하게확실하게 파악하라파악하라. . 
다듬어지지다듬어지지 않은않은 재능을재능을 발굴해발굴해 키우는키우는 일을일을 두려워두려워 해서는해서는 안안 된다된다..
경경 험험 사사 례례

우리는우리는 지원자의지원자의 배우고자배우고자 하는하는 의지와의지와 능력을능력을 채용의채용의 기준으로기준으로 삼곤삼곤 했다했다.     .     
미래의미래의 기술적인기술적인 성공을성공을 이루기이루기 위해위해 가장가장 중요한중요한 조건은조건은 열심히열심히 하려는하려는 열정적열정적
인인 의지와의지와 스스로스스로 기술을기술을 배울배울 수수 있는있는 능력이라능력이라 여겼으며여겼으며, , 지원자들이지원자들이 이런이런
조건을조건을 만족시키면만족시키면 바로바로 채용했다채용했다.  .  그리고그리고 그들을그들을 신임신임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역할이나역할이나
기술지원기술지원, , 품질보증품질보증 등등 인력이인력이 모자란모자란 곳에곳에 투입하고투입하고, , 보유기술에보유기술에 알맞은알맞은 직무직무

를를 정해주었다정해주었다..
현재의현재의 지원자는지원자는 다른다른 팀원보다팀원보다 아는아는 것이것이 적을지는적을지는 모르지만모르지만, , 일을일을 빨리빨리

배워배워 조만간조만간 다른다른 팀원들을팀원들을 능가할지도능가할지도 모르는모르는 일이다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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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잘못된 선택의선택의 영향영향
채용을채용을 잘못잘못 한한 경우경우 그그 악영향은악영향은

매우매우 뚜렷하게뚜렷하게 나타난다나타난다

채용을채용을 잘못했을잘못했을 때때 발생되는발생되는 주요한주요한 문제들문제들

업무를업무를 확실하게확실하게 마감하지마감하지 못하는못하는 무능력무능력
–– 부적격한부적격한 해당해당 직책직책 및및 적임자를적임자를 선정한선정한 경우경우

팀팀 내의내의 고립고립
–– 매우매우 능력능력 있는있는 팀에서는팀에서는 팀원팀원 각자의각자의 업무를업무를 충실히충실히 수행해수행해 내야내야 하는데하는데
어떤어떤 팀원이팀원이 원활하게원활하게 업무를업무를 수행하지수행하지 못할못할 경우경우((무시무시, , 질책질책, , 팀에팀에 짐이짐이 된다된다))

떨어지는떨어지는 팀의팀의 사기와사기와 활력활력
–– ““미꾸라지미꾸라지 한한 마리가마리가 온온 물을물을 흐린다흐린다”” 팀원들과팀원들과 어울리지어울리지 못해못해 팀의팀의 이점을이점을

충분히충분히 발휘할발휘할 수수 없는없는 경우경우 ((특히특히 리더쉽이리더쉽이 요구되는요구되는 역할의역할의 지원자지원자))

기술변화에기술변화에 의한의한 도태도태
–– 예를예를 들어들어 전형적인전형적인 22--tiretire에서에서 33--tiretire기술로기술로 업그레이드업그레이드 결정결정 시시 팀원팀원 중중
일부가일부가 따라오지따라오지 못하여못하여 많은많은 시간을시간을 소비하여소비하여, , 잠재적으로잠재적으로 비즈니스비즈니스 기회를기회를
잃는잃는 경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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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어떤 기준으로기준으로 채용할채용할 것인가것인가? ? 
우리는우리는 사람이사람이 아닌아닌 팀을팀을 구성한다구성한다

이력서는이력서는 단지단지 면접면접 대상자를대상자를 고르는데고르는데 필요한필요한 정보만정보만

주는주는 것이다것이다.  .  따라서따라서 면접면접 시시 지원자와지원자와 함께함께 일할일할 직원직원
이라면이라면 면접에면접에 모두모두 참석해야참석해야 한다한다. . 

핵심핵심 심사기준심사기준

전문지식전문지식((경험경험))의의 정도정도
헌신도헌신도

책임책임 영역영역((행동행동, , 팀워크팀워크))
문서문서 작성능력작성능력((팀워크팀워크))
경험의경험의 폭폭((탐구욕탐구욕))
강한강한 동사동사 와와 약한약한 동사동사((행동행동))
과거에과거에 일했던일했던 회사에회사에 대한대한 정보정보((태도태도, , 팀워크팀워크))

반드시반드시 질문을질문을 던져던져 지원자가지원자가

자신이자신이 할할 수수 있는있는 일을일을 말로말로

설명설명 하도록하도록 유도유도 해야해야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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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인재를 유지시키려면유지시키려면 어떻게어떻게? ? 
최고의최고의 인재를인재를 채용하는채용하는 것것 이상으로이상으로
유지시키는유지시키는 것것 역시역시 중요하다중요하다

인재들이인재들이 회사를회사를 떠나지떠나지 않는않는 핵심적인핵심적인 33가지가지
직업직업 의식의식 만족만족
능력능력 있는있는 사람은사람은 자신에자신에 일에일에 커다란커다란 자부심과자부심과 열정을열정을 가진다가진다
따라서따라서 그들에게그들에게 일에일에 흥미와흥미와 열정을열정을 느낄느낄 수수 있도록있도록 새로운새로운 업무나업무나
제품개발에제품개발에 참여기회를참여기회를 제공하는제공하는 것이것이 매우매우 중요하다중요하다..

재정적재정적 보상보상
평균적인평균적인 보상제도보다보상제도보다 더더 매력적인매력적인 보상방법이보상방법이 있다면있다면 직원들은직원들은 좋은좋은
대우를대우를 받고받고 있다고있다고 느낄느낄 것이며것이며, , 오직오직 돈만돈만 따지는따지는 직원이직원이 있다면있다면 그는그는
팀에팀에 잘잘 맞지맞지 않는않는 사람이다사람이다. . 

•• 사회적사회적 지원지원
•• 훌륭한훌륭한 사회적사회적 환경을환경을 갖춘갖춘 근무공간은근무공간은 사람을사람을 유지하는데유지하는데 놀라운놀라운 효과효과
를를 발휘할발휘할 수수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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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메가의누메가의 조직구조조직구조

개인이개인이 아닌아닌 팀이팀이 S/WS/W를를 만든다는만든다는
사실을사실을 명심하라명심하라

핵심개발핵심개발 팀팀 : : 새로운새로운 S/W S/W 제품제품 생산을생산을 위해위해 반드시반드시 필요한필요한 분야분야

프로젝트프로젝트 관리관리

S/W S/W 개발개발
품질품질 보증보증
사용자사용자 교육교육
인지인지 공학공학
릴리즈릴리즈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지원지원 팀팀 : S/W: S/W의의 개발과개발과 직접관련은직접관련은 없지만없지만, , 프로젝트에서프로젝트에서 중요한중요한 역할역할 수행수행

제품관리제품관리 및및 마케팅마케팅

S/W S/W 지원지원
베타베타 관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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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프로젝트 관리자관리자
PM(Project Manager)PM(Project Manager)

프로젝트프로젝트 관리자는관리자는 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 핵심적인핵심적인
역할과역할과 책임이책임이 주어진다주어진다..

PMPM과과 업무별업무별 주임간의주임간의 관계관계PMPM의의 역할과역할과 책임책임

채용과채용과 인사관리인사관리

프로젝트프로젝트 계획정의계획정의 및및 실행실행

팀팀 리드리드

팀팀 간간 대화대화 창구창구 역할역할

제품제품 출시출시 보장

PP
MM

개발개발 주임주임

품질품질 보증보증 주임주임

사용자사용자 교육교육 주임주임

인지인지 공학공학 주임주임

릴리즈릴리즈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주임주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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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개발 주임주임
S/W S/W 개발과정에개발과정에 직접적인직접적인 역할을역할을 담당한다담당한다

자질자질 -- 다수의다수의 복잡한복잡한 기술적기술적

문제와문제와 인적문제를인적문제를 해결해결
할할 수수 있는있는 충분한충분한 경험과경험과
연륜이연륜이 있는있는 있어야있어야 한다

개발주임개발주임, , 기능주임기능주임
엔지니어와의엔지니어와의 관계관계

한다

개개
발발
주주
임임

X X 기능의기능의 주임주임

Y Y 기능의기능의 주임주임

Z Z 기능의기능의 주임주임

엔지니어엔지니어 11

엔지니어엔지니어 22

엔지니어엔지니어 33

엔지니어엔지니어 44

엔지니어엔지니어 55

엔지니어엔지니어 66

개발주임의개발주임의 수행과제수행과제
개발과정개발과정 내내내내 제품의제품의 아키텍쳐와아키텍쳐와 기술적기술적

정의를정의를 유지유지

사용할사용할 핵심기술도구나핵심기술도구나 기술표준을기술표준을 결정결정

모든모든 기술적기술적 문제들을문제들을 파악하고파악하고 해결해결

팀원들에팀원들에 대해대해 기술조언기술조언 및및 의견중재의견중재 역할역할

교육교육, , 품질품질, , 릴리즈릴리즈 담당자담당자 감시감시 및및 검토검토

제품의제품의 버그버그 리스트를리스트를 지속적지속적 확인확인

개발도구개발도구, , 측정기준측정기준, , 표준을표준을 결정결정. . 관리관리
코딩코딩(Coding)(Coding)

http://www.imageclick.com/script/view_detail.php?ProductID=2028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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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품질보증(QA) (QA) 주임주임
개발과정개발과정 동안에동안에 품질보증계획을품질보증계획을
정의하고정의하고 실행하는실행하는 책임책임

자질자질 -- 수준수준 높은높은 QAQA기술과기술과

QAQA팀을팀을 관리하고관리하고
지도할지도할 수수 있는있는 능력능력

이이 있어야있어야 한다

QAQA와와 개발의개발의 관계관계

프로젝트프로젝트 관리자관리자

개개 발발 주주 임임

((제제 시간에시간에 양질의양질의 제품을제품을 출시하는출시하는 책임을책임을 짐짐))

품질보증품질보증 주임주임

((기능구현의기능구현의 책임을책임을 짐짐)) ((품질보증의품질보증의 책임을책임을 짐짐))

한다

품질보증주임의품질보증주임의 수행과제수행과제

제품의제품의 테스트테스트 계획을계획을 정의하고정의하고 유지유지

테스트테스트 계획계획 실행하기실행하기

테스트테스트 프로그램프로그램(test beds) (test beds) 자동화자동화

회귀테스트회귀테스트(regression test) (regression test) 수행수행
테스트테스트 도구도구, , 측정기준측정기준 및및 표준화표준화 작업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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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사용자 교육교육 주임주임
제품에제품에 대한대한 전체적인전체적인 문서문서
작성작성 계획을계획을 만들만들 책임책임

자질자질 -- 제품에제품에 대한대한 수준수준 높은높은 지식과지식과 소비자의소비자의 요구요구 그리고그리고 사용사용

가능한가능한 자원을자원을 바탕으로바탕으로 매뉴얼매뉴얼 작성작성 및및 교육이교육이 가능해야가능해야 한다한다..

사용자사용자 교육교육 주임은주임은 11차적인차적인 QAQA확인확인 업무로업무로 활용활용 할할 수수 있는데있는데

이들은이들은 매뉴얼매뉴얼 작성을작성을 위해위해 S/WS/W를를 거의거의 매일매일 사용하고사용하고, , 여러여러 가지가지
부분들을부분들을 함께함께 사용하기사용하기 때문에때문에 훨씬훨씬 나중에나중에 발견될발견될 수수 있는있는 치명적치명적

인인 버그버그(bug)(bug)들을들을 미리미리 발견할발견할 수수 있다있다..

사용자사용자 교육교육 주임은주임은 이런이런 측면에서측면에서 제품의제품의 품질을품질을 확인하는확인하는

또또 다른다른 역할을역할을 수행하며수행하며, , S/WS/W의의 품질에품질에 대한대한 매우매우 실제적인실제적인 조언을조언을
제공할제공할 수수 있다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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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공학인지공학 주임주임
제품의제품의 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 사용자가사용자가 실행해야실행해야 하는하는
기본적인기본적인 작업들로작업들로 변형시키는변형시키는 책임책임

사용자들은사용자들은 제품을제품을 사용하는사용하는 첫첫 2020분분 동안에동안에 제품의제품의 구매구매 또는또는
지속적인지속적인 사용에사용에 매우매우 결정적인결정적인 역할을역할을 한다는한다는 사실사실.

Out of the Box  ? !Out of the Box  ? !
.

인지공학인지공학 주임의주임의 수행과제수행과제

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 핵심핵심 작업으로작업으로 변형변형

이런이런 작업들에작업들에 대한대한 사용자사용자 인터페이스인터페이스((윈도우윈도우, , 다이얼로그다이얼로그, , 레이아웃레이아웃 등등))를를 디자인디자인

완성된완성된 디자인을디자인을 테스트하고테스트하고 팀으로부터팀으로부터 승인승인 받는다받는다

자체적으로자체적으로 성공적인성공적인 ‘‘Out of the BoxOut of the Box’’ 경험을경험을 정의정의

사용자사용자 인터페이스의인터페이스의 최종최종 마무리마무리 및및 검토검토

제품제품 릴리즈릴리즈 후에후에 소비자의소비자의 FeedbackFeedback을을 파악하고파악하고 응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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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즈릴리즈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주임주임
릴리즈릴리즈 엔지니어엔지니어(release engineer)(release engineer)는는 개발개발

모델을모델을 실제로실제로 작동할작동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만드는데만드는데 필요한필요한
기본적인기본적인 서비스를서비스를 제공제공

이이 업무는업무는 반드시반드시 필요하므로필요하므로 개발자나개발자나 릴리즈릴리즈 엔지니어가엔지니어가 반드시반드시 수행수행

해야해야 한다한다..
이이 업무를업무를 제대로제대로 수행하기수행하기 위해서위해서 필요하다면필요하다면 스케줄도스케줄도 연장해야연장해야 한다한다..

릴리지릴리지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과정을과정을 그치지그치지 않고않고 S/WS/W를를 제시간에제시간에 출시하기란출시하기란

거의거의 불가능불가능 하다하다. . 

릴리즈릴리즈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주임의주임의 수행과제수행과제

제품제품 전용전용 빌드빌드 환경환경(build environment)(build environment)을을 구축구축 및및 유지유지

설치과정을설치과정을 구축구축 및및 유지유지

소스코드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관리시스템을 유지유지 및및 관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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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을서열을 사용하는사용하는 이유이유
서열은서열은 한정된한정된 자원을자원을 활용하는활용하는 방법과방법과

새로운새로운 기회를기회를 주는주는 방법을방법을
결정하는데결정하는데 많은많은 도움을도움을 준다준다

지속적인지속적인 기여도기여도 인식인식
서열은서열은 사람들이사람들이 지속적으로지속적으로 자신의자신의 기여도를기여도를 알리는알리는 기능을기능을 한다한다..

혜택제공혜택제공 또는또는 한정된한정된 자원자원
제품에제품에 신경신경 쓰는쓰는 사람을사람을 우선적으로우선적으로 지원하라지원하라..

보상관리보상관리
직원들이직원들이 성과에성과에 훌륭히훌륭히 보상보상 받고받고, , 성과를성과를 인정인정 받았다는받았다는 사실을사실을
알게알게 하는하는 것이것이 중요하다중요하다..

인재관리인재관리
서열은서열은 이직이직(change of occupation)(change of occupation)이이 어느어느 그룹에서그룹에서 발생하고발생하고

팀에팀에 어떤어떤 영향을영향을 줄지줄지 파악하는데파악하는데 도움을도움을 줄줄 수수 있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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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메가만의누메가만의 독특한독특한 문화문화
그들은그들은 누메가만의누메가만의 문화를문화를 만들기만들기 위해위해
독특하고독특하고 자유스럽게자유스럽게 행동했다행동했다

그들만의그들만의 주체성과주체성과 목적을목적을 명확하게명확하게 정의했다정의했다 –– 그들은그들은 개발자를개발자를 위한위한 세께세께 최고의최고의

개발도구를개발도구를 만들고만들고 싶어싶어 했다했다.  .  그래서그래서 그들은그들은 자신들의자신들의 모습과모습과 해야해야 할할 일들을일들을 정확하게정확하게
알고알고 있었다있었다..

엘리트주의를엘리트주의를 지향했다지향했다 –– 엘리트엘리트 주의는주의는 자신감과자신감과 업무수행능력업무수행능력 그리고그리고 소속감을소속감을 높여높여

주는주는 문화를문화를 창조한다창조한다..

성공을성공을 알리고알리고, , 회사의회사의 연혁을연혁을 얘기했다얘기했다 –– 회사는회사는 직원들에게직원들에게 회사의회사의 연혁과연혁과 성과를성과를

알리는데알리는데 게을리게을리 하지하지 않았으며않았으며, , 이런이런 행동들이행동들이 승리의승리의 문화문화, , 훌륭한훌륭한 제품을제품을 만드는만드는 문화문화

주어진주어진 영역에영역에 전문가가전문가가 되는되는 문화를문화를 불러일으켰다불러일으켰다..

경쟁의경쟁의 불을불을 지폈다지폈다 –– 팀에게팀에게 확실한확실한 이슈이슈(issue)(issue)를를 마련해주기마련해주기 위해위해 경쟁상대를경쟁상대를 명확명확

하게하게 정했고정했고, , 그들을그들을 적수로적수로 삼았다삼았다..

색다르고색다르고, , 재미있는재미있는 일을일을 만끽하려만끽하려 매우매우 노력했다노력했다 –– 색다르고색다르고 재미있는재미있는 분위기분위기 연출연출

개발팀을개발팀을 소비자의소비자의 정면에정면에 배치했다배치했다 –– 개발팀을개발팀을 전시회전시회 부스에부스에 두어두어 제품에제품에 대한대한 여러여러

가지가지 의견을의견을 듣고듣고 아이디어를아이디어를 얻으며얻으며, , 질문에질문에 답변하는답변하는 일을일을 했다했다. . 그그 결과결과 개발자와개발자와 그그
제품을제품을 사용하는사용하는 사람들사람들 사이의사이의 실제적인실제적인 교류를교류를 얻을얻을 수수 있었다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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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문화와 프로세스프로세스
문화에문화에 대한대한 또또 다른다른 측면으로측면으로 팀의팀의 태도와태도와
내부프로세스의내부프로세스의 지원을지원을 들들 수수 있다있다

프로세스프로세스 정의에정의에 도움될도움될 만한만한 지침지침 사항사항

비용비용 대비대비 이익을이익을 분석하라분석하라 –– 새로운새로운 프로세스는프로세스는 명확히명확히 정의되고정의되고 확실한확실한 장점장점

((실제적이고실제적이고 측정측정 가능한가능한 결과결과 제공제공))이이 있으며있으며, , 팀에팀에 의해의해 지지를지지를 받을받을 때때 최고의최고의 효과효과

를를 누릴누릴 수수 있다있다. . 그때그때 비로서비로서 투자비용보다투자비용보다 더더 이익이이익이 된다는된다는 사실을사실을 확인할확인할 수수 있다있다

새로운새로운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추가하기추가하기 전에전에 현재현재 있는있는 것부터것부터 잘잘 지켜라지켜라 ––
업무를업무를 끝내는데끝내는데 필요한필요한 최소한의최소한의 프로세스를프로세스를 실행하고실행하고, , 팀이팀이 그것들을그것들을 매우매우 잘잘

지키도록지키도록 만들어라만들어라

다수의다수의 요구와요구와 소수소수 또는또는 한한 사람의사람의 요구를요구를 저울질저울질 하라하라 –– 소수나소수나,   ,   한한
사람만을사람만을 위한위한 요구가요구가 발생될발생될 때때 비용비용//이익을이익을 신중하게신중하게 분석하여분석하여, , 적절한적절한 거절거절 또는또는

수용을수용을 통해통해 전체전체 프로세스프로세스 오버헤드오버헤드(overhead)(overhead)를를 낮게낮게 유지하고유지하고, , 필수적인필수적인

프로세스의프로세스의 실행력을실행력을 높일높일 수수 있다있다..

http://www.imageclick.com/script/view_detail.php?ProductID=6003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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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소스코드 관리관리
소스코드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관리시스템을 통해통해 코드파일과코드파일과 버전을버전을

저장하고저장하고 관리할관리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한다한다

소스코드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의관리시스템의 기능기능

파일과파일과 버전별버전별 내용을내용을 각각각각 저장하기저장하기 –– 파일의파일의 모든모든 버전을버전을 각각각각 따로따로 유지하고유지하고,  ,  
시스템에시스템에 있는있는 파일의파일의 특정버전을특정버전을 수정할수정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해준다해준다..

각각 파일의파일의 변경사항변경사항 HistoryHistory를를 유지하기유지하기 –– 어떤어떤 파일이파일이 변경될변경될 때때 변경날짜변경날짜

시간시간, , 사용자사용자 그리고그리고 변경변경 내용과내용과 범위를범위를 설명한설명한 글을글을 함께함께 저장한다저장한다..

관련파일을관련파일을 분류하기분류하기 –– 프로젝트가프로젝트가 복잡할수록복잡할수록 파일의파일의 목적에목적에 맞게맞게 분류해야분류해야 한다한다

((서브서브 프로젝트프로젝트, , 서브서브 시스템별시스템별, , 기능별기능별(test pg, spec, Doc) (test pg, spec, Doc) 등등) ) 

특정특정 S/WS/W의의 릴리즈와릴리즈와 관련된관련된 파일에파일에 라벨라벨 달기달기 –– 반드시반드시 필요한필요한 기능으로기능으로, , 특정특정
S/WS/W의의 릴리즈에릴리즈에 관련된관련된 파일들을파일들을 영구적으로영구적으로 구별하고구별하고 분류할분류할 수수 있다있다..

파일에파일에 대한대한 접근제어접근제어(Lock, Unlock)(Lock, Unlock) –– 개발자별로개발자별로 부여된부여된 권한에권한에 따라따라 특정특정

파일에파일에 접근할접근할 수수 있으며있으며, , 다른다른 사용자의사용자의 수정작업을수정작업을 차단하여차단하여 파일의파일의 손상을손상을 방지하는방지하는

역할을역할을 한다한다..

http://www.imageclick.com/script/view_detail.php?ProductID=2007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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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및및 문제문제 관리관리
S/W S/W 개발은개발은 동적이고동적이고 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 집약적집약적 프로세스프로세스

따라서따라서 발생되는발생되는 문제와문제와 이슈이슈, , 버그들을버그들을 관리하고관리하고
해결하기해결하기 위한위한 공식적인공식적인 방법이방법이 필요하다필요하다

팀원들간의팀원들간의 발생하는발생하는 기본적인기본적인 정보교류의정보교류의 자동화를자동화를 위한위한

이슈이슈 및및 문제관리문제관리 시스템의시스템의 기능기능

문제의문제의 현재현재 상태상태((미해결미해결 또는또는 종료종료) ) 
생성일생성일, , 수정일수정일, , 종료일종료일

문제에문제에 대한대한 설명설명

문제가문제가 발생한발생한 S/WS/W의의 릴리즈릴리즈 번호번호//빌드빌드 번호번호
문제를문제를 등록한등록한 사람의사람의 이름이름

문제를문제를 담당하고담당하고 있는있는 사람의사람의 이름이름

문제의문제의 상태상태((조사조사 중중, , 추가정보추가정보 필요필요, , 외부행사외부행사 대기대기, , 수정수정 등등))
문제가문제가 존재하는존재하는 릴리즈릴리즈

QA QA 검증의검증의 상태상태

문제문제 수정을수정을 실패한실패한 횟수횟수

이슈이슈 및및 문제에문제에 대한대한 변경변경 사항사항 보고보고

http://www.imageclick.com/script/view_detail.php?ProductID=008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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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언제 어떻게어떻게 테스트하는가테스트하는가??
핵심핵심 영역영역((설치과정설치과정, , 기능기능, , 기능통합기능통합, , 성능성능))을을

집중적으로집중적으로 테스트테스트 해야해야 한다한다..

개발과정의개발과정의 각각 중요활동에중요활동에 대한대한 문제들을문제들을

잡아내기잡아내기 위해위해 정리된정리된

프로세스와프로세스와 과정과정

체크인체크인 테스트테스트(check(check--in test)in test) –– 코드의코드의 변경사항이변경사항이 기록되기기록되기 전에전에 S/WS/W를를 테스트테스트

일별일별 스모크스모크 테스트테스트(daily smoke test)(daily smoke test) –– 매매 빌드마다빌드마다 소프트웨어를소프트웨어를 테스트테스트

기능기능 완성완성 테스트테스트 –– 기능이기능이 완성되는완성되는 즉시즉시 테스트테스트

안정화와안정화와 통합테스트통합테스트 –– 미리미리 정의한정의한 시기에시기에 기능통합을기능통합을 테스트테스트

베타베타 및및 릴리즈릴리즈 캔디데이트캔디데이트 테스트테스트 –– 미리미리 정의한정의한 시기에시기에 외부적으로외부적으로 제품제품 테스트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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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누가 테스트하는가테스트하는가??
프로젝트와프로젝트와 관련된관련된 모든모든 사람이사람이
테스트할테스트할 책임이책임이 있다있다

안정화와안정화와 통합기간에는통합기간에는 모든모든 개발팀에서개발팀에서 테스트테스트

테스트테스트 계획계획 검토검토

단위단위 수준수준 테스트테스트(unit level test)(unit level test) –– 어떤어떤 기능이기능이 대부분의대부분의 상황에서상황에서 잘잘 작동하는가작동하는가??

시스템시스템 통합통합 예비예비 테스트테스트 –– 어떤어떤 기능이기능이 다른다른 기능과기능과 통합되어통합되어 잘잘 작동하는가작동하는가??

S/WS/W를를 내부적으로내부적으로 사용하여사용하여 찾아낸찾아낸 모든모든 버그의버그의 기록기록 및및 수정수정

QAQA팀은팀은 더더 높은높은 수준의수준의 기능을기능을 테스트테스트

테스트테스트 계획계획

개발개발 자동화자동화

실행실행 자동화자동화

기능기능 조합조합 테스트테스트

설치설치 테스트테스트

통합통합 및및 시스템시스템 테스트테스트

성능성능 및및 부하부하 테스트테스트

수동수동 테스트테스트((자동화자동화 되지되지 않는않는 기능기능))

문제문제 분석분석 및및 보고보고

수정사항수정사항 검증검증 및및 버그버그 종결종결

QAQA엔지니어만엔지니어만 이이

버그를버그를 종결할종결할 수수 있있

고고, , 팀에서팀에서 검증이검증이 완완

료된료된 후에야후에야 버그는버그는

공식적으로공식적으로 종결된다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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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 구구 사사 항항
프로젝트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성공하려면 요구사항을요구사항을 잘잘 정의하고정의하고 엄격하게엄격하게 관리한다관리한다

요구사항은요구사항은

일반적이고일반적이고 명확하게명확하게 정의하고정의하고,,
정의는정의는 빈틈없이빈틈없이 완성되어완성되어 하고하고,, 가장가장 중요한중요한 부분을부분을 미리미리 파악하고파악하고

프로젝트가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본격적으로 시작되기시작되기

전에전에 문제에문제에 대한대한 효과적인효과적인 해결책해결책

을을 미리미리 개발하는개발하는 것이것이 무엇보다도무엇보다도

중요하다중요하다..

풍부하게풍부하게 정의된정의된 요구사항으로요구사항으로

세부항목을세부항목을 작성한다작성한다. . 

위험요소를위험요소를 줄여라줄여라 -- 타당성타당성 분석분석

과과 프로토타입은프로토타입은 문제를문제를 파악하고파악하고
필요사항을필요사항을 정리한다정리한다

요구사항요구사항 정의정의 프로세스프로세스 –– 실질적실질적

인인 FeedbackFeedback을을 제공해준다제공해준다..

따라서따라서 계획의계획의 결과를결과를 좀더좀더 구체적구체적

으로으로 만들어만들어 준다준다..

요구사항요구사항 초안작성초안작성

가장 주의 해야 할

부분의 프로토타이핑

사용성

모델 개발

최종 요구 사항 수정

스케줄 생성

요구사항과요구사항과 프로토타이핑과의프로토타이핑과의 관계관계

동시에 모두 승인

http://www.imageclick.com/script/view_detail.php?ProductID=30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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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변 화화 관관 리리
S/W S/W 개발은개발은 예측치예측치 못했던못했던 문제문제, , 새로운새로운 아이디어아이디어

사장요구의사장요구의 변화변화 등으로등으로 인한인한
변화관리가변화관리가 요구된다요구된다

변화관리를변화관리를 위한위한 기본적인기본적인 법칙법칙

모든모든 변경사항을변경사항을 검토하기검토하기 위해위해 프로젝트프로젝트 관리자와관리자와 모든모든 주임들로주임들로 구성된구성된

팀을팀을 구성하라구성하라 –– 변경사항을변경사항을 주도적으로주도적으로 책임지며책임지며, , 그그 변경사항이변경사항이 가져올가져올 영향을영향을

검토할검토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보장해주는보장해주는 역할을역할을 한다한다. . 

기능기능 팀은팀은 담당한담당한 기능을기능을 스스로스스로 개선시킬개선시킬 권한이권한이 있다있다 –– 꼭꼭 필요한필요한 경우를경우를

제외하고는제외하고는 스케줄에스케줄에 부정적부정적 영향을영향을 주지주지 않는다면않는다면, , 제품의제품의 신속한신속한 향상과향상과 품질개선을품질개선을

가능케가능케 한다한다..

모든모든 변경사항은변경사항은 팀팀 전체에전체에 전달하라전달하라 –– 모든모든 사람이사람이 변경사항을변경사항을 알기만알기만 하면하면 된다된다..

모든모든 변경사항을변경사항을 문서화하라문서화하라 –– 변경날짜변경날짜, , 내용내용, , 이유를이유를 포함하여포함하여 기록으로기록으로 남겨남겨

두어두어 변경변경 사항을사항을 검토검토 추적할추적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한다한다. . 

http://www.imageclick.com/script/view_detail.php?ProductID=2042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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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프로젝트 마감마감
내가내가 인정을인정을 받았는가받았는가? ? 

프로젝트프로젝트 마감은마감은 팀의팀의 노력을노력을
최종최종 보상하는보상하는 역할을역할을 한다한다

내내 행동이행동이 그만한그만한 가치가가치가 있는가있는가??

그그 일을일을 앞으로앞으로 다시다시 하게하게 될될 것인가것인가??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마감하면마감하면??
모든모든 사람에게사람에게 프로젝트가프로젝트가 종료종료((출시출시))되었다는되었다는 사실을사실을 알려주어야알려주어야 한다한다

개인의개인의 성취와성취와 공헌공헌, , 그리고그리고 희생을희생을 인정해인정해 주어야주어야 한다한다

팀의팀의 전반적인전반적인 노력과노력과 성과를성과를 인정해인정해 주어야주어야 한다한다

팀원들이팀원들이 어떤어떤 실수를실수를 관찰하고관찰하고, , 무언가무언가 배울배울 수수 있도록있도록 도와주어야도와주어야 한다한다

인사인사 이슈나이슈나 프로젝트프로젝트 이슈를이슈를 즉시즉시 처리한다처리한다

다음에다음에 진행할진행할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대한대한 각오를각오를 다지기다지기 시작한다시작한다

어떻게어떻게 프로젝트를프로젝트를 마감하는가마감하는가??
제품의제품의 서비스서비스 개시개시 또는또는 출하출하

최종최종 이메일이메일 –– 프로젝트가프로젝트가 종료되었고종료되었고, , 팀이팀이 목표를목표를 달성했다는달성했다는 사실을사실을 모든모든 사람에게사람에게 동시에동시에 알린다알린다

릴리즈릴리즈 축하축하 –– 릴리즈를릴리즈를 축하하면서축하하면서 만끽할만끽할 수수 있는있는 프로젝트프로젝트 종료의종료의 기쁨은기쁨은 굉장히굉장히 강렬하다강렬하다

공개적공개적, , 비공개적비공개적 인정인정
현금현금, , 주식주식 그리고그리고 선물선물
사진과사진과 이스트이스트 애그애그((eastereaster egg) 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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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다음에 할할 일은일은 무엇인가무엇인가??
프로젝트프로젝트 종료종료 후후 풀어진풀어진 마음을마음을 다시다시 잘잘 추슬러추슬러

과거의과거의 실수로부터실수로부터 무언가무언가 얻어내고얻어내고 미래를미래를 준비하는준비하는
최선의최선의 시간으로시간으로 만들어야만들어야 한다한다

과거로부터과거로부터 배우기배우기

프로젝트프로젝트 검토는검토는 사후사후 검토검토 회의를회의를 하는데하는데, , 이는이는 과거로부터과거로부터 배운배운 교훈과교훈과, , 앞으로앞으로

진행될진행될 프로젝트에프로젝트에 실행할실행할 작업을작업을 정리하기정리하기 위함이다위함이다. . 이이 회의는회의는 변화에변화에 대한대한

추진력을추진력을 고조시키는데고조시키는데 훌륭한훌륭한 방법이방법이 된다된다

프로젝트프로젝트 기반구조에기반구조에 투자하기투자하기

릴리즈릴리즈 후후 몇일몇일 또는또는 몇몇 주주 정도는정도는 프로세스와프로세스와 자동화자동화, , 장비장비, , 개발도구개발도구(Tools)(Tools)와와
같은같은 프로젝트의프로젝트의 기반구조를기반구조를 보강하는데보강하는데 시간을시간을 할애해야할애해야 한다한다. . 프로젝트프로젝트 도중에도중에
기반구조를기반구조를 크게크게 변경하는변경하는 것은것은 매우매우 어렵기어렵기 때문이다때문이다

사람에사람에 투자하기투자하기

사람에사람에 투자하는투자하는 것이것이 프로젝트프로젝트 기반구조에기반구조에 투자하는투자하는 것것 만큼만큼 중요한데중요한데 프로젝트프로젝트

막바지에막바지에 팀원의팀원의 업무수행업무수행 능력을능력을 검토하고검토하고, , 교차훈련교차훈련(cross training)(cross training)을을 통해통해
업무와업무와 책임을책임을 교환하여교환하여 훈련을훈련을 하게한다하게한다. . 그리고그리고 멋진멋진 휴가를휴가를 보낸다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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