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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설계자와 설계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어떤 것을 디자인할 때, 특히 복잡한 시
스템을 디자인할 때 디자인 프로세스(process)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도록 일깨워 주
기 위해 이 책을 저술했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유용성과 효용성뿐만 아니라 효율
성과 정밀성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었다.1

누가 읽어야 할 책인가?
내가 이 책보다 먼저 출판한 《맨먼스 미신(The Mythical Man-Month)》은 전문 프로그
래머, 전문 관리자 그리고 특히 전문 프로그래머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했
다. 그 책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팀 단위로 개발할 때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일치된
콘셉트의 필요성과 그것을 끝까지 달성하는 어려움 및 그 달성 방법에 대해 다루었다
이 책은 그 범위를 상당히 확장하고, 그 책의 저술 이후 35년간 얻은 교훈을 추가했
다. 설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나는 다양한 범위의 설계 도메인에 걸쳐 설계 프로세
스에서 공통으로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대상 독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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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분야의 설계자 직관을 배제한 기계적인 설계는 상상력이 결여된 후속 제
품과 모방품을 만들어 내고, 직관적이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설계는 일그러진 환상
만을 만들어 내게 마련이다. 어떻게 하면 직관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설계를 조합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계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계팀 안에
녹아들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최대한 많은 분야에 연관될 수 있도록 목표하긴 했지만, 나는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
어와 하드웨어 설계자가 이 책을 보기를 기대한다. 나는 그 독자들에게 가장 실제적
으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 대해 내가 제시한 사례 중 일
부는 기술적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영역에 속하지 않은 독자들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가도 좋다.

2. 설계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관리자는 단순히 지나치게 단순화된 학문적 모델
을 모방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지 않은 절차를 임시방편
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관리자는 이론과 실무 경험에서의 교
훈을 조합하여 설계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3. 설계 연구자 설계 절차에 대한 연구는 성숙했다. 그러한 성숙함 덕분에 좋은 점
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 출간된 연구 결과는 점점 더 편협한 주제에 대해 다
루고 있으며, 폭넓은 주제는 덜 다루어진다. 정확함과 “과학적 설계”에 대한 요구가
과학적 연구를 제외한 나머지 주제에 대한 출판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설
계 이론가와 연구자들이 더 폭넓은 주제에 대해 다룰 것을 권장한다. 사회적 과학
방법론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나는 그들이 내 관찰의 범용성, 그
리고 내 의견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도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실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분야에 공헌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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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관한 또 하나의 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엄청나게 즐겁다. J.R.R. 톨킨( 역주 영국의 작가. 현대 판타지 소설
의 창시자로, 대표작에는 《반지의 제왕》이 있다)은 신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선물로, 재

창조의 재능을 부여했다고 말했다.2 결국, “천 개의 언덕 위에 있는 가축은 모두 내
것입니다. … 내가 굶주린다고 해도, 당신한테 말할 필요는 없겠죠.”3 설계는 본질적
으로 즐거운 것이다.
설계 절차는 심리학적 측면이나 실무적인 측면 모두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
다. 이것은 연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많은 설계자가 그들 고유의 설계 절차에 대
해 반성해 왔다. 모든 설계 분야에서 학습에 대한 동기가 되는 것은 바로 우수한 사
례와 평균적인 사례 간의 간극, 그리고 평균적인 사례와 만족스럽지 못한 사례 간의
간극이다. 종종 전체 비용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설계 비용의 많은 부분이 바로 실
수를 수정하는 데 필요한 재작업에 투입된다. 비범하지 못한 설계가 세계의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훼손하며,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설계 자체도 중요하지만, 설
계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설계 절차를 체계화하면 평균적인 사례의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되었
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한 첫 번째 사례는 분명 독일의 기계
공학 설계자들이었다.4
컴퓨터와 인공 지능의 출현이 설계 절차에 대한 연구를 강력히 촉진했다. (현실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초기의 희망은 인공 지능 기술이 단조

롭고 힘든 일상적인 설계 작업의 대다수를 대신해 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
는 영역 밖의 훌륭한 설계까지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5 설계 연구라는 분야가 만
들어졌고, 설계 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콘퍼런스와 저널, 그리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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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중한 연구와 체계적인 조치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는데도 왜 또 다른 책이
필요한 것일까?
첫째, 설계 절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빠르게 진화했지만, 변화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복잡한 제품에서는 점차 팀 설계가 표준이 되고 있다. 팀
은 종종 지리학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설계자들은 점점 활용과 구현에서 멀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설계자들은 더 이상 자신이 설계하는 것을 직접 만들지 못한다.
모든 종류의 설계가 이제는 도면이 아닌 컴퓨터 모델 안에서 이루어진다. 점점 형식
적인 설계 절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종 고용주가 교육을 강제하기
도 한다.
둘째, 많은 미스터리가 아직 남아 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계를 잘
할 수 있는지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의 이해 속에 존재하는 간극이 드러난다. 설계
연구 분야의 선구자인 나이젤 크로스(Nigel Cross)는 설계 절차 연구 진화의 네 단계
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1. 이상적인 설계 절차의 선언
2. 설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설명
3. 설계 활동의 현실 관찰
4. 설계의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반영6

나는 60년에 걸쳐 다섯 종류의 매체에 대해 설계를 해 왔다. 그 매체는 컴퓨터 아키
텍처, 소프트웨어, 주택, 서적, 그리고 조직이다. 각각의 설계에서 나는 수석 설계자
역할 일부와 팀 내에서의 협업자 역할을 담당했다.7 나는 오랫동안 설계 프로세스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내가 1965년에 작성한 논문은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분석적 설계(The analytic design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systems)〉였다.8 아마도 지
금이 설계 절차에 대해 숙고해 보기에 적당한 시기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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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어떤 책인가?
나는 이러한 절차들의 유사함에 놀라움을 느낀다! 모든 절차가 유사하게도 정신적
절차, 인간과의 상호 작용, 반복, 제약 조건, 그리고 노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책의 에세이들은 변치 않는 절차로 보이는 것들을 조명하고 있다.
이 분야들에서는 설계 이론과 설계 이론가들이 넘쳐난다. 나는 컴퓨터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설계자이지만, 건축이나 기계 설계 분야
에서는 아마추어이다. 그래서 나는 오래된 분야의 설계 이론에서 몇몇 교훈을 도출
하여 그것들을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적용해 볼 것이다.
나는 “설계 과학”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고 매우 오도된 목표라고 믿는다. 이러한 해방
적 회의론이 직관과 경험에 기반을 둔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은혜롭게도 그들
의 통찰을 내게 공유해 준 다른 설계자들의 경험을 포함해서 말이다.9
그러므로 나는 조리 있는 논쟁을 담은 교재나 논문이 아닌 나의 의견이 담긴 에세
이를 제시할 것이다. 주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도움이 될 만한 참고문헌
과 주석을 제시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처음에는 주석과 참고문헌을 무시하고 에
세이를 통독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조 자료를 읽어보는 것
이 좋다. 그래서 주석과 참고문헌을 각 장의 끝에 따로 모아 놓았다.
몇몇 사례 연구는 에세이들이 참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이 사례
연구들은 그 사례의 중요성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내가 결정하고 의
견을 낸 경험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나는 특별히 주택의 기능적 설계
에 대한 사례가 마음에 든다.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 설계자라도 그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나는 세 개의 주택 건축 프로젝트에서 주요 아키텍트로서 기능적 설계(상세한 층 설
계, 조명, 전기, 그리고 배관)를 담당했다. 그러한 절차를 복잡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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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절차와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은 내가 설계 절차의 “정수”를 추
측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내 사례 중 일부를 활용하여 그
절차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생각해보면, 대다수의 사례 연구에는 놀라울 정도로 공통된 속성이 있다. 누가 했
던 간에 가장 과감한 설계 의사 결정이 결과물의 성과에 있어 많은 비중을 차지했
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감한 의사 결정은 때로는 비전에 의해, 때로는 절망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한 결정들은 언제나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아래 추가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도박이었다.

이 책을 읽는 방법
1부는 설계 절차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장이다. 좀 더 일반적인 주
제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은 2부부터 읽는 것이 좋다. 이 책에 대한 보조 자료는

http://www.cs.unc.edu/~brooks/DesignofDesign 웹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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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소개

프레더릭 P. 브룩스(Frederick P. Brooks) 2세는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채플 힐 캠퍼스(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컴퓨터과학과 교수로 재

임 중이다. 그는 ‘IBM System/360의 아버지’로 널
리 알려져 있다. System/360 개발 단계에서 프로
젝트 매니저를 역임하였으며, 이후에는 Operating

System/360 소프트웨어의 설계 단계에서 소프트웨
어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다. 그 일 덕분에 브룩스
와 밥 에반스(Bob Evans), 에리히 블로흐(Erich Bloch)는 1985년에 국가 기술 훈장을
수상했다. 그 이전에 브룩스는 IBM 스트레치 앤드 하베스트(Stretch and Harvest) 컴
퓨터의 아키텍트이기도 했다.
브룩스 박사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채플 힐 캠퍼스에서 컴퓨터과학과를 설립하
고 1964년부터 1984년까지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미국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와 국방과학위원회(Defence Science Board)의 위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컴퓨터

아키텍처와 인터랙티브 컴퓨터 그래픽 그리고 가상 환경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전 세계 프로그래머의 필독서인 《맨먼스 미신(The Mythical Man-Month)》
의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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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독자 여러분은 설계(디자인)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역자는 설계라고 하면 건
축 현장에서 도면을 손에 들고 있는 현장 소장이 먼저 떠오른다. 사실, 설계는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하는 것, 게임에서 어떤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일지 계획하는 것, 작곡을 하는
것,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지 구상하는 것 등이 모두 설계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설계의 사례를 나열하자면 이 책의 본문보다도 더 많은
양을 나열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프레더릭 P. 브룩스는 《맨먼스 미신(The Mythical Man-Month)》이라
는 고전 명저를 통해, 지연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인력을 더 투입하는 것은 프로
젝트의 지연을 더할 뿐이라는 브룩스의 법칙을 만들어 낸 컴퓨터 과학자이자 교수
이다. 저자는 《맨먼스 미신》을 저술한 이후 35년간의 경험을 집대성하여 이 책을 다
시 저술했다. 그는 IBM의 System/360과 OS/360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와 자신의 주
택 확장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에 직접 참여하며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의 사례와 교
훈을 이 책에 가감 없이 기록했다. 저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설계의 영역에서도 설
계 속성의 교집합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양한 실례를 들어 그러
한 속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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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성공과 실패를 통한 경험이 사물과 세계를 보는 식
견을 그만큼 넓혀준다는 뜻이다. 이 말이 설계만큼 잘 들어맞는 분야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환례(患例)를 접해 본 의사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듯이, 다양하고 폭넓은 설계 경험을 가진 설계자가 더 정확하고 훌륭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 책에서 초보 설계자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설계의 방향과 공통된 속성, 프로
세스에 대한 숙련된 설계자의 통찰을 엿볼 수 있을 것이며, 시니어 설계자들은 본인
의 지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의 저술 스타일과 문장 구성이 쉽게 읽히지 않는 면이 있지만(역자의 미흡한 번역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할 수도 있겠다), 의미를 이해하면 분명 설계자로서의 역량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디 이 책이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감사의 글
어렵게, 어렵게 한 권의 책을 다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성실함의
부족으로 반년 이상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역자를 탓하지 않고 격려하며 인내해 주신
제이펍의 장성두 대표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역자의 실력 부족
을 채우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신 교정자 배규호 선생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혼자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가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실한 남
편과 아빠를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돌봐준 아내 숙인이와 아들 현민이에게 진
실한 반성과 변치 않는 사랑을 전합니다. 늘 깨어 있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해 주며, 내 부족함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않는
우직한 동생인 성용이와 주란 님, 그리고 연우에게도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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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합니다. 힘든 회사 생활에도 늘 배려와 양보를 보여주는 오래된 친구 관진이에게
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가장의 부족함을 채워준 친구 같은 형인 영훈이 형과
영아 형수, 그리고 성욱이, 성아, 성윤이 삼남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특히 영아
형수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언제나 자식, 그리고 사위의 건강과 안녕을 염려해 주시
는 부모님과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사랑과 존경을 전합니다. 먼 곳에서 늘 부족한
동생이자 처남을 걱정해 주는 누나와 매형에게도 늘 고마움을 전합니다.
번역 원고를 탈고하고 책으로 만드는 동안 세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4
년 4월 16일 차가운 바다에서 스러져 간 수많은 영혼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는 지난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에 걸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었던 희망찬 세상을 먼 하늘에서나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
에게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옮긴이 조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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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구혜정(LG전자)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
다. ‘설계’를 하는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지를 다양한 분야에서 살펴보고,
도출한 통찰을 ‘컴퓨터 과학자’로서 다년간 쌓아온 경험과 접목하여 풀어낸 한 줄
한 줄은 모두가 고민하고 겪어왔던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깊은 공감을 끌어내는
듯합니다.
김제룡(엔씨소프트)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설계(디자인)라는 것은 상당히 상급 기술에 해당하고, 많은 경
험과 함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
계를 하면서 발생했던 내용과 주의할 점을 누군가가 공유해 준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IT 업계에서 명망 높은 저자가 직면했던 상황과 많은 설
계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사례에 해당하는 상황을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
하면서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책 후반부의 사례들은 일반적인 설계 책
들처럼 IT 관련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 설계를 예를 들어 설명한 점은 흥미로웠
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내용도 많아서 집중도는 다소 떨어졌었던 같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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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나영(숭실대학교)

아직 학생이어서 ‘설계’를 해본 경험은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밖에 없지만, 제게 있
었던 문제점(특히 협업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고, 설계의 중요성을 깨
우쳐 주었다는 점에서 적잖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반 부분은 조금 어려웠는데 갈
수록 공감되는 부분도 많아서 어렵지 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양성모(CJ올리브네트웍스)

저자가 40년 이상 IT 분야에서 일하며 획득한 노하우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읽는 내내 책 곳곳에 담긴 저자의 통찰력에 감탄하
였습니다. 몇몇 번역 단어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원서의 단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번역된 책인 것 같습니다.
정원재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모델부터 시작해서 그 모델의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저자의 경험을 예로 제
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프로그래밍 대가답게 해박한 지
식과 자료를 기반으로 집필된 책이지만 수필집을 읽듯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xxii

베타리더 후기

PART

I

설계
모델

M
O

O

D

E

L

S
F

D E S I G N I N G

CHAPTER

1

설계
질문

한 가지 예술 분야에서의 관찰이 다른 예술 분야와 접목되고 전달됨으로써,
그래서 다양하고 신비스런 경험이 한 사람의 사상 속에서 융화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 있다.
프란시스 베이컨Sir Francis Bacon의
《학습의 숙달과 진보에 대한 두 권의 책The Two Books of The Proficience and advancement of Learning》[1605], 2권, 10장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결과물에 대해 서로 칭찬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엔지니어나 작곡가는 별로 없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조차도 디자인에 대해서는 칭찬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중략)
그리하여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의 《인공 과학 The Sciences of The Artificial》[1969], 82페이지

3

나선형 계단

Corbis

베이컨의 가설이 옳은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가설은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이다. 다양한 종류의 매체를 이
용한 설계 프로세스에서 변하지 않는 공통의 속성( 역주 매체의 속성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이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한 매체의 설계자는 그 매체에 대한 매우 어려운 투

쟁을 통해 다른 설계자보다 공통의 속성을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건
축물 같은 일부 매체는 설계와 “설계의 설계(design of design)”라고 불리는 메타 설계
(meta-design)에 대한 훨씬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앞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

리고 베이컨의 결론이 옳다면, 각기 다른 분야의 설계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통찰에
대해 비교함으로써 자신들의 기술 영역에서 새로운 사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설계란 무엇인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는 설계(design)에 대해 이렇게 정의
하고 있다.

나중에 실행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계획하거나 착상하는 것
(To form a plan or scheme of, to arrange or conceive in the mind… for later execution)

이 정의의 핵심은 계획(plan), 마음속(in the mind), 그리고 나중에 실행(later execution)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설계(명사)는 설계되고 있는 객체에 앞서 만들어지고 그것
과 연관된 것이긴 하지만, 그 객체와는 구분되는 산출물이다. 영국의 작가이자 극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즈(Dorothy Sayers)는 그녀의 기품 있고 시사하는 바가 많은 책
인 《창조자의 사상(The Mind of Maker)》에서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세 가지 측면으
로 구분하여 분류했다. 그 세 가지는 각각 아이디어(Idea), 에너지[Energy, 혹은 구현
(Implementation)], 그리고 상호작용(Interaction)1으로 명명했는데, 각각에 대한 설명은

설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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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아이디어: 개념적인 구성을 형식화
2. 에너지 혹은 구현: 현실의 개체로 구체화
3. 상호작용: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와의 상호 교류

이 개념으로 보자면, 책이나 컴퓨터 혹은 프로그램은 처음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벗
어나 이상적인 구성으로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제작자의 생각 속에서는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상은 현실 시공간에서 펜, 잉크, 종이 등을 이용하
거나 실리콘과 금속을 이용해 구체화된다. 누군가가 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하
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제작자의 사상과 상호 교류를 하게 되면 창조의 과정이
완료된다.
이전의 책에서 나는 소프트웨어 구축 작업을 본질(essence)과 우연(accident)2으로 구
분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풍의 언어는 소프트웨어 구축의 우연적인 요소를 폄하하
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 언어로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으로 말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구축에서 내가 본질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개념적 구성의 정

신적 기술을 말하며, 우연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구축 프로세스를 뜻한다. 세이어즈
가 분류한 마지막 단계인 상호작용(interaction)은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때 발생한다.
그러므로 설계는 세이어즈가 “아이디어”라고 부르는 정신적 형상화이며, 어떤 실체
화가 시작되기 전에라도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작곡가 모차르트는 3주 후 공작에
게 바칠 오페라에 대한 아버지의 질문에 이렇게 답신했다. 이 답변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동시에 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 준다.

작곡은 다 끝났습니다. 악보에 쓰지 않았을 뿐이에요.
레오폴드 모차르트에게 보낸 편지[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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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설계 질문

대부분의 제작자나 개발자에게 아이디어의 불완전함과 불일치함은 구현 과정을 통
해서만 명확해진다. 그러므로 이론가에게는 저술이나 실험, “결과물 산출”이 필수적
이다.
아이디어, 구현, 그리고 상호작용의 단계는 재귀적으로 동작한다. 구현 과정에서는
다른 디자인 사이클이 시작되어야 할 공간이 생긴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오페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종이에 펜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구현했다. 모차르트의 창작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지휘자는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오케스트라 및 가수들과 함께 그
것을 구현하며, 관객과의 상호작용으로 프로세스를 완성한다.
설계(design)는 내가 별도의 구분 없이 설계(design)라고 부를 설계 절차(design process)

와 연관된 하나의 창작품이다. 그리고 설계하다(to design)라는 동사도 존재한다. 이
세 가지 뜻의 설계라는 단어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나는 문맥을 통해 단
어의 모호함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무엇이 진짜인가? 설계 개념
어떤 것에 대해 다수의 사람이 공통으로 지칭하는 이름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상이나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해하겠는가?
- 그렇습니다.
흔한 예를 들어 보자. 전 세계에는 수많은 침대와 테이블이 있다. 그렇지 않은가?
- 맞습니다.
하지만 침대와 테이블에 대해서는 침대와 테이블 단 두 개의 사상 또는
형태가 있을 뿐이다.
-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짜인가? 설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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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각의 생산자는 그 사상에 맞추어 우리가 사용할 침대와 테이블을
생산하는 것이다.
플라톤, 《국가The Republic》[BC 360], 10권

2008년에 열린 〈Design Thinking Research Symposium 7〉에서는 모든 강연자가 동
일한 네 개의 설계팀 미팅3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동영상과 자막은 사전에 배포
되었다.
레딩 대학(University of Reading)의 레이첼 럭(Rachael Luck)은 우리 중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모두 인식하게 된 설계 개념(the Design Concept)4이라는 실체를 설계
자들의 대화 속에서 밝혀 냈다.
아키텍트와 고객 모두는 보이지는 않지만 공감할 수 있는 이 실체에 대해 자주 언급
했다. 강연자들이 말할 때 종종 도면 쪽으로 모호하게 제스처를 취하곤 했지만, 그
들이 도면 자체나 도면 안의 어떤 특정한 개체를 지칭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했다.
언제나 디자인 과정에서의 관심사는 개념적인 무결성이었다.
럭(Luck)의 통찰력은 설계 개념(Design

Concept)에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나의 경험에 비추어 확실히 공감할 수 있었다. IBM System/360 “메인프레임” 컴퓨
터의 단일 아키텍처를 개발했던 1961년부터 1963년 사이, 비록 어떤 것으로 명명되
지는 않았지만 그런 종류의 실체가 설계자 그룹 안에서 언제나 존재했다. 게리 블라
우(Gerry Blaauw)의 훌륭한 통찰에 기반하여 우리는 System/360의 설계 활동 요소
를 아키텍처(architecture), 구현(implementation), 그리고 실체화(realization)5로 나누었

다. 기본적인 개념은 컴퓨터 제품군이 프로그래머에게는 동일한 아키텍처를 제공하
는 동시에 성능과 가격 곡선 측면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이었다(24장
참조).

8

CHAPTER 1 설계 질문

여러 엔지니어링 매니저 챔피언이 구현한 그 다중 구현의 동시성 덕분에 공통 아키
텍처가 보편성과 깔끔함을 가질 수 있었고, 비용 절감을 위한 타협에서 벗어나게 되
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은 단순히 명확한 컴퓨터를 만들고자 하는 아키텍트의 본능
과 욕구에 대한 보호막이었다.6
아키텍처 설계가 진행되면서 나는 처음에는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관찰했
다. 아키텍처 팀에게 진정한 System/360은 설계 개념 그 자체, 즉 실재하지 않는 이
상적인 컴퓨터였다. 유형(有形)의 Model 50, Model 60, Model 70, 그리고 Model 90
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이미 구축 중이었지만, 실제 System/360은 이상(理想)의 그
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실제 System/360의 가장 완벽하고 충실한 구현은 실리콘, 구

리, 그리고 강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의 컴퓨터 언어 매뉴얼인 IBM

System/360 Principles of Operation의 서술과 다이어그램 안에 존재한다.7

나는 View/360 해변가 주택에서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21장 참조). 그 설계
개념은 건축이 시작되기 훨씬 오래전에 이미 실재했다. 그것은 다양한 버전의 도면
과 마분지 모델의 형태로 존재해 왔다.
흥미롭게도, 나는 Operating System/360 소프트웨어 제품군에서 설계 개념 요소를
느낀 적이 없다. 아마 그 제품군을 설계한 아키텍트는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제품군의 개념적인 뼈대에 관한 자세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서였던 것 같다.
아마도 OS/360이 실제로는 네 개의 구분된 파트인 슈퍼바이저, 스케줄러, I/O 제어
시스템, 그리고 컴파일러와 유틸리티의 방대한 패키지가 조합된 것이라서 그러한 설
계 개념이 나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25장 참조).

가치란 무엇인가?
설계 대화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설계 개념을 실체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가치가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진짜인가? 설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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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위대한 설계에는 개념적 무결성, 즉 통일성, 경제성, 명확성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비트루비우스(Vitruvius)가 처음 설파한 것처럼 제대로 동작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delight)까지 제공한다.8 우리는 교량이나 소나타, 회로, 자전거, 컴퓨터, 그리고

아이폰 등에 대해 말할 때 우아함(elegant), 깔끔함(clean), 아름다움(beautiful) 같은 단어

를 사용하곤 한다. 설계 개념을 실체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설계에서 개념적
무결성을 찾을 수 있고, 팀 설계의 개념적 무결성을 위해 함께 일할 수도 있으며, 이
를 우리의 후배들에게 가르칠 수도 있게 된다.
두 번째로, 설계 개념에 대해 자주 언급하다 보면 설계팀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에 큰
도움이 된다. 개념의 통일성은 이루어야 할 목표이며, 그것은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만 이룰 수 있다.

설계 개념 자체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파생된 표현이나 부분적인 설명보다는 대화가 훨씬 더 직접적이다.
그래서 영화 제작자는 그들의 설계 대화가 구현 상세보다는 설계 개념에 계속 포커
스가 맞춰지도록 스토리보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당연히 상세화에는 여러 버전의 개념 사이에서 충돌과 해소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System/360 아키텍처에는 수많은 IBM의 십진수 기반 컴퓨터 사용자를 지원할
받침목으로서 십진수 자료형이 필요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아키텍처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자료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32비트 고정 소수점 2의 보수 정수와 가변 길
이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었다.
십진수 자료형은 둘 중 하나와 유사하게 만들 수 있었다. 어떤 선택이 System/360의
설계 개념에 더 적합할 것인가? 각각의 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설계 개념 버전에 따라 주장하는 바가 달랐다. 아키텍트 중의 일부는 이전의 과학용
컴퓨터를 암묵적으로 반영한 설계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이전의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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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컴퓨터를 암묵적으로 반영한 설계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System/360은 명시적으
로 두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우리는 가장 광범위한 십진수 자료형 사용자 층인 IBM 1401 사용자들이 가장 친숙
한 방법인 문자열 자료형을 본떠 십진수 자료형을 만들었다. 나는 다음에라도 이러
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설계 프로세스 생각하기
설계에 대한 생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기원전 15년경에 사망한 비트
루비우스(Vitruvius)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저서인 《아키텍처에 대하여(De
Architectura)》는 고전적인 관점에서 설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책이다. 그 외 마일스톤
(milestone)이라고 부를 만한 주요한 책으로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29)의 《노트북(Notebooks)》과 안드레아 팔라디오(Andrea Palladio)(1508–1580)의

《아키텍처에 대한 네 권의 책(Four Books of Architecture)》이 있다.
설계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생각은 훨씬 더 최근의 일이다. 팰(Pahl)과 베이츠(Beitz)
는 기계화의 도래에 자극을 받아 1852년의 레드텐바허(Redtenbacher)부터 독일의 사
상에 대해 추적했다.9 나에게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의 《형태
의 합성에 대한 노트(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1962]와 허버트 사이먼의 《인공 과

학(The Sciences of the Artificial)》[1969], 팰과 베이츠의 《건축 교육(Konstructions lehre)》
[1977], 그리고 설계 연구 학회(Design Research Society)의 설립과 《설계 연구 저널(Design
Studies)》[1979]의

개간 등이 주요한 마일스톤이었다. 이 에세이들은 주로 “설계의 이

해에 영향을 주는 철학적인 주제에 대한 우연한 모험”을 포함한 설계 비평과 이론을
담고 있다.

설계 프로세스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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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린(Margolin)과 뷰캐넌(Buchanan)[1995]은 《디자인 이슈(Design Issues)》 저널에 수
록된 약 23개의 에세이에 대한 편집 컬렉션이다. 이 에세이들은 주로 “설계의 이해
에 관련된 철학적 쟁점에 대한 우연한 모험”을 포함한 설계 비평과 이론을 수록하고
있다.
내가 쓴 《맨먼스 미신(The Mythical Man-Month)》[1975, 1995]은 나중에 MVS와 그 이
후 버전으로 진화한 IBM의 Operating System/360의 설계 프로세스를 반영하고 있
다. 그 책은 설계와 개발 프로젝트의 사람과 팀, 그리고 관리 측면을 강조한다. 그
에세이의 4장부터 6장까지는 지금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데, 팀 설계에서 개념적 무
결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블라우와 브룩스의 《컴퓨터 아키텍처: 개념과 진화(Computer Architecture: Concepts
and Evolution)》[1997]에는 IBM System/360(그리고 System/370-390-z)의 아키텍처 설계

와 수많은 설계 결정에 관한 관계 및 원리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담고 있다. 그 책
에서는 설계 프로세스나 설계의 인간적 측면에 대해 전혀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컴
퓨터 아키텍처 설계의 효용에 대한 기준을 다루는 1.4절은 실제로 이 작업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

설계의 종류
시스템 설계 vs. 예술적 설계
이 책은 복잡한 시스템의 설계에 대한 것이며, 유용성(utility)과 유효성(effectiveness)
뿐만 아니라 효율성(efficiency)과 우아함(elegance)에도 관심을 가진 엔지니어의 관점
에서 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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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예술가와 작가의 설계 대부분과는 대조되는데, 그들의 설계는 즐거움 제공
과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키텍트와 산업계 설계자는 당연히 양
쪽 진영 모두에 포함된다.

일상적이고, 적응적이며, 독창적인 설계
우리는 종종 교량 설계가 획기적인 개념이나 기술의 진보를 통해 비용, 기능, 그리고
미학에 있어서의 개선을 만들어 내는 고수준의 공학 예술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모든 고속도로 교량 대부분이 짧기 때문에 15미터짜리 콘크리트 교량에 대한 설계
를 만들어 내는 일은 매우 기계적이며 자동화할 만한 프로세스다. 토목 기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설계 의사결정 트리와 제약 조건, 그리고 요구 사항들을 이
미 오래전부터 교재에 수록해 놓았다. 이미 안정화된 언어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에
서의 컴파일러를 설계하는 데에도 같은 상황이 적용된다. 기계적이고 자동화할 만
한 설계 영역은 많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매개변수(parameter)만 바꿔 객체에서 다른 객체로
적용되는 기계적 재설계, 그리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용도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설계나 객체를 수정하는 적응적 설계와도 반대되는 독창적 설계에 대한 것들이다.

설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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