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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머리말

금 시대의 IT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출시

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선택권이 느는 만큼 IT 제품

을 만드는 회사들의 고민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것을 적절한 시기에 빠르

게 제공할 수 없다면, 회사들은 수많은 대체재에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객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 책 《임파워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

로 제품을 만드는 동기가 부여되고, 업무에 대한 권한이 주어진 임파워드팀을 구성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업계 최고의 혁신적인 기업의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

다. 이 책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임파워드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코칭하며, 이어

서 이들을 이끌어 줄 제품 비전과 원칙 그리고 전략과 목표를 부여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

공합니다.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가이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변화의 실

행을 고민하는 분들께 분명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멋진 제품을 만들지, 그리고 좋은 

프로덕트 매니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부서의 헤드 프로덕트 

매니저인 신창민 선배님과 함께 ‘ProductTank’라는 세계적 제품 관리 관련 밋업을 알게 되

었고, 이런 고민을 국내 프로덕트 매니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했

습니다. 나아가, 이 염원을 담아 동료 프로덕트 매니저들과 함께 ProductTank의 ‘서울’ 밋업

을 시작하기로 했고, 밋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을 진행하던 와중 팬데믹 이전 밋업에서 ProductTank의 수장인 마틴 에릭슨Martin	Eriksson

을 통해 이 책과 《인스파이어드》의 저자인 마티 케이건Marty	Cagan을 우리 ProductTank Seoul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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밋업의 연사로 초청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에게는 교과서 같은 《인스

파이어드》와 더불어 열정적인 마티의 강연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이벤트를 진

행하며 마티와 제이펍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마티의 다음 책인 이 《임파워드》의 번역을 제

안받았을 때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첫 번역서인 만큼 부담도 되었지만, 프로덕트 매니

저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 주는 이 책을 번역하여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업계 동료들

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제가 IT 제품 

업계 종사자로서 저자인 마티와 크리스 존스Chris	Jones의 이야기에서 느낀 인사이트를 전달하

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책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프로덕트 매니저 및 IT 제품 업계 동료들

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책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를 믿고 책의 번역을 맡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이 나올 수 있게 꼼꼼하게 챙겨 주신 

제이펍의 장성두 대표님께 제일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문장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틀을 잡아 준 한홍 편집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제품팀의 일원으

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준 모든 리더와 동료들(특히 우리 초코머핀팀)에게도 감사합니

다. 또한, 팀이 임파워드되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애자일하게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가르쳐 준 이명교 선배님, 신황규 선배님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프로덕트 

매니저가 어떤 모습인지 몸소 보여 주고 프로덕트 매니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저

의 멘토이자 공동 역자인 신창민 선배님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

로, 항상 믿어 주고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

하고 싶습니다.

─	이승희

근 1~2년 사이에 국내 IT 환경은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졌고, 이에 따라 개발

자의 연봉도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제품을 만드는 이면에는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하며 이들을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에 의

미를 부여하고, 팀으로 합심해서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간과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내 IT 업계에서는 아직 프로덕트 매니저(제품 관리자)라는 역할이 생소합니다. 큰 IT 회

사의 채용 공고를 보더라도 프로젝트 매니저, 개발팀장, 제품 기획자, 도메인 전문가는 있지만, 

프로덕트 매니저로 공고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는 영역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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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누구나 경력이 쌓이면서 후배가 생기고 리더가 되어 후배나 팀을 대표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개발자라면 개발 능력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면 이 상황

이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올바른 선배가 되는 법, 리더로서 팀을 꾸려 

나가는 법을 쉽게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앞서간 선배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더 소중할 것 같습니다. 《임파워드》는 보통

의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디자이너, 엔지니어가 합심해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원칙을 알려 주면서 리더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위해 꼼꼼히 읽는 동안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서, 우

리 회사는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리더로서 어떻게 사람과 일을 꾸려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

하며 모든 문장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마치 회사의 개발 문화를 바꾸는 사명을 가진 조직의 

한 리더로서 나 스스로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를 읽은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내거나 의미 있었다고 여기는 순간

이 언제인가요? 그 순간이 있기까지 무엇을 했으며, 특히 누구와 함께했었나요? 나는 이 책

이 IT팀이 일하는 방식을 설명하기보다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 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습니

다. 함께 일하는 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책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들, 이들과 어떻게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지를 알려 줍니다.

번역을 하면서 임파워드empowered, 크로스펑셔널cross-functional과 같은 핵심적이고 큰 의미

를 내포한 영어 단어를 한글로 대체할 수 없어 아쉬웠습니다. 억지로 바꿨다가는 의미가 퇴

색될 것 같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 개념이 외국에서부터 시작된 탓일까요? 우리 대부분은 

아직 이렇게 일하지 않아서일까요? 이런 용어에 익숙해짐을 넘어 새로운 한글 용어가 탄생

할 수 있도록, 책이 알려 주는 길을 참고해서 함께 우리만의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에게 번역을 제안해서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해 준 제이펍의 장성두 대표님, 그리고 

초보 번역가의 문장을 전문가의 글로 변신시켜 준 한홍 편집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떠오르는 리더나 동료가 있다면 당신은 직장 생활에서 사람 복

이 많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케빈(홍충주), 몽크(이명교) 형님

들을 정말 존경하고 그분들께 감사합니다.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딥다이버(ACT 코칭팀) 여러



옮긴이	머리말 xiii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후배임에도 게으른 나에게 채찍질을 마다하지 않는, 

장래가 촉망되는 프로덕트 매니저 애나(이승희) 덕분에 좋은 선배가 되어 감을 느낍니다.

저와 함께 힘든 프로젝트들을 이겨내 온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이 책을 추천합

니다.

마지막으로, 번역을 맡았다는 소식에 제일 먼저 기뻐하고, 무슨 일을 하든 믿어 주고 의

지가 되어 주는 가족, 진용, 지윤, 나윤, 사랑합니다!

─	신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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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책은 40년에 걸친 경력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IT 기술 중심 제품과 서비스에 대

해 다루고 있다. 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다.

많은 관리자와 리더가 시간을 할애하여 내 역량을 향상시키고 코칭을 하며 강력한 리더

십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 주려 노력했다.

엔지니어링, 디자인 및 제품 분야의 수많은 동료가 강력한 제품팀에서 일한다는 것이 어

떤 의미인지 보여 주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이 나를 자기네 사무실로 초대하여 팀과 함께 배운 것을 공유하게 하

여, 훌륭한 팀과 회사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은 특히 내가 숭배하고 존경하는 검증된 제품 리더, 제품 발굴 코치의 통찰력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 홀리 헤스터 라일리Holly	Hester-Reilly, 테레사 토레스Teresa	Torres, 가브리엘 

버프렘Gabrielle	Buffrem, 페트라 윌Petra	Wille, 펠리페 카스트로Felipe	Castro는 나를 돕기 위해 매순

간 헌신적이었다. 또한 이 책이 그 주제에 맞는 가치를 갖도록 도와주었다.

이 책에 자신의 프로필과 이야기를 실을 수 있도록 해 준 리더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뛰어난 리더가 되는 것 외에도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

춘다. 데비 메러디스Debby	Meredith, 오드리 크레인Audrey	Crane, 크리스티나 워드케Christina	Wodtke, 

에이프릴 언더우드April	Underwood, 주디 기번스Judy	Gibbons, 아비드 라리자데 더건Avid	Larizadeh	

Duggan, 리사 캐배노Lisa	Kavanaugh, 섄-린 마Shan-Lyn	Ma 등 여러 사람이 리더십 스타일을 엿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 나의 오랜 편집자인 피터 이코노미Peter	Economy와 와일리John	Wiley	&	Sons 출판사, 특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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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내러모어Richard	Narramore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SVPG 파트너, 공동 저자인 크리스 존스를 비롯하여 마르티나 로쳉코 

Martina	Lauchengco, 리아 히크먼Lea	Hickman, 크리스티안 이디오디Christian	Idiodi, 존 무어Jon	Moore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들은 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고 믿기 때문에 나의 파트너이

며, 각자 이 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나는 그들을 알게 되고 함께 일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	마티 케이건

 책에서 다룬 여러 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는 본투Vontu의 리더인 조지프 안사넬리Joseph	

Ansanelli, 마이클 울프Michael	Wolfe, 더그 캠플존Doug	Camplejohn, 스티브 루프Steve	Roop, 존 

도넬리John	Donnelly, 켄 킴Ken	Kim, 마지 마더-클라크Margie	Mader-Clark 및 기타 많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들은 말한 것을 실천하며 진정한 리더십과 팀에 대한 집중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 주었다. 마이클 울프가 나에게 했던 “내 말을 명심해. 너는 이제 남은 인생을 이

것을 재창조하기 위해 보낼 거야”라는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명심할게요, 마이클.

나는 또한 내가 수년 동안 함께했던 팀에 감사하고 싶다. 이 팀에 놀라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운이 좋았다. 모든 사람을 나열할 방법은 없지만, 리치 댄들리커Rich	Dandliker, 브루노 

버거Bruno	Bergher, 존 스툴Jon	Stull, 데릭 할리데이Derek	Halliday, 알렉스 보비Alex	Bovee, 에이엔 만

델Ayan	Mandel, 슌 첸Shun	Chen, 코널 오라갈레이Conall	O’Raghallaigh를 꼽고 싶다. 모두 자신의 방식

으로 밀어붙였다. 여러분과의 협업은 나의 직장 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다.

모든 SVPG 파트너인 마르티나, 리아, 크리스티안, 조너선에게도 감사한다. 정말 놀랍고 

다채로운 동료다! 나는 매일 그들에게서 배운다. SVPG 파트너이자 내 인생의 파트너인 마르

티나 로쳉코Martina	Lauchengco에게는 특별히 한마디 하고 싶다. 마르티나는 나를 지지해 주고 

최선의 방법으로 내 생각을 자극하고 문제를 던져 주었다.

마지막으로 나를 믿고 SVPG 파트너십에 참여하게 해 준 마티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앞으로도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SVPG의 모든 측면에서 우리의 협력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진심으로 감사한다!

─	크리스 존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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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 케이건Marty	Cagan

글쓰기, 말하기, 조언 및 코칭 활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돕

는 것에 대한 그의 관심을 실현하기 위해 실리콘밸리 프로덕트 그룹Silicon	Valley	Product	Group

을 설립했고, 그 이전에는 휴렛 팩커드Hewlett-Packard,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Netscape	

Communications 및 이베이eBay를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회사의 제품을 정의하고 구축

하는 책임을 맡았다.

마티는 HP 연구소Hewlett-Packard	Laboratories에서 10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경력을 

시작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위한 여러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했다.

HP 이후 마티는 당시 초창기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에 입사하여 인터넷 산업의 탄

생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마티는 가장 최근에 이베이의 제품 및 디자인 부문 수석 부사장으로 회사의 글로벌 전

자 상거래 거래 사이트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정의하는 일을 담당했다.

경력 동안 마티는 제품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제품 마케팅, 사용자 경험 설계, 소프트

웨어 테스트, 엔지니어링 관리 및 일반 관리를 포함하여 현대 소프트웨어 제품 조직의 대부

분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관리했다.

SVPG에서의 업무의 일환으로 마티는 전 세계 주요 컨퍼런스 및 최고 기업의 초청 연사

로 활동하고 있다.

마티는 산타크루스Santa	Cruz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컴퓨터 과학, 응용 경제학 학사 학위)과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 연구소Stanford	University	Executive	Institute를 졸업했다.

지은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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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 분야 최고의 책 《인스파이어드》의 저자이기도 하다.

크리스 존스Chris	Jones

크리스는 룩아웃Lookout, 시맨텍Symantec 및 본투Vontu를 포함한 신생 기업에서 《포춘Fortune》 

500대 소프트웨어 기업의 신제품 범주를 정의하는 제품팀을 구축하고 이끌며 25년 이상을 

보냈다. 여러  특허를 보유한 그는 소비자 및 기업 모바일, 웹, 데이터 및 플랫폼 서비스에서 

새로운 제품을 발굴하고 개발했다.

SVPG에 합류한 이후, 크리스는 다양한 기술, 비즈니스 모델 및 산업 분야에서 신생 기

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100개 이상의 회사와 직접 협력했다. 크리스는 이러한 회사의 

리더십 및 운영팀과 직접 협력하여 최신 제품 모범 사례에 맞게 조직, 프로세스, 도구 및 문

화를 개선했다.

실리콘밸리 프로덕트 그룹Silicon	Valley	Product	Group에 합류하기 전에 크리스는 룩아웃의 제

품, 디자인 및 분석 담당 부사장이자 본투(시맨텍에 인수됨)의 제품 책임자였다. 두 회사 모두

에서 크리스는 아무것도 없는 시작부터 제품 조직을 구축하고 여러 영역에서 최고의 제품을 

발굴하고 출시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었다.

크리스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컴퓨터과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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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만나는 모든 기업가와 제품 담당자에게 《인스파이어드》를 반드시 읽어야 할 

추천 도서로 소개해 왔고, 이제 《임파워드》가 새로 추가되었다.  

이 책은 분명 제품 담당자들에게 고전이 될 것이다.”

─	숀 보이어Shawn	Boyer,	GoHappy	및	Snagajob의	설립자

“《임파워드》는 현재 내가 함께 일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 겪고 있는  

조직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경험과 조언은  

진정 내가 기다려 오던 이야기다.”

─	제프 패튼Jeff	Patton,	제품	프로세스	및	디자인	코치

“크리스를 안 지 10년이 넘었다. 그는 내가 아는 최고의 제품 리더 중 한 명이다.  

그와 함께 일한 프로덕트 매니저들은 최고의 IT 회사에서  

훌륭한 제품 리더가 되었다. 최고로부터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	더그 캠플존Doug	Camplejohn,	Salesforce의	EVP	겸	GM

“다시 한번 마티의 지혜와 독특한 관점은 최고의 기업, 문화, 리더의 공통점을 변혁

적인 이론과 원칙으로 통합했다. 《임파워드》에 담긴 이해하고 적용하기 쉬운 이론

들은 더 나은 제품 리더와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모든 리더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다.”

─	척 가이거Chuck	Geiger,	Chegg,	IAC,	PayPal,	eBay,	Wine.com,	Travelocity의	전	CTO

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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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제품 담당자이거나 회사의 전체 제품 조직을 이끌고 있다면  

이 책은 바로 당신을 위한 책이다. 이 책은 리더의 관점에서 뛰어난 제품 조직의  

기본 철학을 설명하는 업계 최초의 책이며,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회사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례를 통해 쉽게 전달해 준다.”

─	페트라 윌Petra	Wille,	제품	리더십	코치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제품 리더 중 한 명인 마티는 당신이 더 나은  

제품 리더로 성장하는 길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당신은 사용자와 고객을 위한  

만족스럽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이먼 장Simon	Zhang,	GrowingIO의	CEO

“지속적인 혼란의 시대에서 성공하려면 기업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 더 높은 수준의 지속적인 혁신은 

진정한 임파워드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마티의 통찰력,  

실용적인 조언 및 지혜는 우리 조직이 강력한 제품 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굉장한 

기여를 해왔다. 이 책에서 마티는 임파워드팀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청사진을 

제공한다. 뛰어난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고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제품 

혁신의 문화를 개발하는 데 진지한 당신이라면,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	샤밈 모하마드Shamim	Mohammad,	CarMax의	SVP	및	최고	정보	기술	책임자

“나는 운 좋게도 마티와 수년 동안 함께 일하고 있지만, 그가 새 책이나 기사를  

내놓을 때마다 나는 흥분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경쟁자들이 

사용하는 새로운 제품 개발 기법은 무엇일까? 《임파워드》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레시피를 제공한다. 마티는 어려운 제품 개발 기법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요령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당신의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	제프 트롬Jeff	Trom,	Workiva의	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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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모든 IT 기업의 핵심 과제는 꾸준한 제품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져오는 진정한 제품 주도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임파워드》는 경영진과 리더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회사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다.”

─	프러크 말테 펠러Frerk-Malte	Feller,	Afterpay의	COO

“무엇이 회사의 생존을 보장하는지, 또는 당신의 제품이 실패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 보라. 이 책은 훌륭한 제품 회사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자 매뉴얼이다.”

─	아만다 리처드슨Amanda	Richardson,	CoderPad의	CEO

“우리 회사의 제품 개발팀원들의 필독서에 《인스파이어드》가 있었고,  

이제 목록에 《임파워드》가 추가됐다.”

─	호카 토레스Joca	Torres,	Gympass의	CPO

“《인스파이어드》는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우리 팀의 매뉴얼이다.  

이와 더불어 《임파워드》는 더 강력한 팀을 구축하기 위한 매뉴얼이다.  

SVPG에서 발행한 모든 정보는 항상 큰 도움이 되었으며,  

대부분 바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다.”

─	이언 케언스Ian	Cairns,	Twitter의	개발자	및	플랫폼	제품	책임자

“《임파워드》는 무엇보다도 권한에 대한 책이다.  

회사는 제품 중심의 문화를 지향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부여해야 한다.  

조직 구조에서 기술, 문화 및 코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권한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마티의 글은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	푸닛 소니Punit	Soni,	Suki의	설립자이자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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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이용진(SAP Labs Korea)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모든 팀원(PO, PM,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같이 한번 읽어 보면 좋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도 있었고, 여러 사람의 실제 사례에 관한 이야기에는 많이 공감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지만 그들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하며 팀원들과 같이 다시 읽고 싶은 생각도 들

었습니다.

정욱재

내용 자체는 《인스파이어드》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결을 보여 주는 책입니다. 리

더/관리자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꼭 리더/관리자

가 아닌 분들이 보더라도 프로덕트 자체와 팀, 리더/관리자 위치에 대한 기존 시선이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별로 끊어가며 실제 리더들의 사례와 같이 설명해 주는 방

식이라 읽기도 편했습니다. 《인스파이어드》보다 개인적으로 더 와 닿는 말이 많았던 책이었

습니다. 

정태일(삼성SDS)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리더는 어떤 코치를 받고, 어떻게 팀을 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무

엇에 집중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혁신을 끌어내고 구성원을 성장시키는 리더가 되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와 팀, 구성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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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성장시키는 진정한 리더는 어떻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중간관리자가 되었을 때부터 고민

해 왔는데, 이번 베타리딩을 통해 어느 정도 지침을 얻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차준성(서울아산병원)

기술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실리콘밸리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저자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품 책임자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경영자 등 기술 중심의 제품을 다루는 모든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P A R T

I
업계 최고의 IT 기업에서 배운 교훈

의 첫 책 《인스파이어드》1에서 성공한 기업들의 IT 제품팀2이 ‘최신 제품 발굴 기법’

을 사용하여 고객이 좋아하면서도 비즈니스에도 유효한 방식으로 어떻게 어려운 문

제들을 해결하고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설명했다. 

《인스파이어드》 덕분에 나와 실리콘밸리 프로덕트 그룹 동료들은 실리콘밸리를 넘어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조직을 만났다. 여러 기업과 조직을 만나며 알게 된 가장 놀라운 사실

은, 기술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자 함에도 실제 제품을 만드는 제품팀 스스로가 자신

들의 업무 수행 방식과 기법을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성공적인 제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훌륭한 제품팀의 강점은 단순히 특정 기법만은 아

니며,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그 외의 기업 사이의 진정한 차이는 다른 곳에 있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좋지 않은 요소들이 눈에 띄었다.

1   옮긴이  《인스파이어드: 감동을 주는 IT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제2판)》(마티 케이건 저 / 황진수 역 / 제이펍 / 2018년)

2  옮긴이  이 책에서 다루는 ‘제품’ 및 ‘제품팀’은 물리적인 제품(물건) 생산/제작이 아닌, IT 제품(서비스,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 

등)과 이를 기획/디자인/개발하는 팀을 가리킨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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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팀의 역할
대다수 기업은 IT 기술에 대해 여전히 구시대적 마인드셋(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IT 기술을 

비즈니스의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필요 비용으로 여긴다. IT팀원을 비즈니

스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IT 부서의 관리자와 리더를 단순히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인력

으로 여긴다. IT팀은 실제 고객과 단절되어 있으며, 회사에서는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사람

이 아닌, 회사 내의 이해관계자들을 고객으로 여기도록 독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코칭

IT팀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능동적인 코칭active	coaching이 제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팀이 코칭을 원하고 요구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관리자는 스스로 코칭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으므로 이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속된다.

팀원 구성

대부분의 기업은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

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품팀의 구성원을 채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잘못 이

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없다.

제품 비전

이 기업들은 영감을 주거나 주위를 매료시킬 만한 제품 비전이 없다. 기업의 초창기에는 비

전이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설립자가 떠나고 나면 비전은 흐지부지된다. IT팀의 직원들은 그

저 기능을 찍어 내는 공장에서 일한다고 느낀다.

팀 구조

IT팀은 책임감과 오너십을 갖기에는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다른 팀에 의존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자신을 그저 거대한 톱니바퀴 안의 작은 톱니 정도라고 여긴다.

제품 전략

제품팀을 운영하는 기업은 취약하나마 제품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어

떤 전략도 없이 그저 최대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는 데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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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의 목표

구글 등 선진 기업에서 업무 관리에 OKRobjectives	and	key	results3 방법론을 사용한다는 것을 듣

고, 대부분의 기업의 CEO는 OKR에 대해 책에서 읽었거나 유튜브에서 보고는 조직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OKR이 기업의 기존 제품 로드맵이나 문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적용되면, 직원들은 분기마다 OKR 계획을 세우는 데 몇 주씩이나 시간

을 들이지만 결국은 해당 분기 동안 목표는 잊힌 채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적용된 OKR 기

법은 직원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사업팀과의 관계

전반적으로 IT팀과 다른 사업팀과의 관계는 썩 좋지 않다. 이해관계자와 임원은 IT팀을 믿어 

주지 않는다. 이러한 기업 분위기에서 IT팀원은 기업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스스로

를 사업팀보다 못한 임직원, 다시 말해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처럼 여긴다. 

임파워드
4
팀

가장 안타까운 점은, 현실적으로 임파워드되지 않은 IT팀(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IT팀)은 고객을 

만족시키거나 기업에 기여할 만한 제안이나 업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다.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팀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프로덕트 매니저는 사실 프로젝트project 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제품(프로덕트)을 관

리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에 맞춰 일감 목록backlog에 있는 항목을 기계적으로 처리할 뿐이

다.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또한 로드맵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기능을 그대로 디자인하고 코딩

할 뿐이다. 동기 부여가 되지 않으니 당연히 오너십도 없고, 결과적으로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일하는 기업은 쉽사리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들은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3  옮긴이  목표 및 핵심 결과 지표(objectives and key results, OKR), 1970년대 앤디 그로브(Andy Grove)가 고안해 낸 경영 

방식으로, 조직적 차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표 설정 프레임워크를 말한다. 

구글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이었던 존 도어(John Doerr)가 구글의 경영 방식에 도입함으로써 널리 알려졌다.

4  옮긴이  임파워드/임파워먼트(Empowered/Empowerment)를 정확하게 대체할 한글 단어가 없어 영문 그대로 표현하고자 

한다. 임파워먼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이나 힘’을 뜻한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임파워드팀’은 팀 

스스로 그들의 일/업무를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팀 활동을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게 하여 동기 

부여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권한이 부여되어 동기 부여도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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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5 

경험에 의하면, 기업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변화는 너무 어렵고, 변

화의 방식을 모르거나 변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뿐이다. 변화를 원하는 기업

은 임파워드 제품팀을 만드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기업 내에서 이 용어(임파워드 제품팀)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단순하게 기능만 개발

하는 기존의 팀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IT팀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의 묘사가 당신이 속한 조직 상황과 유사하다면,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줄 수밖에 없다. 

•	첫째,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의미 있는 비즈니스 결과를 얻기 매우 힘

들 것이다.

•	둘째, 당신은 앞에서 제시한 나쁜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즉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너무

나 잘 만들어 내는 아마존 같은 경쟁 업체에 고객을 뺏기게 될 것이다.

•	셋째, 고용된 직원들은 재능과 능력을 낭비 중이며, 성공에 꼭 필요한 핵심 인재는 높은 

확률로 곧 떠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혹시 애자일Agile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시작이라고 

할 수도 없다. 큰 착각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이유가 조직을 좀 더 좋게 바꿀 방법이 있다고 확신해서이길 바란

다. 그렇다, 더 좋은 방법은 있다.

5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우리는 실리콘밸리 너머 많은 도시(상해, 멜버른, 텔아비브, 런던, 베를린, 방갈로르 

등)에서 매우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났고, 샌프란시스코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너무나 경쟁력 없는 기업도 만났다. 이 책에서 

다루고 싶은 것은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과 그 외 기업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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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01
훌륭한 기업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가치

는 이 책에서 훌륭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알리고 강조하고 싶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근본적

이면서도 놀랍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품 문화product	culture’에서도 확실한 차이가 있지만, 경

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도 서로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 그 이상

의 무언가가 있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아마존과 구글, 애플과 넷플릭스를 살펴보자. 이 

기업들은 모두 업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지만, 각각 매우 다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물론,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는 더 근본적인 요소

가 있다. 이는 기업 IT팀의 역할에 대한 견해, IT팀원의 업무 목표, 그리고 IT팀원이 서로 협

력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다. 덧붙이자면,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가지

고 있는 여러 기업이 이와 같은 몇몇 중요한 요소를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은 절대 우

연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훌륭한 기업이 가진 문화에서 창립자의 개성이 반영된 부분은 제외하고, 

지속적인 혁신에 필수적인 핵심만 보여 주려고 한다. 실리콘밸리를 넘어 여러 기업을 만나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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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 훌륭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 짓는 핵심 요소를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다.

최고의 제품을 가진 기업들이 공유하는 놀라운 공통점 하나는, 전설적인 코치인 빌 캠

벨Bill	Campbell의 코칭이다.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많은 기업의 창립자들은 회사 초창기에 빌 

캠벨에게서 코칭을 받았다.

캠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견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인용문을 소개한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위대함이 있음을 알아봐 주는 것이고,

리더의 임무는 그 위대함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책은 어떤 요소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다룬다. 훌륭한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하는 독자들이라면 중요 활동과 행동 양식을 적용해 보기를 권한다.

그렇다고 이런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

님을 기억하길 바란다. 이런 기업도 일부 정책과 관행에 대해서는 세간의 비판을 받아 왔

다.1 하지만 이 네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능력은 인정받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배울 

점이 많다. 

핵심만 말하자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는 세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	첫째, IT팀의 역할에 대한 기업의 관점

•	둘째, 제품 리더의 역할

•	셋째, 제품팀의 목적에 대한 기업의 관점. 즉, 프로덕트 매니저와 프로덕트 디자이너 그

리고 엔지니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한다.

이제, 세 가지 차이점을 하나씩 살펴보자.

  

1  이 회사들의 정책을 단호하게 비판한 스콧 갤러웨이(Scott Galloway) 교수의 저술을 참고하라(www.profgallow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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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팀의 역할
다시 말하지만, 훌륭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IT팀의 역할과 목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점은, 대다수의 기업은 IT팀을 그저 필수적인 지출 비용으로만 여긴다는 

것이다. IT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비즈니스 운영에 드는 비용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IT팀을 아웃소싱할 수 있다면 그 편이 더 낫다고 여긴다. 근본적으로, 대다수

의 기업은 스스로를 IT 기술에 기반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보험업, 은

행업, 운송사업 등으로 생각한다. 당연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부분적으로 IT 기술이 필

요하긴 하지만, ‘진짜 비즈니스’의 보조적인 역할로만 여긴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IT팀은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실제로 그

런 기업과 이야기해 보면 정확히 이렇게 말한다. 만약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더라

도, 이런 기업에서는 ‘비즈니스’가 IT 제품팀의 할 일을 결정한다.

대조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 기업의 IT팀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비즈니스 그 자체

다. IT 기술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강화한다. IT 기술을 통해 

최신 기술을 반영하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보험 정책이건, 은행 계좌이건, 당일배송 택배이건 간에,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핵

심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IT 기술이 있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제품 기업의 제품팀의 목적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비즈니스에도 적합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IT팀에 대한 관점이 기업의 전반적인 모습 및 일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

으로는 매우 높은 동기와 사기를 부여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훨씬 더 높

은 수준의 혁신과 가치를 비즈니스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력한 제품 리더십

대부분의 제품 기업에서는 진정한 제품 리더십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대신, 그들은 주로 조

력자facilitator로서 내부(또는 더 나쁘게는 아웃소싱된) 개발팀의 사람 관리나 기능 개발에 관련된 

일정 관리만을 맡고 있다.

대부분의 제품 기업은 제품 전략이 없다. 제품 전략이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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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품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능 개발팀은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그들이 요청하거나 로드맵에 추가한 기능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지만, 

제품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제품 전략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데이

터도 없다.

의사결정자는 결국 제품팀에 이번 분기나 올해 안에 개발해야 할 우선적인 기능 목록을 

건네준다. 그렇게 ‘제품 전략’은(이 명칭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업팀을(비즈니스

를)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 버린다.

기술 기반 제품 기업들이 지난 10~20년간 애자일 방식으로 전환해 왔고, 애자일에서는 

팀 내의 각 팀원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많은 관리자와 리더는 

그들이 이런 팀 구조에서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지 의심스러워한다.

이 말이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임파워드팀으로 전환하려면 기존의 방

식처럼 명령과 제어로 이루어진 관리 모델command-and-control	model	of	management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리더와 관리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더 나은 리더와 관리자가 필요

하다는 뜻이다.

사실, 관리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명령과 제어로 이루어진 모델이 훨씬 관리(세세하게 통

제micromanage)하기가 쉽다. 특정 팀에 할일 목록이나 구축할 기능 목록을 전달하거나 작업을 

빨리 진행하라고 독촉하기만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이 관리자들에게

는 쉬울 수 있지만, 팀은 임파워먼트(권한 및 동기 부여) 없이 일하는 단순한 용병이 되고 만다.

이와 대조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 기업의 제품 담당 리더는 기업 내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다. 제품 리더는 제품팀의 인사와 코칭을 담당하고, 제품 전략, 전략의 실행, 결과

를 관리하는 책임까지 있다.

임파워드 제품팀은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디자이너와 엔지니어의 역량에 달렸고, 

리더와 관리자는 이런 역량 있는 팀원을 선발하고, 채용하고, 코칭할 책임이 있다. 더 나아가

서는 정량적이면서 정성적인quantitative	and	qualitative 통찰력으로 팀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설득

력 있는 제품 전략을 제시하는 것 또한 제품 리더십의 중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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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드 제품팀

대부분의 기업에서 IT팀은 임파워드 제품팀이 아닌 기능 개발팀이다. 기능 개발팀은 표면적으

로는 제품팀처럼 보인다. 크로스펑셔널cross-functional
2하며,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디자이

너 그리고 엔지니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점은 이 팀은 기능 구현이나 프로젝트 수

행(산출물)에 집중하기 때문에, 권한 및 결정권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다.

기능 개발팀은 기능 설계를 하여 로드맵을 만들거나 사용성 테스트를 하고, 실제 구현, 

QA 테스팅 그리고 기능 배포까지 수행한다(이 일련의 개발~배포 과정을 ‘딜리버리’라고 표현한다). 

어떤 기능 개발팀은 스스로가 제품 발굴을 진행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미리 전달받은 상태이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권한(임파워먼트)이 없다. 통보받은 솔루션을 디자인하고 구현할 뿐이다.

이런 기능 개발팀에는 일반적으로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실

제로는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기능이 잘 개발되고 배포되는지를 관리하고 팀에 필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제품 관리 영역은 아니다.

기능 개발팀은 기능 및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제공받거나 스스로 만들어서 제공해야 하

기 때문에, 팀의 목표는 이 로드맵에 있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딜리버리하는 것이며 개발되

는 기능 자체가 결과물이다. 만들어진 결과물을 통한 실제 사업 성과가 낮다고 불평해도 누

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조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는 제품(개발)팀에 구현해야 할 기능 목

록을 주는 대신, 풀어야 할 문제를 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품팀은 스스로 생각

하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과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임

파워먼트가 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진다.

임파워드 제품팀 모델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는 제품을 가치 있고valuable(고객이 제품을 구매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선택받는 것) 실용적viable(비즈니스적인 니즈를 만족시키는)으로 만들어야 한다

는 아주 명확한 책임이 있다. 제품의 사용성usable을 책임지는 프로덕트 디자이너, 제품을 구

현 가능feasible하게 구현하는 기술 리더tech	lead와 함께, 팀은 이러한 위험 요소(가치, 실행 가능

성, 사용성, 구현 가능성)를 헤쳐나가기 위해 협업한다. 이와 함께, 임파워드팀은 문제 해결에 

2  옮긴이  cross-functional: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등이 하나의 팀에 모인 것처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팀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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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주체적인 주인 의식이 있고, 결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3 

요약하자면, 기능 개발팀은 크로스펑셔널하고, 풀어야 할 문제를 전달받기보다는 구현할 

기능과 프로젝트를 통보받기 때문에 산출물을 내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의 성과는 중요하지 

않다.

임파워드 제품팀도 기능 개발팀처럼 크로스펑셔널하지만 기능 개발팀과는 대조적으로 구

현할 기능이 아니라 풀어야 할 문제가 주어지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생각하여 결

과물을 구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가 측정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4 

3  분명히 말하자면, 디자이너와 기술 리더는 단순히 사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기여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각 부분의 리스크에 대한 책임자다.

4  실제로는 제3의 기술팀이 있는데, 이를 딜리버리팀(또는 ‘스크럼팀’ 또는 ‘개발팀’)이라고 부른다. 딜리버리팀은 진정한 

제품팀의 흉내조차 내지 않는다. 딜리버리팀은 크로스펑셔널하지 않고, 임파워먼트도 없으며, 프로덕트 오너(제품 백로그 

관리 담당자)와 일부 엔지니어로 이루어져 있는 팀이다. 이 팀은 순전히 산출물을 개발하는 데만 집중한다(코딩을 하고 

출시를 한다). 만약 여러분이 SAFe와 같은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있다면 불행하게도 이것이 당신 회사의 모습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책이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설명하려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이런 

딜리버리 팀과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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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발굴5

《인스파이어드》를	읽지	않은	독자라면	지금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비즈니스 오너와 이해관계자가 로드맵을 결정하고,	엔지니어들에게	무엇을	만들지	정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제품	발굴에서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고객과 이해관계자는 우리가 무엇을 구현할지 알려 

줄 수 없다는	점이다.	고객과	이해관계자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다.	

고객과	이해관계자가	무엇을	구현할지	우리에게	알려	줄	수	없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고객과	이해관계자는	지금	당장	구현	가능한	범위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최신	기술	전문가

가	아니기에	문제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모른다.	또한,	특정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	판단조차	할	

수	없다.	고객과	이해관계자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적용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

가	많다.

두	번째,	IT	제품은	어떤	솔루션이	해답일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예

상했던	결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팀은	어떠한	아이디어에	흥분하곤	하지만	고객들은	그

렇지	않고,	결국	고객들이	신나게	구매하리라	예상했던	것은	팔리지	않는다.	또는	좋다고	생각한	아이

디어에	해결되지	않는	개인정보	문제나	보안	문제가	있거나,	구현하는	데	예상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한다.

임파워드	제품팀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며,	제품 발굴이	고객을 만족시키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현실적인 제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기	전까지는	구현	가능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팀은	가치	있고,	사용성	있

고,	구현	가능하며,	실용적인	솔루션을	발굴하는	일을	지속해야	한다.	

 

5  옮긴이  《인스파이어드》에서는 ‘제품 발견’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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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10
1:1 미팅

:1 미팅one-on-one(일명 개인 면담)으로 알려진 코칭 기술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다면 놀라

운 일이다. 아마도 비슷한 종류를 경험해 봤을 것이다. 하지만 셀 수 없이 많은 프로덕트 

매니저 및 제품 리더와 논의했던 내용으로 판단해 보자면, 이 기법이 잘 수행된 것을 경험하

지 못했을 수 있다. 어쨌든 1:1 미팅은 코칭의 기초다.

나(마티)는 이 글을 쓰면서 이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리고 나의 견해에 영향을 준 중

요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려 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긴 세월 동안 나에

게 가르침을 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는 나의 관리자였던 사람들, 간접적으로는 곁에서 지켜 

보면서 배운 동료들을 포함한다. 벤 호로비츠Ben	Horowitz는 간접적으로 보고 배운 경우인데, 

1:1 미팅 기법에 대해 큰 인상을 안겨 주었다. 

이 장은 제품팀원을 맡고 있는 관리자를 위해 쓴 것이다.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이너, 엔

지니어를 채용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담당자 말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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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1:1 미팅의 핵심 사항
목적

1:1 미팅의 주요 목적은 제품 담당자의 역량 개발 및 개선을 돕기 위해서다. 일의 진행 상황

을 보고받을 수도 있고, 일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우선적인 목적은 그 사람의 

역량에 도달하게 한 다음, 더 큰 잠재력을 끌어내도록 돕는 것이다. 이 중요한 목적을 잊는

다면 이 세션의 진정한 가치는 사라진다.

관계

신뢰에 의존하는 관계를 말한다. 제품 담당자(팀원)는 당신이 관리자로서 그가 잠재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 그것이 관리자로서

의 주요 업무다. 제품 담당자가 유능하고 승진한다면 당신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 마찬가지

로 제품 담당자가 역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제품 담당자, 관리자가 모

두 성공하려면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

야 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대부분의 새로운 제품 담당자에게는 속도를 높이는(역량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

을 습득하는 적응 기간onboarding이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모든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을 일에 적용한다. 8장 ‘점검’에서 새

로운 제품 담당자가 집중할 분야를 결정하기 위해 재빨리 역량을 재는 데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제품 담당자가 유능하다고 느껴질 만큼 충분한 자질을 갖출 때까지 

그 사람이 팀에 해를 끼치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의 밀접한 감독은 2~3개월간 지속되고, 제품 담당자가 능력이 있다

고 판단되면 기존에 진행 중인 코칭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코칭 관계가 된다.

주기

주기frequency는 다양한 의견이 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지만, 1:1은 일주일에 한 번, 30분 이

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션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건너뛰어도 괜찮을

까?”라고 할 만한 회의가 아니다. 가끔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취소하지는 마라. 이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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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는 메시지를 숙고하라. 적응하는 기간이라 아직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새로운 

PM은 일주일에 2~3회 또는 심지어 매일 할 수도 있다.

관리자와 직원 간에 신뢰가 구축되면 1:1 코칭은 화상 통화로도 괜찮다. 관계를 발전시

키고 정직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배경 공유

제품 담당자가 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최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면, 리더이자 관리자로서 전략적 배경을 공유해야 한다. 즉, 올해 회사의 사명mission

과 목표objective, 더 넓은 범위의 제품을 위한 제품 비전vision, 제품 전략strategy, 특정 제품팀의 

팀 목표를 이해해야 한다.

이 토론은 대부분 적응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만, 매 분기별로 다가오는 분기에 특정 팀

의 목표를 논의해야 한다. 때로는 상당히 복잡한 논의다.

자습

제품 담당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이는 역량 쌓기의 기초이자, 

적응 기간의 주요 활동이다. 제품 담당자에게 올바른 자료를 알려 주고 자료에 대한 질문에 

답해 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익히고 이 지식을 얻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은 그 

개인의 몫이다.

자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프로덕트 매니저에게는 제품을 속속들이 배우는 것을 의미

한다. 사용자와 고객, 데이터, 구현 기술의 능력, 산업, 비즈니스의 다양한 차원, 특히 재무, 

판매, 시장 진출, 서비스 및 법률 등을 학습하는 것이다.

제품 담당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스스로 학습하는 것 외에도, 코칭은 제품 담당자가 훌륭한strong 제품 담당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다.

제품 담당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결과outcome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

치value, 사용성usability, 구현 가능성feasibility, 비즈니스 실용성viability 같은 모든 리스크를 고려

하라. 비즈니스와 제품의 모든 차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생각하라. 윤리적 고려 사항 또는 영

향을 예상하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장애물 앞에서 끈기 있게 버텨라.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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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현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라.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의 힘을 활용하라. 데이터를 활용하

여 학습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라.

제품 담당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무엇일까? 경청하라. 협력하라. 배움을 공유하라. 전도

evangelizing하라. 영감을 주어라. 신뢰를 주고 비판을 수용하라. 책임을 가져라. 알 수 없는 부

분을 정리하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라. 겸손하라. 회사 전체에 걸쳐 관계를 구축하라. 개인적

인 차원에서 고객을 파악하라. 선두에 서서 이끌어라.

전체를 보는 시각

이는 또한 ‘단편적인 사실에서 결론 도출하기connecting	the	dots’라고도 한다. 모든 제품 담당자

가 다른 모든 제품팀이 하고 있는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1:1 미팅의 중

요한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반복되면 가장 먼저 알아챈다는 것이다. 갈등 또는 충격이 일어날 만한 잠재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제품 담당자가 관련된 동료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하다면 갈등

을 없애기 위해 결정을 내리도록 용기를 불어넣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다.

피드백 제공하기

‘엄격한 사랑tough	love’ 또는 ‘과격한 솔직함radical	candor’이라고도 알려진 정직하고 건설적인 피

드백은 관리자로서 제공할 수 있는 가치의 주요 원천이다. 피드백은 가능한 한 자주, 그리고 

가능한 시점(은밀히 논의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개적으로 칭찬하되 비판

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잊지 마라.

많은 관리자가 피드백을 수집하고 전달하는 유일한 시간이 연간 성과 평가라고 오해한

다. 하지만 사실상 직간접적으로 피드백을 수집할 기회는 매일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 담당

자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

더 나아가, 관리자라면 항상 건설적인 피드백을 구해야 한다. 제품팀의 다른 구성원에게 

상호 소통에 대해 질문하고, 고위 경영진, 이해관계자 및 비즈니스 오너owner에게 그들이 받

은 인상과 제안을 질문해야 한다.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제2의 본성이 된

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매주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하도록 스스로를 몰아붙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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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회의

는 한 번도 회의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놓고 시작해야 할 것 같다. 준비가 부족

하고, 서투르고, 천천히 진행되고, 내게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시간 낭비인 무수히 많은 회의에 앉아 있었던 경험 때문에 회의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긴 하지만, 전혀 다른 회의에도 참석했었다. 그 회의는 주최자가 준비되어 있고, 정보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확실한 결정이 내려졌고,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동

의하지 않더라도(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결정되면 따른다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 최소한 이해는 했다.

그 결과, 나는 코칭할 때 그들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니면 정말 회의를 열 필요

가 있는지조차도 매우 특별하게 여긴다. 회의는 다른 경영진이 제품팀, 특히 프로덕트 매니저

의 자질을 판단하기가 매우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다. 여기서는 스탠드업standup 미팅이나, 

회고retro 회의나, 제품팀 구성원 간의 회의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

니다. 프로덕트 매니저와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화상 회의를 하거나 직접 만나서 프로토타입

을 만든다면, 문자 그대로 만나는 동안은, 이 장의 주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다. 여기서는 

제품팀을 넘어서는 모임, 즉 이해관계자, 경영진, 파트너 또는 다른 팀의 구성원이 포함되는 

회의를 뜻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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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회의에서 가장 힘든 점은 동시에 모두가 모여야 한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 모든 참석자는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중단하고, 직접 마

주하거나 화상 회의 또는 전화를 통해 만나야 한다. 이는 쉽지 않고, 심지어 달갑지 않으므

로 회의 주최자는 항상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동시에 모이지 않고도 목표를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대개는 그 편이 더 나을 것이다. 상

태 업데이트 또는 새 릴리스에 대한 정보 전달이 좋은 예다.

물론 회의를 하는 데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 제품 조직에는 일반적으로 의

사소통, 의사 결정 및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의사소통

주최자가 이메일과 같은 비동기 수단을 통해 보내기에는 너무 중요하거나 복잡하다고 생각

하는 중요한 정보를 다룰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리더가 제품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총동원되는 세션이 이런 경우다.

의사 결정

두 번째 유형의 회의에는 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제품팀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

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어 하는 의사 결정 회의다. 이는 회사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거

나 상당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나는 서술형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문서를 이미 

읽은 참석자와 회의를 하면, 미리 제공된 정보에 근거를 두어 결정을 내리면 된다.

문제 해결

세 번째 유형의 회의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무엇이 최선의 실행 과정인지 

모를 경우다(알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것을 서술형 보고서에 기록하고 결정을 위해 제시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회의실에서 제대로 생각할 수 있다면 아주 어려운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

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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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서비스 중단 사태 후 사후 대책 회의처럼,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모으는 회의가 이런 경우다.

효과적인 회의 구성

회의에 대해 제품팀을 코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목적: 먼저, 회의 주체자는 회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참석자: 다음으로 참석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최자는 두 개의 목록을 만들 것

을 권한다.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필수 참석자 목록(참석 여부에 따라 회의 일정을 결정하게 만드

는 사람)과 의무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목록이다.

준비: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유형의 회의 모두 준비가 필수적이다.

커뮤니케이션 회의의 경우, 전달할 내용이 명확한가? 이 콘텐츠를 전달할 적절한 매체

가 있는가? 필요한 이미지 또는 영상이 있는가?

의사 결정 회의인 경우, 서술형 보고서가 있고 전후 사정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검토받

았는가?

문제 해결 회의의 경우, 참석자에게 상황이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관련 데이

터를 이미 수집했는가? 나올 만한 다양한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행facilitation: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주최자로서 효과적으로 회의를 이끌어야 한다. 진

행의 성격은 회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회의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결정이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곳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후속 조치: 회의가 결론에 도달하면,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몇 가지 후속 조치가 있다. 

결정 사항 또는 다음 단계에 해야 할 일을 이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 포함될 수 있지만, 

비슷한 회의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a) 회의를 소집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지, 모든 참석자가 참석 가능한지 확

인하고, (b) 회의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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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장에서는 가장 민감하면서도 잠재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윤리에 대해 논의해 

보자.

지금까지 설명했듯, 모든 제품팀이 고려해야 하는 네 가지 큰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 혹은 사용할 것인가? (가치 위험)

2. 사용자가 사용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까? (사용성 위험)

3.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구현 가능성 위험)

4. 이해관계자가 이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을까? (비즈니스적 실용성 위험)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실용성을 타진하는 방법으로 윤리적 질문을 하곤 한다. 솔루션이 

윤리적이지 않으면 실제로 회사를 심각한 문제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비즈니스 실용성 측면에서 영업, 마케팅, 재무, 법률, 규정 준수, 개인 정

보 보호 등 이미 고려 사항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윤리적인 측면을 놓치기 쉽다. 둘째, 비즈

니스 실용성의 다른 영역과 달리, 윤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해관계자는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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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윤리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로 인해, 

윤리적 실수로 회사, 환경, 고객 및 사회에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다섯 

번째 위험을 추가하여 윤리적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라고 주장한다.

5.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야 할까? (윤리적 위험)

윤리를 특별히 책임지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진보적인 IT 기술 제품 회사로 에어비앤비

Airbnb가 있다. 나의 오랜 친구 롭 체스넛Rob	Chesnut은 최근까지 최고 윤리 책임자(현재는 회사의 

고문)로 근무했다.

체스넛은 변호사 공부를 하고 연방 검사로서 경력을 시작했다가, 초기에 이베이eBay의 

법률 고문으로 합류했다. 그곳에서 나(마티)는 처음 그를 만났다. 그는 다양한 주요 기술 회

사의 자문으로서, 최근에는 에이비앤비에서 훌륭한 경력을 쌓아 왔다.

체스넛은 실리콘밸리의 중심부에서 수십 년간 일해 왔으며, 기업이 윤리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다. 체스넛은 “기업과 리더가 윤리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점점 더 많이 지는 세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리더가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

한다.

이제는 기술 자체가 큰 사업이고, 기술은 오랫동안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요구해 온 것과 

같은 압박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 체스넛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거에는 기업에 주주라는 하나의 이해관계자(“수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가 있었다. 

이는 많은 기업이 분기별 재무 수치를 달성하도록 단기적으로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접

근 방식이다. 또한 이것은 점점 더 비윤리적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회사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즉, 목표 수익을 달성하라, 그리고 당신이 만든 

것이 고객, 환경, 파트너 또는 이 세상에 정말 좋은지는 걱정하지 마라.

기업이 다른 이해관계자를 인식하고 각 제품 솔루션이 해당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직원, 

게스트, 호스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커뮤니티처럼 다른 중요한 이해관계자의 이익

을 고려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 이상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계

속해서 내리는 경우, 우리의 사명에 위배되고 장기적으로 비즈니스에 피해를 입힌다.”



회사의 사명 / 목표 / 성과표

제품 비전  &  원칙

팀 구조

제품 전략

목표

발굴 / 제공

목표

발굴 / 제공

목표

발굴 / 제공

전
략

적
 콘

텍
스

트
제

품
팀

P A R T

V
팀 구조



PART V  팀	구조180

늘날 대부분의 기술 기반 제품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제품 

전체를 한 제품팀이 개발하는 일은 드물다. 대부분의 제품은 수십 혹은 수백 팀이 

함께 만들어 나간다. 이는 모든 프로덕트 조직이 업무 범위를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 제품

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인스파이어드》와 이 책에서 제품팀의 구조화 및 범위 지정이라는 주제에 대해 서술했

다. 하지만 이 주제는 팀의 권한 및 동기 부여의 수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번 장에서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싶다.

나는 팀의 업무 범위를 정의하는 것을 팀 구조team	topology라고 부른다.1 이 용어가 더 큰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제품 조직의 팀 구조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

•	우리 조직에는 몇 개의 제품팀이 있어야 할까?

•	각 팀의 범위와 책임은 무엇인가?

•	각 팀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그 양은 얼마나 될까?

•	팀 간의 의존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구조는 회사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각 프로덕트 피플을 팀으로 구

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품 리더로서 효과적인 팀 구조를 설정하는 것은 주요한 책임 중 하나다. 또한 고려해

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늘 그랬지만, 원격으로 일하

는 직원이 급증하면서 팀 구조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측면의 복잡성이 더해졌다.

무엇보다도, 팀 구조 선택은 팀에 권한 부여를 지원할 수 있는 원칙에 기반하여 선택되

어야 한다. 이는 팀에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진정한 주인 의식을 북돋아 주고, 해결해

야 하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조정하는 데 자율성을 주며, 회사의 고객, 비즈니

스, 과학 기술과 같은 요소 간의 조율을 포함한다. 조율 자체도 복잡하며, 비즈니스 목표, 고

객의 종류, 조직의 보고 구조, 기술 아키텍처, 그리고 제품 비전의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1  이 용어는 매튜 스켈턴(Matthew Skelton)과 마누엘 파이스(Manuel Pais)의 책 《Team Topologies: Organizing Business and 
Technology Teams for Fast Flow》(IT Revolution Press, 2019)에서 만들어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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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중요한 고려 사항은 제품팀 간의 의존성과 성격이다. 모든 팀 구조는 제품팀 간

의 고유한 종속적인 면이 생기기 때문에 리더는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팀을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리더는 팀 구

조가 니즈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장에서 다루는 주제를 고려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팀 구조는 제품 관리, 디자

인, 기술팀의 리더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상의 팀 구조는 주요 제품 리더가 지닌 

니즈와 균형을 맞춘 상태일 것이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탐구하고 이것이 권한 부여와 어떻게 연관되

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팀 구조를 디자인하는 일반적인 패턴과 이를 사용하는 시기를 설명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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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앞부분에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팀 구

조의 개념을 소개했다. 팀 구조는 팀 간의 경계를 정의하고 각 팀이 고려할 문제의 범

위를 설정하기 때문에, 제품 리더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많은 회사는 이를 결정할 때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

팀 구조는 저항 없는 방향을 따라 유기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조

직도를 따르거나, 엔지니어링 기술별로 그룹화하거나, 일부 비즈니스 오너 또는 이해관계자

의 운영 책임에 따라 구성된다.

이러한 요인이 때때로 특정 팀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 결정

은 광범위한 요인을 고려한 후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저 결정하기 쉽다는 이유로 

팀 구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에, 예전에 설정해 둔 팀 구조를 바꾸는 것을 꺼린다. 이전에 합리적으로 시작

된 그룹도 지금은 팀의 권한 부여에 불필요한 의존성이나 복잡성을 만들 수 있다. 이때 리더

는 팀 구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구성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있다. 결국, 제품 

리더로서 팀 구조를 선택하는 데 따라 회사의 제품팀 권한 부여 및 강화에 큰 영향을 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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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부여를 위해 팀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오너십, 자율성 

및 조율, 이 세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오너십

오너십은 팀의 목적보다 더 큰 개념이다. 이는 기능, 경험, 품질, 성능 및 기술적 부채에 대한 

각 팀의 모든 책임 범위를 설정한다. 각 팀은 맡은 범위에 맞는 작업을 가장 잘 해결하기 위

해 필요한 트레이드오프 결정을 해야 한다. 각 제품팀이 책임져야 할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

을 때 더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

팀의 책임 범위가 매우 좁을 때, 팀 구성원은 동기 부여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

신의 일이 더 넓은 사업 목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큰 바퀴에 달린 작은 

톱니바퀴처럼 느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 지는 

팀은 더 큰 의미와의 연관성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영감을 얻는다. 그들은 오너십에 대한 자

부심이 강하다.

대부분의 경우, 더 큰 범위의 오너십은 임파워먼트에 좋지만, 책임 범위가 팀의 규모와 기

술에 비해 너무 넓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 경험에 대한 오너십은 있지만 기본

적인 변경만을 위해 하나 이상의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팀을 생각해 보

자. 이러한 팀은 오너십이 있는 영역에서 혁신하는 데 필요한 깊이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 고군

분투할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인지 부하cognitive	load는 팀의 임파워먼트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임파워먼트는 오너십의 범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너십의 명확성도 요구된다. 

팀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불분명할 경우, 임파워먼트는 약화된다. 업무의 오너십이 모

호해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야 하지만, 팀 구조가 좋다면 오너십 문제를 일

으키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자율성

자율성은 강력한 개념이지만, 리더십과 제품팀 모두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한 팀이 다른 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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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 풀어야 할 문제를 줄 때, 자율성은 그들이 적합하다고 보는 최선의 방법으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통제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의존도가 너무 높은 팀 구조는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팀은 솔루션 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제품 발굴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다양한 옵션과 접

근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팀이 내리는 결정을 신뢰하는데, 해당 팀이 솔루션을 

만들기 가장 좋은 위치/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팀 구조는 어느 정도 팀 간에 의존성이 필요하지만, 권한을 부여하는 팀 구조는 이

러한 의존성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각 기술 시스템별로 팀을 엄격하게 나누는 팀 구조는 

단일 팀이 고객의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

궁극적으로, 팀에 권한을 부여한다 함은 팀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결과를 달성할 수 있

는 최선의 방법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팀 자율성은 이것에 기여한다.

조율

조율이란 팀 간의 경계가 전략적 콘텍스트의 다른 측면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 나타낸

다. 즉, 조율이 잘된 조직은 팀별 업무 수행에 대해 서로 의존도가 줄어든다. 더 빠르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비즈니스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와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 한마디

로, 조율이 잘되어 있으면 임파워먼트가 개선된다.

조율은 고려할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팀 구조에서 가장 복잡한 특성을 

보인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아키텍처와 비즈니스에 대한 조율이다.

먼저 아키텍처에 대한 조율을 살펴보자. 이상적으로, 아키텍처는 제품 비전에 기반하고 

아키텍처의 역할은 제품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 아키텍처에 맞는 팀 구조는 

제품 비전과도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팀은 상당한 범위의 오너십을 가질 수 있으며, 중요한 

제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율성이 부여된다. 그러나 기술적 부채 그리고/또는 구형 시스템

이 많은 회사에서는 팀의 업무와 아키텍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의 일은 의존성과 

복잡성으로 어수선할 것이다. 간단한 작업이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구현 가능한지조차 

불확실하다.

비즈니스(영업 부서)와의 조율은 타 사업부들, 다양한 시장 진출 전략들, 다양한 고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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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또는 다양한 시장 세그먼트 등에 대응되는 조직들과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

제다. 다음 장에서 공감대 형성이라는 주제와 함께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완벽한’ 팀 구조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고려해야 할 트레이드오프

(절충안)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임파워먼트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너십, 자율성 및 조율로 팀을 운영하게 만드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