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끔씩 개인적으로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goto 문을 사용하지 말라니, 이상한 사람이네?  (아, 저도 가끔 사용하긴 합니다만) 

 전역변수 편한데 왜 피해야 하죠? 

 상속은 필요 없다.  (피해야 한다가 아니고요?) 

 private 는 문제다.  모두 public 으로 개발해야 한다. 

 기타 등등 ^^* 

  

그 중에서도 오늘 기억나는 것은, 

 

"OOP 보다 절차지향식 프로그래밍이 이해하기 쉽고, 다루기 쉽다.  그런데, OOP 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  OOP 맹신 현상은 사라질 것이며, 결국은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몇 년 흐른 탓에 정확한 내용을 기억 할 수 없으나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 때는 발끈해서 감정적으로 반발하였지만, 오늘 새벽에 갑자기 잠이 깨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 할 때 가끔 하는 말이지만, "규모가 작은 시스템에서 OOP 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편지를 배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부락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이야기 

입니다.   

  

"태기마을 류서방에게 보내는 편지" 

  

누가 편지를 전해주더라도 이보다 명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현재와 같이 행정구역을 

나누고, 통,반,번지까지 부여해야 한다면 끔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지 이유를 납득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XX 동에 사는 류서방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정신이라 인정받기 어려울 

것 입니다.  결국 규모의 차이로 인해서 예전에는 쓸데 없다고 생각되었던 "운영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비단 OOP 와 같은 개발 방법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 및 문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이해 관계가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결국 코드를 클래스로 나누고, 구조적인 효율을 위해서 도시 계획하듯이 개발 할 때의 이득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절차지향적 코드보다 OOP 가 적용 된 코드가 읽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OOP 는 동작 원리가 설명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아직도 많은 경우 설계 

문서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Class Diagram 이나 주요 부분의 주석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만으로 OOP 소스를 이해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서도 잘 

구성된 OOP 코드에서는 객체들이 마치 개별적인 유기체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 하나 작은 것만 

이해하는 것으로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지향적 코드의 경우 전체 그림이 복잡하더라도, 앞 부분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스토리만큼은 

끊어지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OOP 는 전체 스토리를 찾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과 다형성에 의해서 프로세스의 흐름을 이해하기 다차원적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마을이라면 마을 입구에서 물어 물어서 류서방을 찾아 가기 쉽겠지만, 큰 도시에서는 주소(지도)가 

필요한 이유와 같습니다. 

  

OOP 코드를 설명하는 데에는 

 정적인 설명 (Class Diagram 등) 

 동적인 설명 (Sequence Diagram, Job Flow 등) 

두 가지 측면에서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OOP 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규모가 큰 시스템의 그림(지도)을 머릿속에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OOP 는 필요 없습니다, 규모가 작고 단순한 시스템에서는!" 

  

다른 곳의 댓글을 봤을때,  

제가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으로 가자!"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의 한 줄은 다소 비꼬듯이 표현 한 것 입니다.   

이 글의 의도는 "OOP 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려면 규모와 복잡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입니다. 

 

http://www.delmadang.com/community/bbs_view.asp?bbsNo=3&bbsCat=0&indx=430697&page=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