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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번역하는 동안 대학 시절 처음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던 때가 자주 떠올랐다. 이공계 학과의 

신입생들은 포트란을 필수로 수강해야 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코딩을 어느 정도 하고 들어온 

친구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은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

다. 역자 역시 포트란의 for 루프나 파스칼의 포인터를 이해하는 데 애를 먹었고 꽤 오랜 시간이 지

나서야 겨우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역자의 기억으로는 꽤 많은 학생이 수포자가 아닌 코포자(코딩

을 포기한 자)의 길로 들어섰다. 그 시절로 돌아가, 포트란을 배우던 학생들이 이 책을 읽었더라면 그

렇게 많은 학생이 코딩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나 심리다.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에 이해가 어

려운 것은 당연하다. 이게 마치 자신의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축

되기 시작하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정은 더욱 험난할 것이고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막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먼저 심리적 요인이다.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많은 사람이 ‘나는 머리가 나쁘거나 코딩에 소질이 없

는 것 같아. 나만 이걸 모르네’ 같은 생각에 빠지곤 한다. 이에 대해 이 책은 이렇게 말한다. “네가 

머리가 나쁘거나 소질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 뇌가 이러이러하게 작동하기 때문이지.” 불필요한 자책과 좌절 대신 코딩 공부를 계속할 수 있

게 긍정적인 사고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므로 대학 1학년 혹은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기술 서적과 달리 건조하고 딱딱하지 않게 코드를 읽는 법에 대한 연습을 제공한다. 

저자가 강조하듯, 심지어 현직 개발자들조차 코드를 읽고 분석하는 법을 충분히 연습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을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가 많이 실려 있는 것도 저자의 이런 문제의식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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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편으로 이 책은 역자처럼 오랜 기간 프로그래머로 일한 개발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다.  

특히 3부와 4부는 팀으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유용한 방법론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그러

므로 개발자에게 당장 도움이 되는 내용을 원한다면 3부와 4부를 먼저 읽어도 무방하다.

시니어 프로그래머 역시 심리적 요인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 얻을 게 있다. 역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팀에 새로 들어온 팀원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깰 수 있었다. 새 팀원이 왜 그렇게 내용을 빨리 터득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어 답답했는데, 책 내용 덕분에 그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왜 

그런지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책의 후반부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새로

운 팀원이 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다시 정립할 수 있었다.

모쪼록 이 책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사람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난관을 이겨내 프로그래밍 언어 학습을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한 팀으로서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얻게 되기를 역자로서 소망

한다.

차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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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프로그램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는 동료를 옆에서 지켜보며 떠올린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다. 

“만일 지금 이 순간 모니터로 빨려 들어갈 듯한 저 친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드는 느낌과 생각은 다른 개

발자와 같을까 다를까?” 이렇게 비기능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의 여러 가지 속성을 맞추면서 어

떻게 기능적으로 요구 사항에 맞춰 개발을 하는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주기적으로 떠오르곤 했는데, 이번에 출간된 《프로그래머의 뇌》에서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어 무척 반가웠다. 물론 사람의 두뇌란 무척 복잡하므로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레 복잡함에 겁먹고 포기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알려진 여러 지식을 총 동원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무척 중요하다.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 우리는 인지적으로 걸리는 부하를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와 라이브러리/프레임워크를 학습하거나, 처음부터 새롭게 코드를 작성하거

나, 레거시 코드를 현대화하거나, 클린 코드를 위해 리팩터링을 하거나, 모놀리스를 마이크로서비스

로 분해하는 등 각종 현실 상황에서 부딪힐 법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짚는다. 동시에 (바람직하게

는) 이를 해소하거나, (해소까지는 못하더라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책의 매력 포인트이지만 이렇게 두뇌 구조만 설명하다 끝났다면 절반의 성공일 

테고, 이론을 토대로 멋진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있어야 나머지 절반의 성공도 거둘 수 있을 것이

다. 실제로 이 책은 문제 해결 방안과 수단으로서의 코드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는 좋은 코드를 작

성하기 위한 작명법, 코드 스멜을 감지하고 해소하는 방안,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는 학습 방법까

지 제시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책에서 배운 내용을 즉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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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팀 내에서 협업하는 방법, 대규모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방법, 새로운 개발자에 대한 적응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도 소개하므로 전반적인 개발 문화를 개선하는 과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정독한 다음, 돌아와서 중간에 나오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풀어보자. 어느 순간 개발자로서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박재호, 유튜브 ‘채널 박재호’(https://www.youtube.com/c/박재호dev) 운영자

개발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있다. 저녁을 먹고 밤이 깊도록 코딩을 하다가 불현듯 질문이 

떠오르는. 나는 왜 늦은 시간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며 코딩하는 게 이렇게 좋을까. 그런데도 실수

를 하고,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이해하지 못해 머리를 쥐어뜯고, 알고리즘이 떠오르지 않아 힘겨워하

는 것일까. 코딩을 하는 내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책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왔다. 제목부터 그냥 직설적이다. 프로그래머의 

뇌. 이 책을 읽는다 해서 갑자기 코딩 실력이 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작동하는 방

식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이 깊어질 것이다. 코딩을 하는 사람이면, 코딩하는 자신의 뇌에서 일어나

는 일이 한 번이라도 궁금했던 사람이면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

고 싶은 사람이면 이런 책은 읽어줘야 한다. 읽자.  

임백준, 삼성리서치

 

우리는 개발 공부를 ‘Hello World’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일도 많지만, 오픈 소스나 동료의 코드를 읽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코드를 더 잘 읽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저도 당시엔 방법을 몰라 그냥 코드를 많

이 읽고 혼자 생각했는데, 그때 이 책을 읽었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크게 네 파트로 나뉩니다. 1) 코드 더 잘 읽기, 2) 코드에 대해 생각하기, 3) 좋은 코드 작성

하기, 4) 코딩에서의 협업. 개발자라면 고민할 법한 부분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속하게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 프로그래밍 문법을 빠르게 배우는 방법, 복잡한 코드를 읽는 방법, 이름이 

중요한 이유, 나쁜 코드를 방지하는 프레임워크(방법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새로운 개발

자 팀원의 적응 지원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읽으면서 모두 공감되고 재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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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신입 개발자, 시니어 개발자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동안 뇌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클린 코드’ 시리즈와 비슷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메타인지, 즉 생각에 관한 생각에 대해 더 고민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제 업무 방식을 개선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성윤, 쏘카 데이터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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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서

코드를 잘 읽는 법과 더 나은 코드를 생산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프로그래머들에게 권합니다. 코드

를 읽으면서 ‘왜 필요한 부분이 캐치가 안 되지?’ 혹은 ‘지금 우리 머릿속에선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

는 거지?’ 이런 의문을 품곤 했을 겁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코드를 

읽을 때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 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원래 사람 뇌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되어 불안감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양성모(현대오토에버)

프로그래머는 평생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라고들 하지만, 새로운 언어나 소스 코드에  

익숙해지기까지는 거의 항상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거치곤 합니다. 이 책은 인지과학의 측면에서 

프로그래머가 겪는 어려움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즉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기술보다는 간접적인 내용이 많지만,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매끄럽게 잘 번역되었다고 봅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는 기술만이 아니라, 프로그래머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

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수(유노믹)

이 책은 정말 명작입니다. 프로그래머의 머릿속에서 어떤 인지 작용과 사고 과정이 일어나는지에 대

해, 제가 아는 짧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었던 내용을 대신 잘 설명해줍니다. 선배로서 가르치는 

입장이든, 후배로서 배우는 입장이든 모든 수준의 프로그래머에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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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일(삼성SDS)

암기를 잘하고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을 다루는 과학 서적처럼, 이 책은 뇌의 인지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코드를 더 잘 읽고 프로그래밍을 더 잘 익히게 해줍니다. 프로그래밍을 가르치거나 

배우면서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 지치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 혹은 코딩 실력을 향상하고 버그 없는 

코드를 생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뇌과학 차원에서 차근차근 살펴보고 적용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정현준(매드업)

이 책은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점들, 특히 코드와 관련된 넓고 다양한 주제를 잘 보

여줍니다. 초보자에게도 좋지만, 특히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개발자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차준성(서울아산병원)

코드는 함께 읽어야 하는 문서로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읽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과 코드를 잘 읽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코드

를 읽을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고하는지 여러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흥미로웠

습니다. 책에 수록된 도표나 그림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황시연(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래밍 기술의 변화는 매년 빨라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술을 습득하려면 관련된 내용을  

읽고 이해를 바탕으로 코드로 구현해야 하지만, 초급 개발자나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프

로그래밍 문법, 코드 분석, 문제 해결, 협업 등을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책

의 저자는 프로그래밍 및 프로그래머에 관한 논문 자료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알려줍니

다. 프로그래밍 관련 논문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클린 코드》보다 쪽수는 적지만, 내용은 

더 깊이가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주니어부터 시니어 개발자까지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의 도움으로 
출간되는 모든 IT 전문서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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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프로그래밍에 대해 생각하면서 지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 그 자체에 관해서는 그리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해보지 못했다. 

우리의 사고 과정의 개념과 인간이 코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그 이상의 

과학적 탐구는 하지 못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노다 타임Noda Time이라는 닷넷.NET 프로젝트의 주 개발자다. 노다 타임은 닷넷에 내장되어 있

는 날짜 및 시간 데이터 타입을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내게 이 프로젝트는 API 디자인, 특히 

명명법과 관련해 시간을 할애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메서드의 이름을 보면 기존 값을 

변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 값을 반환하는 등의 문제들을 겪으며, 버그가 있는 코드는 

읽을 때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도록 명명하려 노력했다. 예를 들어 노다 타임의 LocalDate 데이터 

타입에는 AddDays가 아닌 PlusDays 메서드가 있다. (바라건대) 대부분의 C# 개발자는 다음 코드를 

보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date.PlusDays(1);

반면 다음과 같은 코드는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tomorrow = today.PlusDays(1);

이것을 닷넷의 DateTime 데이터 타입의 AddDays 메서드와 비교해보라.

date.AddDays(1);

위 코드는 date를 수정하는 것처럼 보이며, 첫 코드만큼이나 올바르지 못한 코드지만 버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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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예도 노다 타임에서 나온 것이지만, 구체적인 예는 아니다. 많은 라이브러리가 개발자로 하

여금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게끔 모든 힘든 일을 대신해주려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는 노다 타

임의 사용자들이 날짜와 시간 관련 코드를 앞에 두고 많은 생각을 하기를 분명하게 원한다. 우리는 

사용자가 실제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모호함 없이 고려하길 원하고, 그다음 그것을 코드로 명확

하게 표현할 수 있길 원한다.

마지막으로 자바와 C#에서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되는지, 그리고 메서드에 인수를 전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예가 하나 있다. 나는 내 인생 대부분 동안 자바가 객체를 전달할 

때 레퍼런스를 사용한다는 개념에 맞서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다. 계산을 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 

지난 25년간 다른 개발자들이 자신의 정신 모델을 세밀하게 교정하는 데 내가 도움을 준 셈이다.

프로그래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나에게 오랫동안 중요한 주제였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 

추측과 어렵게 얻은 경험에 불과하다. 과학적 근거를 찾고자 노력해오던 차에 이 책을 통해 그것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17년 오슬로에서 열린 NDCNor wegian Developer Conference에서 ‘Programming Is Writing Is 

Programming(프로그래밍은 글쓰기이고 글쓰기는 프로그래밍이다)’라는 프레젠테이션으로 펠리너 헤르

만스를 처음 만났다. 트위터에 올린 내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시간

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와우.” 나는 펠리너의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한) 이 프레젠테이션을 적

어도 세 번은 보았고 매번 새로운 것을 얻었다. 마침내 내가 시도했던 것에 대한 인지적인 설명과 내 

접근 방식을 바꾸도록 만든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아, 이제야 왜 그런지 알겠네!”라든가 “아, 그런 생각을 못 했네!” 같은 반응이 

계속 나왔다. 플래시카드 사용 같은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제안들을 제외하면, 이 책이 미치는 영향

은 좀 더 간접적이고 즉각 눈에 띄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 영향은 코드에 빈 줄

을 넣을 때 좀 더 숙고하게 된다든가, 새 팀원에게 주는 과제가 바뀐다든가, 혹은 과제를 주는 시기

가 달라지든가 정도일 수도 있다. 스택 오버플로Stack Overflow에서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의 변화일 수

도 있다.

어떤 영향을 끼치든 간에, 펠리너는 작업 기억 공간에서 생각하고 처리한 후에 장기 기억으로 옮기

는 아이디어에 대한 보물 상자를 제공했다.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중독적이다!

존 스키트Jon Skeet, 구글 스태프 개발자 관계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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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프로그래밍을 할 때 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점이었다. 대학에서 

프로그래밍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전산학 교육 과정에 있는 그 어떤 과목도 프로그래밍에 대

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필자를 준비시켜주지는 못했다.

만약 여러분이 필자처럼 컴퓨터 관련 학과의 교육 과정을 밟았거나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

다면, 두뇌의 인지 기능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더 나은 방법으로 코드를 읽거

나 작성하기 위해 두뇌를 향상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필자는 확실히 그러지 못했지만,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가르치려면 두뇌의 인지 과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 필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시

작했다. 이 책은 필자가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학습과 사고에 관한 강연과 콘퍼런

스에 참석한 지난 몇 년 동안의 결과물이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프로그래밍에도 중요하다.  

프로그래밍은 가장 까다로운 인지 활동 중 하나로 간주된다. 즉 문제를 추상적으로 해결하는 동시

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이런 일은 대부분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없는 수준의 주의력을 

요구한다. 스페이스를 빼먹었는가? 오류. 배열의 시작 인덱스를 잘못 계산했나? 오류. 이미 존재하

는 코드의 정확한 작동을 이해 못 했는가? 오류.

프로그래밍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실수는 수없이 잦다. 이 책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범하는 많

은 오류는 인지적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를 빼먹었다면,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충분히 숙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배열의 인덱스 위치를 잘못 계산했다면, 코

드에 대한 가정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기존 코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코드를 읽는 

방법에 대한 기술skill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시작하며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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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목적은 우선 두뇌가 코드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전문 프로그래머들

은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제시될 때 두뇌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면 

더 나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코드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 후

에는 코드 처리 기술을 향상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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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주제에 관한 책을 완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깊이 깨달았다. 필자의 인생에는 

알맞은 때에 알맞게 일어난 많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없었더라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이 

책은 쓰이지 못했을 것이다.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만남으로 이 책과 필자의 경력이 존재할 수 있

었다. 아주 중요한 몇 분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다.

먼저 마를리스 알데베럴트Marlies Aldewereld는 필자를 프로그래밍과 언어 학습의 길로 이끌어주었

다. 마릴레인 스밋Marileen Smit은 이 책을 쓰기에 충분한 심리학을 내게 가르쳐주었다. 그렉 윌슨Greg 

Wilson은 프로그래밍 교육의 주제를 다시 주류로 만들었다. 페터르 나버Peter Nabbe와 롭 후거우드Rob 

Hoogerwoord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방법에 대한 세계적인 사례를 정립했다. 슈테판 하넨베르크

Stefan Hanenberg의 조언으로 내 연구의 궤적이 만들어졌다. 카티아 모던트Katja Mordaunt는 최초의 코드 

읽기 클럽을 시작했다. 간화선看話禪에 대한 루엘린 팔코Llewellyn Falco의 생각은 내게 광범위하게 배우

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었다. 리코 하위버르스Rico Huijbers는 어떤 폭풍에도 내겐 등불이다.

물론 이 사람들 외에 매닝 출판사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마땅하다. 마랸 베이스Marjan 

Bace, 마이크 스티븐스Mike Stephens, 트리샤 루바Tricia Louvar, 버트 베이츠Bert Bates, 미하엘라 바티니치

Michaela Batinić, 베키 라인하르트Becky Reinhart, 멀리사 아이스Melissa Ice, 제니퍼 훌Jennifer Houle, 폴 웰스

Paul Wells, 제리 쿠치Jerry Kuch, 레이철 헤드Rachel Head, 세바스티앵 포르트보아Sébastien Portebois, 캔디

스 길홀리Candace Gillhoolley, 크리스 카우프만Chris Kaufmann, 마트코 흐르바틴Matko Hrvatin, 이반 마르티

노비치Ivan Martinović, 브란코 라틴치츠Branko Latincic, 안드레이 호프슈스테르Andrej Hofšuster는 이 책의 

모호한 아이디어를, 읽을 수 있고 합리적인 것으로 만들어주었다.

다음의 모든 리뷰어께도 감사를 드린다. 제안 덕분에 이 책이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었다. Adam 

Kaczmarek, Adriaan Beiertz, Alex Rios, Ariel Gamiño, Ben McNamara, Bill Mitchell, Billy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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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aghan, Bruno Sonnino, Charles Lam, Claudia Maderthaner, Clifford Thurber, Daniela 

Zapata Riesco, Emanuele Origgi, George Onofrei , George Thomas, Gilberto Taccari, Haim 

Raman, Jaume Lopez, Joseph Perenia, Kent Spillner, Kimberly Winston-Jackson, Manuel 

Gonzalez, Marcin Sęk, Mark Harris, Martin Knudsen, Mike Hewitson, Mike Taylor, Orlando 

Méndez Morales, Pedro Seromenho, Peter Morgan, Samantha Berk, Sebastian Felling, Sébastien 

Portebois, Simon Tschöke, Stefano Ongarello, Thomas Overby Hansen, Tim van Deurzen, 

Tuomo Kalliokoski, Unnikrishnan Kumar, Vasile Boris, Viktor Bek, Zachery Beyel, Zhijun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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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래밍 기술과 습관을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지 더 깊

이 이해하고 싶은 모든 수준의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책이다.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등 다양

한 언어로 된 코드 예를 담았지만, 생소한 언어의 소스 코드를 읽는 데 문제가 없다면 특정 프로그

래밍 언어에 대한 깊은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

이 책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개발팀이나 대형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근무한 경험, 그리고 신규 팀

원 적응 지원onboarding을 맡아본 경험이 있으면 좋다. 이런 유형의 상황이 자주 언급될 텐데, 상황

을 자신의 경험과 연관시킬 수 있다면 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과 경험에 연결할 수 있을 때 학습은 향상되며, 그것이 이 책이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인지과학의 주제를 많이 다루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프로그래머를 위한 책이다. 각종 연구 

결과에서 나온 두뇌의 작용을 항상 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

책의 구성

이 책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부로 나뉘어 있다. 각 장은 다른 장의 내용에 기반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각 장에는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적용과 연습이 실려 

있다. 어떤 경우에는 독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코드베이

스를 찾아야 할 것이다.

지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장소는 일상에서 연습을 할 때다. 이 책을 장기간에 걸쳐 읽되, 한 장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프로그래밍에 연습해보고 적용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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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인지 과정과 각각의 인지 과정이 자신의 혼란 

유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	2장에서는 코드를 빠르게 읽고 그 작동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	3장에서는 프로그래밍 문법과 개념을 더 잘, 그리고 더 쉽게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	4장을 통해 복잡한 코드를 읽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5장은 낯선 코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술을 보여준다.

•	6장에서는 프로그래밍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다룬다.

•	7장은 코드와 사고에서 버그를 피하도록 돕는다.

•	8장에서는 명확한 변수 이름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	9장은 코드 스멜과 그 이면에 있는 인지적 원리에 초점을 맞춘다.

•	10장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발전된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	11장에서는 코딩하는 기술을 다루고 프로그래밍의 다양한 작업을 탐구한다.

•	12장에서는 대규모의 코드베이스를 개선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	13장은 새로 합류한 개발자들의 적응 지원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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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에 실린 그림은 <Femme Sauvage du Canada(캐나다의 원주민 여성)>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

다. 이 삽화는 1788년 프랑스에서 출간된 《Costumes Civils actuels de tous les Peuples connus(알려

진 모든 현대인의 민간 복식)》 화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자크 그라세 드 생소뵈르Jacques Grasset de Saint-

Sauveur(1757~1810)가 여러 나라의 드레스 의상을 손으로 정교하게 그리고 채색했다. 생소뵈르의 풍

부한 작품들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세계 각 도시와 지역의 문화가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사람들은 다른 언어와 방언을 사용했다. 거리나 시골에서 

어디에 살고 있으며, 무엇을 사고 파는지, 어떤 계층에 속하는지를 단지 옷차림만으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은 변했고, 풍부했던 지역별 다양성은 희미해졌다. 지금은 마을, 

지역, 나라는 고사하고, 서로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 아마도 우리는 문

화적 다양성 대신에 더 다양해진 개인적 삶, 또는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기술적인 생활을 선택했던 

것 같다.

비슷비슷한 책들이 가득한 요즘, 매닝Manning 출판사는 두 세기 전 여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크 그라세 드 생소뵈르의 그림 중 하나를 표지에 실어 IT 업계의 독창성과 진취성을 기

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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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코드 더 잘 읽기

P A R T



코드 읽기는 프로그래밍 작업에서 핵심적인 일이지만 전업 개발자라도 코드를 읽는 법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 코드 읽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기도 하지만� 연습하지도 않는다� 코드를 읽는 일은 종종 혼란스럽고 

고된 일이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 코드를 읽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인지 설명하고 코드 파악을 잘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C H A P T E R1
On reading code better

P A R T  I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 코딩 중에 혼란이 발생하는 다양한 방식의 차이점 이해

	■ 코딩에서 작동하는 세 가지 인지 과정의 비교

	■ 세 가지 인지 과정들이 어떻게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늘 혼란confusion이 일어난다.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나 개념 혹은 프레임

워크를 배울 때는 새로 접하는 아이디어 때문에 겁먹을 수 있다. 익숙하지 않은 코드나 자기 자신이 

오래전에 작성한 코드를 다시 열어볼 때, 그 코드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왜 그런 방식으로 작성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또는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일을 새로 시작할 때 

새로운 용어나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하는 전문용어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

물론 잠시의 혼란스러움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 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혼란을 인식하고 해석할 것인지를 다루려고 한다. 아마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겠지만 이러한 혼란은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 복잡한 알고리즘

을 단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일어나는 혼란과 어떤 특정 영역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잘 이

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혼란은 서로 다른 종류의 혼란이다.

 C H A P T E R1
코딩 중 겪는 

혼란에 대한 이해

3



이들 여러 가지 종류의 혼란은 서로 다른 유형의 인지 과정과 관련 있다. 이 장에서는 몇 가지 코드 

예제를 통해 이러한 혼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 혼란이 우리의 인지 과정에서 어떻게 일어나

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장을 마치고 나면, 코드가 어떻게 다양한 혼란을 초래하고 각각의 경우에 인지 과정이 어떻게 다

르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 가지 종류의 혼란과 이와 관련한 인지 과정을 이해하고 

나서, 이후의 장들에서는 어떻게 그 인지 과정들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다룬다.

1.1 코드가 초래하는 세 가지 종류의 혼란

생소한 코드를 처음 접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혼란을 느끼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코드가 다 

같은 방식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 혼란에 대해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예제 코드로 설

명해보겠다. 다음 코드는 모두 주어진 숫자 N 혹은 n을 이진수로 바꾸는 일을 한다. 첫 번째 코드는 

APLA Programming Language이고,1 두 번째는 자바, 세 번째는 베이직이다.

이 세 가지 예제 코드를 몇 분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코드를 읽을 때 어떤 종류의 지식을 사용

하고, 그 지식은 서로 어떻게 다른가? 지금 당장은 코드를 읽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표

현하기 어렵겠지만, 서로 다르게 작동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 장을 마치고 나면, 코드를 읽을 때 

두뇌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인지 과정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용어에 익숙해질 것이다.

예제 1.1은 APL로 된 코드이고 숫자 n을 이진수 표현으로 변경하는 코드다. 이 코드를 읽을 때 혼

란은 T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수학자가 아니라면 APL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이 없을 것이다. APL은 특별히 수학적인 계산을 위해 만들어진 언어이고 오늘날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예제 1.1  APL에서의 이진수 표현

2 2 2 2 2 T n

두 번째 예제 코드는 자바 언어로 숫자 n을 이진수 표현으로 변환하는 코드다. toBinaryString()  

메서드가 내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른다면 이 코드를 읽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다.

1 옮긴이  https://ko.wikipedia.org/wiki/APL_(프로그래밍_언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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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2  자바에서의 이진수 표현

public class BinaryCalculator {
    public static void mian(Integer n) {
        System.out.println(Integer.toBinaryString(n));
    }
}

세 번째 코드는 베이직 언어를 사용해서 숫자 N을 이진수 표현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다.2 이 코

드는 실행되는 각각의 단계들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면 혼란스럽다.

예제 1.3  베이직에서의 이진수 표현

1 LET N2 = ABS(INT(N))
2 LET B$ = ""
3 FOR N1 = N2 TO 0 STEP 0
4     LET N2 = INT(N1 / 2)
5     LET B$ = STR$(N1 - N2 * 2) + B$
6     LET N1 = N2
7 NEXT N1
8 PRINT B$

1.1.1 혼란의 첫 번째 유형: 지식의 부족

자 이제 세 가지 서로 다른 언어로 된 예제 코드를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먼저 

APL 코드를 보고 숫자 n을 어떻게 이진수 표현으로 변경하는지 보겠다. 앞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코드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T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제 1.4  APL에서의 이진수 표현

2 2 2 2 2 T n

이 책을 읽는 독자 대부분은 아마 APL을 모를 테니 연산자 T의 의미도 모를 것이다. 즉 코드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T에 대한 지식knowledge이 없기 때문이다.

2  옮긴이  구체적으로는 애플소프트 베이직 코드로 보이며, 첫 번째 라인 위에 0 LET N = 7(7 대신 임의의 숫자를 넣어도 된다)을 추가하면 다음

과 같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alormen.com/js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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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혼란의 두 번째 유형: 정보의 부족

두 번째 예제 코드의 혼란은 조금 다른 이유 때문이다. 자바 언어의 전문가가 아니라 해도 프로그래

밍 언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독자라면 이진수 표현으로 변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toBinaryString() 메서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면 이 코드도 혼란스러

울 수 있다.

예제 1.5  자바에서의 이진수 표현

public class BinaryCalculator {
    public static void mian(Integer n) {
        System.out.println(Integer.toBinaryString(n));
    }
}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메서드 이름으로부터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이 메서드가 구체적

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이해하려면 메서드의 내부를 더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혼란의 

원인은 이 메서드에 대한 정보information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toBinaryString() 메서드가 정확하

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메서드의 내부 코드를 따로 살펴봐야 한다.

1.1.3 혼란의 세 번째 유형: 처리 능력의 부족

세 번째 예제 코드에서는 변수 이름이나 연산자를 통해 코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코드를 따라가다 보면 머릿속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 코드는 각각의 단계가 

실행되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모든 단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림 1.1과 

같이 변수의 값을 기록해두기도 한다.

1  LET N2 = ABS(INT(N))
2  LET B$ = ""
3  FOR N1 = N2 TO 0 STEP 0
4      LET N2 = INT(N1 / 2)
5      LET B$ = STR$(N1 - N2 * 2) + B$
6      LET N1 = N2
7  NEXT N1
8  PRINT B$

7
3

"1"

그림 1.1  베이직에서의 이진수 표현

이러한 혼란은 처리 능력processing power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변수에 임시로 저장되는 값을 모두  

다 기억하거나 각각의 경우 어떤 동작들이 수행되는지를 동시에 알기가 쉽지 않다. 이 프로그램이 무

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려면 변수들이 중간에 어떤 값을 갖는지 종이에 따로 적거나 아니면 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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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코드 옆에 적어놔야 한다. 

코드가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우면 불편하고 꺼림칙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는 원

인을 세 개의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봤다. 첫째, 프로그래밍 언어나 알고리즘 혹은 업무 영역

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둘째,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요즘은 코드가 다양한 라이브러리, 모듈, 패키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이 찾아봐야 하고, 동시에 

찾아보는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기억해야 한다. 셋째, 코드가 너무 복잡해서 혼란

이 생기는 경우인데, 이는 두뇌의 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혼란과 관련된 인지 과정을 다뤄보자.

1.2 코딩에 영향을 주는 인지 과정

앞의 세 가지 예제 프로그램을 분석할 때 두뇌가 수행하는 세 가지 인지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앞서 대략 설명했듯이, 세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혼란은 각각 서로 다른 종류의 인지 과

정과 연관되고, 이 과정은 기억memory과 관련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지식이 없다는 것은 두뇌의 장기 기억 공간long-term memory, LTM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장기 기억 공간은 기억하는 내용을 반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곳이다. 반면에 지식이 아닌 어떤 정보

가 부족할 때는 단기 기억 공간short-term memory, STM에 해당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보를 수집할 때 

단기 기억 장소에 일시적으로 저장하지만, 다른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이미 수집해놓은 정보 중 일

부는 잊어버린다. 마지막으로, 많은 정보를 처리할 때는 작업 기억 공간working memory에 영향을 미치

는데 우리는 사고할 때 이 영역을 사용한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여러 종류의 혼란을 겪을 때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인지 과정이 관련

된다.

•	지식의 부족 = LTM의 문제

•	정보의 부족 = STM의 문제

•	처리 능력의 부족 = 작업 기억 공간의 문제

이들 세 가지 인지 과정은 코드를 분석할 때뿐만 아니라 코드를 작성하거나 시스템을 설계할 때  

혹은 문서를 작성할 때와 같이 모든 종류의 인지 활동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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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LTM과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첫 번째 인지 과정은 LTM이다. 여기에 있는 기억은 아주 오랫동안 보관된다. 

대부분 사람은 몇 년 전에 일어났거나 심지어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조차 기억한다. 우리가 어떤 일

을 할 때든 LTM이 사용된다. 가령 신발 끈을 묶을 때 근육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자동으로 기억한다

거나, 이진 검색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추상적인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기억

하고 나아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동작을 기억하는 일을 모두 LTM이 한다. 3장에서는 LTM이 기억

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과 어떻게 LTM을 강화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LTM은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정보를 저장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술

technique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순간, 자바 언어에서 키워드의 의미나 maxint의 값이 2147483647이

라는 사실, 혹은 영어 단어의 의미 등이다.

LTM은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한다는 점에서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와 비슷하다.

APL 프로그램: LTM

APL 예제 코드를 읽을 때는 LTM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우리가 APL 키워드 T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코드를 읽을 때 그것을 LTM으로부터 인출retrieval3 할 것이다.

APL 예제 코드를 통해 언어의 문법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PL에서 T가 의

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면 그 코드를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T가 어떤 수의 값을 다른 진법의 수로 

변환해주는 이항 부호화dyadic encode 함수라는 것을 알면 코드 분석은 간단해진다. 말로 된 설명을 

읽을 필요도 없고 각 단계별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1.2.2 STM과 프로그래밍

두 번째 인지 과정은 STM과 관련 있다. STM은 들어오는 정보를 잠시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다.  

누군가와 통화 중에 전화번호를 알려줄 때 이 번호는 LTM에 저장되지 않고 STM에 우선 저장된다. 

STM은 크기에 제한이 있는데, 이 크기에 대한 추정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STM이 기억할 수 있는 

항목의 최대치가 12개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는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한다.

코드 분석을 예로 들자면, 코드에서 키워드, 변수명, 자료구조 등이 STM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3 옮긴이  인출은 저장된 정보를 기억해내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 책 3.4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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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프로그램: STM

자바 코드 예제를 읽을 때 일어나는 인지 과정은 주로 STM을 통해서다. 코드의 첫 번째 라인을  

읽을 때 이 함수의 입력 변수 n이 정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시점에

서는 아직 모르지만 n이 정수형 숫자라는 것만은 기억하면서 계속 코드를 읽어나가게 된다. STM은 

n이 정수형 숫자라는 사실을 일정 기간 보관한다. 두 번째 라인에 이르렀을 때는 toBinaryString()

이 반환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했더라도, 하루 혹은  

심지어 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 잊어버릴 수 있다. 이 함수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나면 STM은 그 내

용을 기억에서 지워버린다.

예제 1.6  숫자 n을 이진수 표현으로 변환하는 자바 프로그램

public class BinaryCalculator {
    public static void mian(Integer n) {
        System.out.println(Integer.toBinaryString(n));
    }
}

이 코드에서 오는 혼란은 toBinaryString() 메서드가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알지 못

하기 때문이다.

이 코드를 이해하는 데 STM이 주된 역할을 하지만 LTM 역시 어느 정도 역할이 있다. 사실 LTM

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인지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자바 예제 코드를 읽을 때는 STM뿐만 아니라 

LTM 역시 사용된다.

이 책을 읽는 독자 대부분은 자바 언어에 익숙할 텐데, 이 코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보라고 

하면 자바의 키워드 public class와 public static void main은 굳이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심

지어 예제 코드에서 main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mian으로 바꿔놨지만 미처 알아채지 못한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우리 두뇌는 함수명을 미리 가정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인지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 mian을 읽을 

때 이것은 STM에 저장되지만, 이 함수명을 사용하는 대신 main이라고 하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이미 LTM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사용한다. 이것은 그 두 가지 인지 과정이 서로 독립적으로 일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LTM이 기억을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와 같다면 STM은 값을 일시적

으로 저장하는 캐시나 메인 메모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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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작업 기억 공간과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세 번째 인지 과정이 일어나는 곳은 작업 기억 공간이다. STM과 LTM은 거의 

기억장치라고 할 수 있다. STM의 경우는 읽거나 들으면서 정보를 잠시 저장하는 곳이고, LTM은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하는 곳이다. 실제 사고 작용은 LTM이나 STM이 아닌 작업 기억 공간에서 일

어난다. 생각, 아이디어, 해결책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LTM은 하드 드라이브, STM은  

메인 메모리로 생각한다면, 작업 기억 공간은 두뇌의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다.

베이직 프로그램: 작업 기억 공간

베이직 언어로 된 예제 프로그램을 읽을 때 LET이나 EXIT 같은 키워드의 의미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는 LTM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STM도 사용되는데, B$가 빈 문자열로 시작된다는 것과 같은 정보

가 여기에 저장된다.

하지만 베이직 코드를 읽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 머리가 코드를 실행해보

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해하려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트레이싱tracing(추적)이라고 부르는

데, 머릿속에서 코드를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트레이스를 하거나 인지적으로 복잡

한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두뇌를 작업 기억 공간이라고 하며, 컴퓨터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프로세

서에 비교할 수 있다. 

매우 복잡한 프로그램을 트레이스할 때는 변수의 값을 코드 내에 혹은 별도로 적어놓고 싶은 마음

이 들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작업 기억 공간이 꽉 차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없을 때 나타

날 수 있다. 4장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과부하 상태, 그리고 두뇌에서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를 다룬다.

1.3 인지 과정들의 상호작용

앞 섹션에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인지 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요약하자면 

LTM은 오랜 시간에 걸쳐 얻은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고, STM은 방금 전에 읽거나 들은 정보를 일시

적으로 저장하는 장소다. 작업 기억 공간은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사고 작용을 형성하는 곳이다. 

셋을 별도로 설명했지만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자.

1.3.1 인지 과정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사고할 때는 이 세 가지 인지 과정 모두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 

이번 장 앞에서 나온 자바 코드(예제 1.2)를 읽었을 때 그 세 가지 인지 과정을 다 경험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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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 정수형이라는 정보는 STM에 저장된다. 동시에 정수 그 자체에 대한 정보는 LTM에서 인출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는 일은 작업 기억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는 코드를 분석할 때 일어나는 인지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지만, 사실 이 세 가

지 과정은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다른 종류의 업무에서도 일어난다.

정보
1 2 3 4

필터 STM LTM

작업 기억 공간

그림 1.2  이 책에서 다루는 세 인지 과정

(STM, LTM, 작업 기억 공간)의 개괄. 1번 화살

표는 두뇌로 들어오는 정보를 표시한다. 2번 
화살표는 STM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표시

한다. 3번 화살표는 STM에서 작업 기억 공

간으로 이동하는 정보를 표시한다. 이때 화
살표 4와 함께 LTM의 정보가 같이 들어와 

합쳐지게 된다. 작업 기억 공간은 우리가 사

고를 할 때 정보가 처리되는 장소다.

1.3.2 프로그래밍 업무와 관련한 인지 과정

고객으로부터 버그bug 리포트를 받는 상황을 고려해보자. 버그가 오프바이원 오류off-by-one error4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때 이 버그 리포트는 시각이나 청각 같은 지각을 통해 두뇌로 입력된다. 버그를 

고치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전에 작성한 코드를 다시 읽어야 한다. 코드 분석을 할 때 읽는 내용은 STM

에 저장되며, 동시에 몇 개월 전에 구현한 내용을 LTM에서 가져올 것이다. 가령 당시 액터 모델actor 

model을 사용했다면 그 사실은 LTM으로부터 가져온다. 과거의 경험으로 기억된 내용뿐만 아니라 오

프바이원 오류의 해결법 같은 정보 역시 LTM에 저장되어 있다. 이 모든 정보, 즉 STM에 저장된 새로

운 버그 리포트의 내용, 그리고 LTM에 저장된 유사한 버그의 해결법이나 개인적인 기억 두 가지가 다 

작업 기억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당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연습 1.1  프로그래밍에 연관된 세 가지 인지 과정을 연습해보기 위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코드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프로그램을 

읽고 그 코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APL, 자바, 베이직의 순서로 

작성되어 있고 이들 프로그램은 각각 다른 일을 수행한다. 따라서 먼저 읽은 코드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코드를 이해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옮긴이  경계 조건 판정과 관련된 논리 오류. 흔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루프가 올바른 횟수보다 한 번 더, 또는 한 번 덜 실행되는 경우다. 

프로그래머가 ‘작거나 같다’를 써야 할 곳에 ‘작다’를 쓰거나 많은 언어에서 배열 인덱스가 1이 아니라 0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https://en.wikipedia.org/wiki/Off-by-one_erro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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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읽고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해보라. 그동안에 두뇌에서 어떤 메커니

즘을 사용하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다음 테이블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해서 자가 진단을 

해보자.

코드 1 코드 2 코드 3

LTM에서 관련된 지식을 인출하는가?

LTM에서 인출했다면, 어떤 정보를 가져왔는가?

STM에 정보를 저장하는가?

STM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가?

관련이 없어 보여 무시하고 넘어가는 정보는 없는가?

코드의 특정 부분을 광범위하게 작업 기억 공간을 사용해서 분석하는가?

코드의 어떤 부분이 작업 기억 공간에 과부하를 주는가?

코드의 그 부분들이 작업 기억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해하는가?

연습 코드 1  APL 프로그램

f • {⍵≤1:⍵ ⋄ (∇ ⍵-1)+∇ ⍵-2}

이 코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인지 과정이 일어나는가?

연습 코드 2  자바 프로그램

public class Luhn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System.out.println(luhnTest("49927398716"));
    }
    
    public static boolean luhnTest(String number) {
        int s1 = 0, s2 = 0;
        String reverse = new StringBuffer(number).reverse().toString();
        for (int i = 0; i < reverse.length(); i++) {
            int digit = Character.digit(reverse.charAt(i), 10);
            if (i % 2 == 0) { //홀수 번째 숫자
                s1 += digit;
            } else { //0~4면 2 * digit을, 5~9면 2 * digit - 9를 더한다.
                s2 += 2 * digit;
                if (digit >= 5) {
                    s2 -= 9;
                }
            }
       }
       return (s1 + s2) % 1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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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인지 과정이 일어나는가?

연습 코드 3  베이직 프로그램

100 INPUT PROMPT "String: ":TX$
120 LET RES$=""
130 FOR I=LEN(TX$) TO 1 STEP-1
140 LET RES$=RES$&TX$(I)
150 NEXT
160 PRINT RES$

이 코드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인지 과정이 일어나는가?

요약

•	코드를 읽을 때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지식 부족,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의 부족, 두뇌의 처리 

능력의 부족, 이렇게 세 가지다.

•	코드를 읽거나 작성할 때 세 가지 인지 과정이 일어난다.

•	첫 번째 과정은 LTM에서 정보를 인출하는 것으로, 키워드의 의미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	두 번째 과정은 메서드나 변수의 이름과 같이 코드를 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STM에 일

시적으로 저장한다.

•	마지막 과정은 작업 기억 공간에서 일어난다. 코드를 읽고 처리하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인덱스 값이 하나 작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	코드를 읽는 동안 이 세 가지 인지 과정은 다 같이 일어나며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STM이 n과 같은 변수명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읽었던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LTM으로부

터 찾는다. 모호한 단어를 보면 작업 기억 공간이 활성화되어 문맥 속에서 적합한 의미를 찾으

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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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 경험 많은 개발자조차 코드를 빨리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 두뇌가 정보들을 어떻게 인식 가능한 부분으로 나누는지에 대한 이해

	■ 단어와 코드 같은 정보를 분석할 때 LTM과 STM 사이의 상호작용

	■ 코드 분석 시 영상 기억 공간의 역할

	■ 코드 기억을 통한 코딩 수준의 자가 진단

	■ 읽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는 법

1장에서는 코드를 분석하거나 작성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인지 과정에 대해 살펴봤다. 거듭 요약하

자면 첫 번째 작용은 LTM인데 기억과 사실을 저장하는 하드 드라이브로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는 STM인데 마치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와 같이 두뇌로 들어오는 정보를 짧은 기간 보관한다. 세 번

째는 작업 기억 공간으로, 마치 컴퓨터의 프로세서와 같아서 LTM과 STM의 정보를 이용해서 사고 

작용을 수행한다.

이 장에서는 코드를 읽는 것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프로그래머가 일하는 시간 중 코

드를 읽고 분석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연구에 의하면 프로그래머의 시간 중 거의 60%를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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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1 따라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코드를 빨리  

이해하도록 향상한다면 프로그래밍 기술이 크게 개선되는 셈이다.

코드를 읽을 때 정보가 처음 저장되는 곳이 STM이라는 사실을 1장에서 살펴봤다. 이번 장 도입부

에서는 코드에 있는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왜 어려운 일인지 설명한다. 코드를 빨리 읽을 때 

두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면 코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보기가 더 

쉽다. 그다음 몇 가지 예제 코드를 빨리 읽는 것을 연습해보고, 이를 통해 코드 읽는 법을 향상하

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이 장을 다 읽고 나면 코드 분석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코드

를 더 빨리 읽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코드를 읽는 기술을 계속 향상하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2.1 코드를 신속하게 읽기

해럴드 아벨슨, 제럴드 제이 서스먼, 줄리 서스먼이 쓴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해석》(인사이트, 

2016)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장이 있다. “프로그램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해야만 한다. 기

계가 실행하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다.” 이 말이 사실임에도 현실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은 코드를 읽

는 법보다 작성하는 법을 훨씬 더 많이 연습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찍부터 시작된다.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울 때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많

이 갖는다. 대학이나 직장, 혹은 부트캠프에서도 일단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나면 코드를 작성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는다. 문제를 어떻게 풀고 그것을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코드를 읽는 연습은 거의 전무할 것이다. 이 장을 통해 코드를 읽는 기술을 

향상하길 바란다.

코드를 읽는 목적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발견하기 위해서 혹은 코드가 

실행될 더 큰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코드를 읽을 때 우

리는 그 코드에 존재하는 특정한 정보를 찾는다는 점이다. 찾는 정보의 예로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

할 적당한 부분, 마지막으로 수정한 코드 중 특정 버그가 있을 만한 곳, 특정 메서드가 어떻게 구현

됐는지 등이 있다.

1  Xin Xia et al., “Measuring Program Comprehension: A Large-Scale Field Study with Professionals” (2017), https://ieeexplore.ieee.org/
abstract/document/799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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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찾는 능력을 향상하면 코드를 다시 찾아보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코드를 

읽는 기술의 수준이 높아지면 추가 정보를 찾기 위해 코드 여기저기를 살피는 횟수 역시 줄어들게 

된다.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래머가 되면 코드를 찾는 데 허비할 시간에 버그를 고치거나 새로운 기

능을 추가할 수 있다.

앞 장에서 우리는 두뇌가 활동하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다른 프로그

래밍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STM이 하는 역할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아

래와 같이 삽입 정렬insertion sort 알고리즘을 구현한 자바 코드를 살펴보자. 시계나 스톱워치를 이용

해서 3분 이상은 쓰지 않고 읽어보기 바란다. 3분이 지나면 종이나 손으로 코드를 가려야 한다.

이제 코드를 가린 채, 그 코드를 그대로 재현해보라.

예제 2.1  삽입 정렬을 구현한 자바 프로그램

public class InsertionSort {
    public static void main(String[] args) {
        int[] array = {45, 12, 85, 32, 89, 39, 69, 44, 42, 1, 6, 8};
        int temp;
        for (int i = 1; i < array.length; i++) {
            for (int j = i; j > 0; j--) {
                if (array[j] < array[j - 1]) {
                    temp = array[j];
                    array[j] = array[j - 1];
                    array[j - 1] = temp;
                }
            }
        }
        for (int i = 0; i < array.length; i++) {
            System.out.println(array[i]);
        }
    }
}

2.1.1 두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자바로 삽입 정렬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STM과 LTM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림 2.1

은 이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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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코드를 기억할 때 작동하는 인지 과정에 대한 

설명. 변수명이나 변수의 값 등은 STM에 저장되고 for 
루프를 작성할 때는 LTM에 저장된 지식을 사용한다.

for (i = 1;
i < array.
length;
i++)

STM LTM
자바 코드

원본

재현한
자바 코드

int [ ] array
int temp
배열에 대한 
for 루프

코드를 읽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들은 STM에 저장된다. LTM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여기에 정보를 

추가한다. 첫째, 자바 문법에 대한 지식은 LTM으로부터 가져온다. LTM은 배열에 대해 for 루프  

문법, 즉 for (int i = 0; i < array.length; i++)를 기억한다.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를 프린트

하는 for (int i = 0; i < array.length; i++) { System.out.println(array[i]); } 문법까

지 기억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이 코드가 삽입 정렬을 구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코드를 다시 작성할 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점을 이용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작

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열의 두 원소를 교환하는 코드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삽입 정렬 알고

리즘을 이미 안다면 코드에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두 값을 교환하는 코드를 작성

했을 것이다.

2.1.2 재현한 코드 다시 살펴보기

인지 과정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 위해, 기억에 의존해서 방금 다시 작성한 코드를 한 번 더 살펴

보기 바란다. 코드의 어느 부분이 STM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고 어느 부분이 LTM으로부터 인출한 

것인지 표시해보자. 그림 2.2가 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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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InsertionSort {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 args) {
   int [] array = {45,12,…};
   int temp;
   for (int i = 1; i < array.length; i++) {
    for (int j = i; j > 0; j--) { 
     if (array[j] < array [j - 1]) {
      // swap j with j - 1
      temp = array[j];
      array[j] = array[j - 1];
      array[j - 1] = temp;
     }
    }
   }
   //print array
   for (int i = 0; i < array.length; i++) {
     System.out.println(array[i]);
   }
  }
}

InsertionSort 

{45,12,…}
int temp;

public class 
public static void main 

{int [] array 

for (int i = 1; i < array.length; i++) {
for (int j = i; j > 0; j--) {
if (array[j] < array [j - 1]) {

{

// swap j with j - 1
 temp = array[j];
 array[j] = array[j - 1];
array[j - 1] = temp;

//print array
for (int i = 0; i < array.length; i++) 
System.out.println(array[i]);

; y g

(String [] args)

그림 2.2  숙련된 자바 프로그래머가 예제 2.1 
코드를 기억에 의존해서 다시 작성한 예로,  
어떤 인지 과정이 사용되었는지 표시되어 있

다. 짙은 배경색 코드가 STM을 사용한 부분

이고, 옅은 배경색은 LTM을 사용해 작성한 코

드다. 주석문이 추가되어 원래 코드보다 길다.

물론 코드의 어떤 부분을 LTM으로부터 인출하는지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다. 자바 언어를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LTM에서 인출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의 예와

는 다를 것이다. 이 재현된 코드에는 원래의 코드에 없던 주석문이 추가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자. 소

스 코드 기억력 실험을 수행해보니, 더 잘 기억하기 위해 재현 코드에 주석문을 추가하는 프로그래

머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배열을 프린트한다’라고 처음에 적은 후에 그 부분은 나중에 

코드로 작성하곤 하는 식이었다. 독자들도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다.

물론 주석문은 이미 작성된 코드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하지만 이 예처럼 작성할 코드를 기억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주석문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후에 다룰 것

이다.

자바 코드 기억하기 두 번째 실험

1장에서 코드를 읽을 때 LTM과 STM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설명했다. LTM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삽입 정렬 프로그램 일부를 재현하면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더 깊이 경험했을 것이다.

코드를 읽고 이해할 때 우리가 얼마나 LTM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는지 더 이해하기 위해 또 다른 실

험을 해보자. 앞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3분 동안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코드를 가린 채 절

대 보지 말고 코드를 최대한 재현해보라.

예제 2.2는 기억력 실험을 위해 사용되는 코드다. 3분간 분석한 후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코드

를 재현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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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2.2  자바 코드

public void execute(int x[]) {
    int b = x.length;
    
    for (int v = b / 2 - 1; v >= 0; v--)
        func(x, b, v);

    // 원소를 하나씩 추출한다
    for (int l = b-1; l > 0; l--) {
        // 현재 값을 마지막으로 옮긴다
        int temp = x[0];
        x[0] = x[l];
        x[l] = temp;
        
        func(x, l, 0);
    }
}

2.1.3 두 번째 실험 다시 살펴보기

독자들이 자바 언어에 얼마나 능숙한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번째 코드를 기억해서 재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코드가 무슨 일을 하

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LTM에 저장된 지식을 사용해서 추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이 코드는 의도적으로 for 루프의 변수명을 b나 l처럼 잘 쓰지 않는 ‘이상한’ 이름을 사

용했다. 생소한 변수명을 사용하면 패턴을 찾고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루프 반복 변수로 사용

한 l은 특히 숫자 1과 시각적으로 혼동이 된다.

2.1.4 생소한 코드를 읽는 것은 왜 어려운가?

앞의 코드를 기억해서 다시 작성하기는 쉽지 않았다. 왜 이 코드는 기억하기가 어려웠을까? 가장 결

정적인 이유는 STM의 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코드에 있는 정보를 모두 다 STM에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1장에서 살펴

봤듯이 STM은 읽거나 들은 정보를 짧은 시간만 저장한다. 여기서 짧은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로 짧

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30초를 넘지 않는다. 30초 후에 그 정보는 LTM에 저장되거

나 잊힌다. 전화상에서 누군가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받아 적어야 하는데, 받아 적을 것이 없으면 그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듯 말이다.

STM은 정보를 저장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크기 또한 제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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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비슷하게, 우리 두뇌에서 LTM은 STM보다 기억 용량이 훨씬 더 크다. 하지만 컴퓨터의 메

인 메모리는 몇 기가바이트라도 되지만 두뇌에서 STM의 용량은 불과 몇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저명한 20세기 인지과학자 조지 아미티지 밀러George Armitage Miller가 1956년에 발표한 유명한 논문  

<The Magical Number Seven, Plus or Minus Two: Some Limits on Our Capacity for Processing 

Information(마법의 수 7, 플러스 마이너스 2: 인간의 정보처리 용량 제한)>에서 이를 잘 설명한다.

좀 더 최근의 연구에서는 STM의 용량이 2개에서 6개 사이로 심지어 더 적다고 추정한다. 이 용량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해당하고, 과학자들은 STM의 용량을 향상하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다. 

기억 공간이 채 1바이트도 되지 않는 인간이 그 많은 일을 한다니 기적 아닐까?

이 작은 용량을 극복하기 위해 STM은 LTM과 협업하여, 읽거나 기억한 정보를 이해한다. 이어서 

STM이 제한된 크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LTM과 협업하는지 자세히 다루겠다. 

2.2 기억의 크기 제한을 극복하기

앞에서 STM이 제한된 크기를 갖는다는 점을 살펴봤고 예제 코드를 기억해서 작성하는 연습을 통

해 이를 직접 경험해봤다. 하지만 코드에서 6개는 넘게 문자를 기억했을 텐데, 그렇다면 최대 6개 

정보만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과 모순이지 않은가?

STM이 최대 6개까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읽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인지 작업

에도 해당한다. 인간은 그런 제한된 기억력으로 어떻게 다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예를 들

어 독자가 읽고 있는 지금 이 문장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것일까?

밀러의 이론에 의하면 문자를 6개까지 읽고 나면 그 후부터는 앞에 읽었던 문자를 잊어버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6개 넘는 문자를 기억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소한 코

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실험을 하나 살펴보자. 이 실험에

서는 체스를 사용하여 STM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2.2.1 단위로 묶는 것의 위력

네덜란드 수학자 아드리안 더흐로트Adriaan de Groot는 청크chunk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수학과 

박사 과정에 있었던 더흐로트는 체스를 열렬하게 좋아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저 그런 평

범한 체스 선수인 반면,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체스 선수가 되는 이유가 궁금했다. 더흐로트는 체

스 실력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실험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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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에 묘사한 첫 번째 실험에서, 더흐로트는 체스판에 임의로 말을 배치시키고 나서 두 사람에

게 그것을 몇 초간 보여준 후에 해당 위치에 놓여 있었던 말을 기억하게 시켰다. 이 실험은 사실 우

리가 앞 장에서 본 소스 코드 실험과 비슷하다. 더흐로트는 체스 말의 위치를 기억하는 능력이 어떻

게 다른지 관심이 있었다. 이 능력이 개별 실험 참여자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관심사가 아니었다. 대

신 두 그룹의 사람들, 즉 평범한 체스 플레이어로 이루어진 그룹과 전문 선수인 체스 마스터로 이루

어진 그룹으로 나눠 두 그룹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봤다. 두 그룹 사이를 비교한 결과 전문가 그룹

이 비전문가 그룹에 비해 체스 말의 위치를 훨씬 더 잘 기억해냈다.

전문
체스 플레이어

보통의
체스 플레이어

전문
체스 플레이어

보통의
체스 플레이어

그림 2.3  더흐로트의 첫 번째 실험. 전문가와 평균적인 사람들의 두 그룹으로 나누고 체스 말의 위치를 복기하도록 했다. 
이 실험에서 전문가 그룹이 더 잘 기억했다.

이 실험으로부터 더흐로트는 전문가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STM의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잘 기억해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또한 여기서 전문 선수들이 전문가가 되는 이유는 애초에 

이 STM의 용량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가설도 세웠다. 즉 전문 선수들은 두뇌의 기억 공간에 더 많

은 체스 말들을 저장할 수 있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들이 체스를 더 잘 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흐로트는 자신이 내린 결론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실험을 추가로 수행했다. 

이 실험에서는 첫 번째 실험과 같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체스판에 말을 놓고 잠시 보여준 후

에 복기하도록 했다. 두 번째 실험이 첫 번째 실험과 다른 점은 체스판에 놓인 말의 위치였다. 첫 번

째 실험에서는 체스판의 말의 위치가 실제 체스 게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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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는 말들이 실제 체스 게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위치에 무작위로 놓였다. 단지 조금만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위치를 완전히 무작위로 변경했다. 그러고 나서 두 그룹의 결과를 비교했

는데, 두 그룹 모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더흐로트는 두 실험 결과로부터 두 그룹의 피실험자들이 말의 위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평범한 플레이어 그룹은 두 실험에서 모두 말의 위치를 하나씩 기억해냈다. 예를 

들어 “A7에 룩, B5에 폰, C8에 킹”과 같이 말하면서 말의 원래 위치를 복기했다.

반면 전문가 그룹은 첫 번째 실험에서 다른 전략을 보였다. 이 그룹의 전문 체스 선수들은 LTM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많이 활용했다. 예를 들면 “시실리언 오프닝Sicilian opening2이고, 거기서 나이트 

하나는 2칸 왼쪽” 같은 식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말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은 시실리언 오프닝에서 어

떤 말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LTM에 있어야만 가능하다. 전문가 그룹이 하는 방식으로 말의 

위치를 기억하는 것은 작업 기억 공간에서 4개 정도의 항목만 필요하다(시실리언 오프닝, 나이트, 2, 왼

쪽). STM의 용량은 2개에서 6개 사이로 추정되기 때문에 4개 항목은 STM에 저장되는 게 가능하다.

어떤 전문 플레이어는 말의 초기 위치를 자신의 과거 경험과 연결시키거나 자신이 보거나 읽었던 내

용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3월 어느 비 오는 토요일에 베치와 시합했던 게임인데 캐슬링

만 왼쪽이군” 식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이런 기억은 LTM에 저장된다. 이전의 기억을 살려 말의 위

치를 기억하면 STM은 더 적게 필요하다.

반면 평범한 그룹은 각 말의 위치를 모두 기억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하면 STM이 금방 소진돼버

릴 것이다. 평범한 그룹은 전문가 그룹처럼 정보를 논리적인 방식으로 묶을 수가 없었다. 첫 번째 실

험에서 평범한 그룹이 전문가 그룹보다 잘 기억하지 못한 사실은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STM이 

꽉 차서 새로운 위치를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흐로트는 몇 개의 그룹으로 묶은 정보를 청크chunk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시실리언 오프닝’은 하

나의 청크이므로 STM의 기억 공간 하나만을 차지한다. 두 번째 실험에서 두 그룹이 비슷한 수준으

로 기억한 것 역시 청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작위로 섞인 위치에 대해서는, 전문 선수들도 

LTM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개별 말을 더 큰 그룹으로 묶을 수가 없었다.

 연습 2.1  더흐로트의 실험이 설득력이 있었는가? 청킹을 직접 실험해보면 그 이론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다음 보이는 문장을 5초간 본 후에 기억해보자.

2  옮긴이  체스에서 오프닝(opening)은 처음에 두는 수를 의미하고, 시실리언 디펜스는 백이 1.e4로 시작하는 경우 흑이 c5에 대응하는 오프닝

을 가리킨다. https://ko.wikipedia.org/wiki/시실리언_디펜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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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잘 기억했는가?

 연습 2.2  이번에는 다음 문장을 역시 5초간 본 후에 어떤 문장이었는지 기억해보자.

abk   mrtpi   gbar
이 문장은 앞 예제보다 쉬웠을 텐데 이미 알고 있는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믿기 어렵

겠지만 두 문장은 같은 길이를 갖는다. 단어는 3개, 문자는 12개인데 중복되지 않은 문자는  

9개로 동일하다.

 연습 2.3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이번에도 역시 3개의 단어와 9개의 서로 다른 문자로 이루

어진 문장이다. 5초간 이 문장을 본 후에 어떤 문장이었는지 기억해보자.

cat    loves    cake
이번 문장은 앞의 두 문장보다 훨씬 더 쉽지 않았는가? 이 문장은 매우 쉽게 기억했을 텐데, 

여러 개의 문자를 한 단위로 묶어서 ‘cat’, ‘loves’, ‘cake’로 기억했기 때문이다. 기억할 항목이 

3개면 STM의 최대 용량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쉽게 기억했던 반면, 앞의 두 

예제에서는 기억해야 할 항목이 STM의 한도를 넘어섰다.

코드에서의 청킹

특정한 주제에 대해 두뇌가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면 입력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청크로 

묶는 것이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전문 체스 선수들은 LTM에 체스의 다양한 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스판에 대해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앞의 연습 문제에서 문자

와 단어를 기억하려 했을 때 생소한 문자로 된 문장보다 우리가 이미 아는 단어로 된 문장이 훨씬 

쉬웠음을 기억할 것이다. 단어의 의미를 LTM으로부터 인출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것이다.

LTM에 지식이 많으면 기억을 쉽게 한다는 사실은 프로그래밍에도 해당한다. 이 장 나머지 부분에

서는 프로그래밍과 청킹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코드를 청크로 나누는 방

법을 논의하고 청크로 나누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2.2.2 전문가는 초보자보다 코드를 더 잘 기억한다

더흐로트의 연구는 인지과학에 방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실험은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와 비슷

한 결과를 프로그래밍에서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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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벨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캐서린 매키던Katherine Mckeithen은 1981년에 프로그래머를 대

상으로 더흐로트의 실험을 진행했다.3 매키던과 동료들은 53명의 초급, 중급, 고급 프로그래머에게 

30줄짜리 알골ALGOL 프로그램을 보여줬다. 더흐로트의 첫 번째 실험에서 참여자들에게 실제로 가

능한 체스 말 위치를 보여주고 이를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은 실제 프로그램 코드였

다. 반면 어떤 프로그램은 코드 줄을 무작위로 섞어놨는데, 이는 더흐로트의 두 번째 실험에서 말

을 무작위로 놓았던 것과 유사하다. 실험에 참여한 프로그래머들은 알골 프로그램을 2분 동안 파악

한 후에 기억만으로 최대한 그 코드를 재현해야 했다.

매키던의 실험 결과는 더흐로트와 비슷하다. 섞지 않은 코드에 대해서는 숙련된 프로그래머가 중급

자보다, 중급자는 초보자보다 더 잘 기억했다. 섞어놓은 코드에 대해서는 이 세 그룹의 프로그래머

가 별 차이가 없었는데, 실험 결과는 그림 2.4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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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매키던과 동료들의 실험에서 초급, 중급, 고
급 프로그래머들이 기억한 줄 수. 위 그림은 일반적인 
코드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을 기억했

는지 보여주며, 고급 프로그래머가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은 무작위로 섞은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로, 세 종류의 프로그래머가 별 차이가 없다.

이 실험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숙련된 프로그래머보다 훨씬 적은 줄을 처리

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팀원을 교육할 때나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이 점을 기억해야 한

다. 심지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아는 뛰어난 프로그래머조차, LTM에 아직 저장되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키워드, 구조, 도메인 개념을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3  Katherine B. McKeithen et al., “Knowledge Organization and Skill Differences in Computer Programmers” (1981), https://www.
researchgate.net/publication/2224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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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많다

STM을 자세히 다루기 전에 먼저 정보가 두뇌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정보는 

STM에 도달하기 전에 감각 기억 공간sensory memory이라는 영역을 통과한다.

감각 기억 공간은, 컴퓨터에 비유하면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입력장치와 통신하는 입출력 버퍼I/O 

buffer라고 볼 수 있다. 주변장치로부터 전송된 정보는 입출력 버퍼에 잠시 저장되는데, 감각 기억 공

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시각이나 청각 정보 혹은 촉각에 의한 정보가 여기에 잠시 저장된다. 

감각 기억 공간에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에 대해 각자의 임시 저장 공간이 있다. 이들 감각

이 다 프로그래밍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 장에서는 영상 기억 공간iconic memory이라는 시각 

관련 기억 공간에 대해서만 다룬다.

2.3.1 영상 기억 공간

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면 STM으로 전달되기 전에 감각 기억 공간에 저장된다. 코드를 읽을 

때에는 우리 눈을 통해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정보는 영상 기억 공간에 잠시 저장된다.

영상 기억 공간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새해 전야에 폭죽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폭죽을 빨리 흔들면 공기 중에 글씨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해본 적은 없겠지

만, 불빛으로 만들어진 패턴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상 기억 공간 덕분이다. 영상 기억 공간은 직

전에 본 이미지가 만들어낸 시각적 자극을 잠시 저장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지금 이 문장을 읽은 

후에 눈을 감아보는 것이다. 눈을 감은 후에도 여전히 페이지의 모양을 볼 수 있을 텐데, 이것 역시 

영상 기억 공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영상 기억 공간이 코드를 읽을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

기 전에 먼저 이 영상 기억 공간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밝혀진 내

용을 살펴보자.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조지 스펄링George Sperling

은 영상 기억 연구 분야 선구자로 1960년대에 감각 기억에 대해 

연구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연구의 내용은 이렇다.4 3×3 혹은 

3×4 격자로 된 글자를 실험 참여자에게 보여준다. 이 격자는 그

림 2.5와 같은데, 시력 검사지와 비슷하나 글자가 다 같은 크기

라는 점이 다르다.

4  George Sperling, “The Information Available in Brief Visual Presentation” (1960),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614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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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스펄링의 실험에서 참여자들

에게 보여준 글자 격자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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