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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개발자라면 글을 쓸 일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메일

은 기본이고 프로젝트 기획서, 상세 기능 설계서, UI 설계서, 출시 보고서, API 레

퍼런스, 운영자 가이드, 사용자 가이드 등 갖가지 문서를 써야 합니다. 업무가 잘 

분담된 회사라면 기획서는 기획자가, 설계서는 스펙 라이터가, 가이드는 테크니컬 

라이터가 나눠 쓸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많은 IT 회사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다양한 

개발 산출 문서를 써야 합니다. 

운동선수나 예술가처럼 글도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

습니다. 소설, 수필 등 창작 문서를 써야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다행히 

개발자가 업무상 써야 하는 글은(기술 문서) 글 쓰는 방법을 배우면 누구나 잘 쓸 수 

있습니다.

기술 문서를 잘 쓰려면 일정한 형식을 갖춰 사실을 쉽게 전달하는 방법을 익혀

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글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연습을 할 때는 점 목록으로 된 단문 형태가 아니라 주어와 술어가 있는 완

전한 문장으로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을 쓰려면 알아

야 할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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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책인가

이 책은 업무상 글을 써야 하는 사람들, 특히 개발자를 대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제 막 입사해 개발만 하면 되나 했더니 사용자 가이드까지 써야 한다고 해서 막

막한 개발자도 있을 테고, 경력이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글쓰기라면 미뤄 두고 

싶은 개발자도 있을 겁니다. 

몇 년간 다양한 기술 문서를 쓰다 보니 이제 글도 잘 쓰고 심지어 글쓰기가 재

미있는 개발자도 드물게는 있을 거고요.

신입이든 경력자든 상관없이 이 책은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실용 문서를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글을 꼭 써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분, 글을 쓴 지는 꽤 됐지만 조직장이나 동료에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얘기

를 듣는 분, 글 쓰는 데 재미를 붙였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된 가이드는 접해보지 못

한 분 등, 글쓰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했습니다. 각 부(part)에는 장(chapter)과 절이 있는데, 각 

절은 핵심 내용과 예시를 한두 페이지로 구성해 필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쉽게 참

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1부에서는 테크니컬 라이팅과 기술 문서가 무엇이고, 글을 쓸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2부에서는 기술 문서를 쓸 때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테크니컬 라이팅 원칙을 사

례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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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에서는 메일, 회의록, 확인 메시지, 장애 공지문, 사용자 가이드 등 문서 유

형에 따라 고려해야 할 작성 원칙을 살펴봅니다.

사용한 예문은 20년 이상 테크니컬 라이터로 일하면서 쌓아온 다양한 사례를 

참고해 변형한 것입니다. 주 독자를 개발자로 삼은 책이라 예문에서 사용한 IT 용

어 풀이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시된 예시에 등장하는 이름과 회사명은 모두 가상입니다. 우연히 같은 이름

의 사람과 회사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며 모두 가상의 인물과 

회사임을 알려드립니다.

책이 나올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신 두기 님, 끝을 볼 수 있게 꼼꼼하게 이끌

어 주신 조서희 편집자님, 좋은 말씀과 음식으로 독려해 주신 임성춘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고 동기부여 해 준 든든한 가족에게도 사랑

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괴로운 글쓰기가 기꺼운 글쓰기가 될 때까지 

모든 독자께 응원의 마음을 담뿍 보내며,

유영경 드림

2021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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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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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쓰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정말 뭐든지 써도 

좋다. 단,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스티븐 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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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테크니컬  
라이팅

테크니컬 라이팅, 테크니컬 라이터. 

IT 관련 기사나 잡지에서 한 번쯤은 접한 용어일 텐데요. 의외로 테크니컬 

라이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분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1장에서는 테크니컬 라이팅 즉, 기술 글쓰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테크니컬 라이팅에서의 글쓰기는 다른 일반 글쓰기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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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라이팅과  

기술 문서

테크니컬 라이팅Technical writing이란 기술이나 과학 분야에서 정보를 정확하

게 전달하기 위한 글쓰기를 뜻합니다. 기술이나 과학 분야의 글쓰기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글쓰기에서 뜻을 분명하고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쓰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개발자를 위해 쓴 테크니컬 라이팅 

책이므로, 기술 분야에 한정해서 설명합니다. 테크니컬 라이팅은 기술적 글쓰

기, 기술 글쓰기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테크니컬 라이팅에서 다루는 기술 문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의료 절차, 환경 규정과 같이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

는 문서, 제품 설명서나 도움말 등이 대표적인 기술 문서입니다. 보도 자료, 메

모, 보고서, 백서, 이력서 등도 넓게 보면 기술 문서에 포함됩니다.1

업무상 글을 써야 하는데 글을 쓰기 어려워하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정확하

고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리려고 쓴 이 책 역시 기술 문서입니다. 전

달할 내용이 없다면 공들여 쓸 필요가 없습니다.

1　Technical writing(https://en.wikipedia.org/wiki/Technical_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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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_테크니컬 라이팅 15

기술 문서는 항상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

용자, 메일을 받는 사람, 보고서를 읽어야 하는 의사 결정자 등이 기술 문서의 

독자가 됩니다. 

기술 문서의 특징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특정 목적을 갖고 특정 정보를 전달

•어떤 작업을 수행하거나 어떤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

기술 문서를 쓰는 목적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므로 ‘어떻게 써야 

명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감명을 주거나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실을 그대로 빠짐없

이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rite to express, not to impress.

다음 절에서는 테크니컬 라이팅과 일반 글쓰기가 내용과 형식 등에서 어떻

게 다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터

테크니컬 라이터는 기술 문서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간혹 ‘기술 작가’라고 쓰기도 하지만 IT 분

야에서는 ‘테크니컬 라이터’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T 분야의 테크니컬 라이터는 제품, 서비스, 장

비 등을 사용자가 쉽게 사용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

운 기술이나 정보를 대상 독자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야 하며, 때에 따라 일러스트를 작성하고 동영상 

가이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테크니컬 라이터가 되려면 대상 독자 편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글쓰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NOT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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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라이팅과  

일반 글쓰기의 차이

업무상 개발자가 쓰는 기술 문서가 소설이나 시, 수필, 일기 등과 다른 점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보여 주기 위한 문서라고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메일을 보낼 때는 반드시 ‘받는 사람’을 지정해 특정인에게 보냅니다. 보고

서를 작성할 때도 ‘특정인’에게 보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용자 가이드 역시 

‘특정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기술 문서는 시가 아닙니다

소설이나 시, 수필 등에도 물론 독자가 있지만 보통 익명의 다수를 독자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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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뿐 아니라 내용도 크게 다릅니다. 일반 글쓰기에서는 주관적인 생각, 

공상, 관념 등의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 문서에서는 객관적인 사

실, 정확한 정보만을 다뤄야 합니다.

형식도 좀 다릅니다. ‘알람’을 주제로 완전히 다른 표현과 형식을 사용한 예

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설명서에서 ‘알람’을 설명한 문단입니다.

▲ 알람–위키백과(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알람)

다음은 시인 하상욱 님의 ‘알람’이라는 단편 시의 내용입니다.

늘고마운 

당신인데

바보처럼

짜증내요

– 하상욱 단편 시집 ‘알람’ 중에서 –

시를 쓸 때는 시적 허용 등과 같이 형식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기술 문서에

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글쓰기 가이드(end).indd   17 2021-02-18   오전 10:26:34



18

기술 문서에서는 작업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내용을 구성해야 하며, 보편적

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관된 문서 스타일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테크니컬 라이팅과 일반 글쓰기의 다른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일반 글쓰기

•창의

•상징

•자유 흐름

•일반인 대상

기술 글쓰기

•사실

•직설

•순차적 흐름

•특정인 대상

2　Business Writing Today: A Practical Guide Second Edition by Natalie Canavor(Author) SAGE Publicatio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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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라이팅 5단계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려면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할 때 먼저  

독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문서 구조를 잡고 초안

을 작성합니다. 초안 작성이 끝나면 여러 번 검토하면서 내용과 구조, 표현, 용

어 등을 다듬습니다. 설명대로 실행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테스트

하고 검토합니다. 모든 검토가 끝나고 미리 정한 곳에 문서를 배포하면 문서 

작성 과정이 끝납니다. 문서를 배포한 후에도 변경된 제품이나 서비스 기능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술 문서 작성 과정은 계획, 구조 잡기, 작성, 검토와 재작성, 배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획
세우기

구조 잡기 초안 작성
검토와
재작성

배포

단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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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계획 세우기 

계획 단계에서는 기술 문서를 작성하는 목적과 문서를 읽을 독자를 구체적

으로 정해야 합니다.

기술 문서는 누군가가 읽도록 작성하는 문서다 보니 다른 어느 문서보다 독

자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독자에게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2단계–구조 잡기

계획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작업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는 단계입

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편집 툴의 사용 가이드를 작성한다면 편집 툴 개요, 편

집 툴 설치 방법, 편집 툴의 기능 사용 방법, 다양한 효과를 적용한 사례 등을 

설명하는 식으로 정보를 묶어 구조화합니다. 

3단계–초안 작성

문서 구조를 잡았다면 초안를 작성합니다. 초안를 작성할 때는 일단 전달할 

정보를 모두 넣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법이나 맞춤법이 틀렸는지 신경 쓰

지 말고 전달할 내용에만 집중합니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쓰지 않아도 되니 가장 자신 있는 부분부터 채워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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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검토와 재작성

초안를 작성한 후 다시 읽어 보며 잘못된 내용과 문장을 확인해 고치는 단

계입니다. 고치기 단계에서는 내용, 문서 구조, 문장 연결, 문법, 맞춤법 등 모

든 항목을 검토하고 테스트해 최종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검토와 재작성 단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기술 문서 작성의 모든 단계가 중요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단계는 ‘검토와 재작성’ 단계입니다. 문장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뿐 아니라 내용

이 정확한지도 테스트해야 합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문서를 확인하고 테스트

했는지에 따라 최종 문서 품질이 좌우됩니다. 초안를 많이 고칠수록 글쓰기 품

질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 글쓰기의 본질은 재작성(출처: thegraphicrecordes.com On Writing Well by w.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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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검토하고 재작성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전체 문서 작성 시간

의 약 40%를 ‘검토와 재작성’ 단계에 할애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배포

완성된 문서를 독자에게 배포하는 단계입니다. 메일이라면 보내기 버튼을 눌

러 배포할 수 있고 웹 사이트에서 PDF 형식이나 웹 페이지 형식으로 배포할 수

도 있습니다. 배포한 문서는 언제든 독자가 찾아서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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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와  
테크니컬 라이팅

엔지니어를 위한 웹 사이트에 연재한 기사 중에서 기술 문서·문장을 주

제로 한 내용이 많이 검색되는 것을 보면 기술 문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엔지니어의 큰 관심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엔지니어 대부분

이 기술 문서에 들어가는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장에서는 개발자가 작성하는 기술 문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서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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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와 테크니컬 라이팅

개발자 나길동 씨는 아침에 출근해 오늘 할 일을 메모하는 글쓰기

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비스 출시 회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관

련 부서에 회의 결과와 남은 버그를 공유하는 메일을 쓰는 것도 글쓰

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는 신입사원이 봐야 할 코딩 컨벤션도 

작성해야 합니다. 출시한 서비스의 버그로 보고된 오류 메시지도 추

가로 써야 합니다. 

회사 기술 블로그에 JavaScript 성능을 최적화

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글을 쓰기 시작할 

때면 머리가 아파져 옵니다. 한 줄 쓰고 지우고, 

한 줄 쓰고 지우고. 몇 시간째 한 페이지를 넘

기지 못합니다. 바람이나 쐐야지. 덮어두

고 다른 일을 시작하지만, 마음 한켠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글쓰기는 인문학 전공자나 작가 등의 전문 분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

만 ‘개발자의 일’에는 글쓰기도 포함됩니다.

개발자 나길동 씨처럼 메모하고 메일을 쓰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자료를 문

서로 정리하는 일이 모두 테크니컬 라이팅 범주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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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글쓰기는 대다수에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쓰고 싶은 말이 머리에

서는 맴돌아도 정돈된 글로 표현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쓰다 보면 몇 단어 이어가기가 쉽

지 않습니다. 어렵게 반 페이지 정도 쓰고 다시 읽어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지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감도 잡을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연습하지 않아서입니다.

글쓰기는 연습하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습하면 늘 수 있습니

다! 자전거나 킥보드 타기, 운전처럼 시간을 투자해 반복하면 그만큼 발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에 속한 개발자라면 복잡한 기술 내용을 다른 개발자가 이해하기 

쉽게 문서로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문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한참 흘러 다른 사람이 그 문서를 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면, 문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전 내용을 알 수 없

으니 같은 일을 반복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 프로세스에서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듣고, 전달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등

의 일련의 과정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개발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림인데, 이번에는 문서화에 초

점을 맞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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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➍

➋

➌

▲ IT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방법(출처: www.projectcar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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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번 그림은 고객이 원하는 바를 설명한 것입니다. ➋ 번 그림은 개발자가 

설명을 듣고 실제 개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정작 원한 것은 가장 마지

막의 ➌ 번 그림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➍ 번 그림입니다. ‘How the project was documented’

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문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미

입니다. 처음부터 협의한 내용을 제대로 정리한 문서가 있었다면, 같은 것을 

보며 이토록 다르게 해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협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의사소통’입니다. 소통한 결과를 가장 오

래, 그리고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은 말보다는 ‘글’입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일하려면 ‘글’을 수단으로 해서 기록을 남겨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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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기

‘글’이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자 기록 수단이라고 앞서 얘기했는데요, 그럼 

‘글’이면 다 되는 걸까요.

다음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JYM 올인원 관리’ 서비스는 사용자가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리 서비스를 지칭하고, 

이 서비스 종류에는 이벤트 모니터링 서비스, 장애 처리 서비스로 분류됩니다. 전체 

운영 관리를 통해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 서버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

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장이 술술 읽히지 않고 읽다가 앞으로 돌아가 다시 읽어 보게 됩니다. 어

떤 의미인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어렵게 느껴집니다.

글을 쓰기만 한다고 의사소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쓰는 것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 명확하지 않

은 문장, 어려운 전문 용어 등을 쓰지 않고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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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려면 먼저 누구에게 글

을 쓸지 정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내용과 설명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2부에서는 기술 문서의 대상 독자를 정하는 것부터 초안을 작성하고 문서를 

완성하기까지 고려해야 할 점을 예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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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라이팅  
45가지 원칙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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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결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다.”

아인슈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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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계획 세우기

본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상 독자를 구체적으로 그려 보고, 독

자에 맞는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독자와 어조를 정

하고, 독자에 맞는 문서 종류를 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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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독자를 정한다01

기술 문서를 쓸 때 중요한 것은 독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글을 

쓰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내용의 깊이를 조절하고, 전문 용어 사용 범위와 어조

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 독자를 왜 정해야 하는가 

길동과 여진에게 같은 도형을 보여 주고 설명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다음 설명을 읽고 여러분도 어떤 도형인지 맞혀 보세요.

길동의 설명

“생일 때 쓰는 모자 모양입니다. 고깔 모양 과자처럼 생겼어

요. 대신 아래가 막혀 있습니다. 높이는 손 한 뼘 정도 되는 것 같

고..., 밑에 동그라미 부분은 높이의 절반 정도 길이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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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의 설명

“밑면의 반지름이 5cm 정도이고 높이가 20cm 

정도인 원뿔입니다.”

길동과 여진이가 설명한 도형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원뿔이었습니다. 

▲ 원뿔(출처: www.flaticon.com)

이처럼 같은 도형을 보고도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 설명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원뿔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진이처럼 설명했을 때 어떤 도형을 말하

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원뿔을 아는 사람에게 길동과 같이 설명한다면, 

어떤 도형인지 짐작할 수는 있지만 설명이 길고 모호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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