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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긴이	머리말 xiii

  옮긴이 머리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좋은 코드를 작성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커리어 내내 고민하고 노력

합니다. 그만큼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방증이겠지요. 어떤 코드가 좋은 코드인지 주변

의 동료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버그 없이 잘 돌아가는 코드’나 ‘이해하기 쉬운 코드’ 정도의 대답

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코드란 무엇일까요? 저 역시 지난 20여 년간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개발과 코딩을 하면서 항

상 고민해왔던 질문입니다.

역자는 자신이 번역한 책의 첫 번째 독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옮긴이 머리말은 어찌 보면 첫 

번째 독자 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그동안 고민해왔던 ‘좋은 코드’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좋은 코드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 개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책의 미덕이 몇 가지 있습니다.

•	 내용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금융, 전자 상거래, 여행,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다양한 분야의 도메인 예제를 통해 좀 더 현실적

으로 피부에 와닿습니다.

•	 예제나 개념 설명을 위해 특정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 새롭게 눈을 뜨게 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	 협업은 다른 팀원과의 협력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나 혹은 과거의 나와의 협력입니다.

•	 주석문은 그 코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코드가 왜 거기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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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테스트는 코드가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좋은 코드에 대한 수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번역 작업이 아닌 영어 원서 혹은 번역서로 이 책을 접했다면, ‘어느 정도 다 아는 내용’이라는 

오만과 ‘코딩에 대해 별반 다를 것 없는 또 하나의 책’이라는 선입견으로 인해 아예 읽어보지 않았거

나, 혹은 읽더라도 곱씹어 보지 않고 대강 한 번 훑어보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읽어야 할 책, 봐야 할 동영상, 습득해야 할 기술은 너무 많은데 개발 기한에 쫓기는 빡빡한 일정 속

에서, 천천히 많이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하기란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며 어떻게 번역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우리말로 옮겨 적

는 번역의 고단함과 수고로움을 통해 이 책이 주는 훌륭한 통찰을 오히려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

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개발자 커뮤니티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책에서 예화로도 설명되어 있듯이 확

장성 높고 테스트가 충분히 된 코드를 작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버그 해결을 위해 단 한 

줄만 수정하지만, 테스트 코드는 수십 줄을 새로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 돌아가

기는 하지만 확장성이 부족하거나 테스트는 충분히 되지 않은 코드가 배포되는 이유는 이것과 관련

이 있습니다. 개발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봅니다. 개발 조직의 리더가 개발과 테스트

를 고려해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고품질의 코드는 결국 개발자의 역량과 리더십의 

지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가능한 성과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개발자뿐만 아니라 고품질 코

드를 고민하는 개발 조직의 리더들에게도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번역서가 더 좋은 코드를 작성하기를 원하는 모든 개발자에게 크고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건회 드림

	옮긴이	머리말x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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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리더	후기 xv

강찬석(LG전자)

어떤 프로그램이나 함수를 구현할 때 고민해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대

로 좋은 코드와 나쁜 코드를 구분하고 좋은 코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김용현(Microsoft MVP)

언어에 자신감이 생긴 개발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패턴, 설계 원칙, 단위 테스트, TDD 등을 넘나들

며 이론을 설명하고 핵심 원칙을 깨우쳐줍니다. 정답 코드, 협업하기 좋은 코드, 유지보수가 쉬운 코

드, 미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코드가 궁금한 이들에게 필요한 기본기를 한 권에 집약했으며, 

이를 통해 고급 개발자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충분합니다.

김진영(야놀자)

책의 난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DI와 Null 안전성 등의 개념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 문법서를 

떼고 개발을 시작하는 분들은 조금 낯설어서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을 막 시작하신 분이 보기에도 괜찮은 책이지만, 개발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만든 코드의 품질에 대

해 고민하는 분들께 더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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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준(한국오픈솔루션)

다루는 주제 하나하나가 모두 주옥같은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재난

적 상황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회사 내부의 프레임워크 및 라

이브러리를 유지보수하는 포지션에 위치한 분들은 모든 챕터를 꼼꼼히 들여다보길 추천해드립니다.

사지원

좋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과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코드를 보

면서 이것이 왜 나쁜 코드인지 설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좋은 코드를 작성하여 동료

들과 미래의 자신에게 환영받는 개발자가 되길 원한다면 꼭 추천합니다.

이석곤(아이알컴퍼니)

개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 우선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자신과 타협하며 코드를 작성했었습니

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코드는 지저분해지고,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어디부터 수정해야 할지 난감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좋은 코드와 나쁜 코드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코드로 작

성할 수 있는지 이론, 실습, 테스트 3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코드를 작

성하고 싶은 개발자에게 추천합니다.

이요셉(지나가던 IT인)

‘어느 것이 좋은 코드인가?’는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깔

끔한 개념 정리와 다양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제시하며 예제 코드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법을 알

려줍니다. 본문의 예제는 자바/C#과 비슷한 의사코드로 작성되어 있지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개

발자라도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급 이상으로 도약하고 싶은 개발자와 기술 관

리자라면 필독하기를 추천합니다.

	베타리더	후기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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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xviii

차 례  머리말  

11살 때부터 코딩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런저런 코드를 작성해 왔으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첫 

직장에 들어올 때까지 상당히 많은 코드를 작성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딩과 소프트웨어 엔

지니어링은 같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됐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코딩이 의미하는 바는 나의 

코드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나의 코드를 수정해도 여전히 작동해야 한다

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사람들이 (때로는 많은 사람이) 나의 코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에 어

떤 문제가 있다면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코드를 매일 작성하다 보면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잘 작동할지, 계속해서 잘 작동할지, 다른 사람들

이 유지보수할 수 있을지와 관련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의 경험이 

쌓여 가다 보면, 그런 결정이 어떻게 지대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된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관점

에서)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수년이 걸리는 일이다. 이런 기술의 습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며, 그때그때 임시변통으로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서 배우거나, 혹은 함께 일하

는 선임자로부터 얻은 단편적인 조언에서 배운다.

이 책은 이제 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효과적이고 신속하

게 습득할 수 있게 돕고자 한다. 신뢰할 수 있고, 유지보수하기 쉬우며, 요구 사항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교훈과 이론적 토대를 이 책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유용하게 읽히기를 희망한다.

톰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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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대하여	xx

차 례  

이 책은 신뢰할 수 있고 유지보수하기 좋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전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자주 

사용하는 핵심 개념과 기술을 소개한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열거하기보다는 각각의 

개념과 기술의 장단점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놓여 있는 핵심 논리를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노련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처럼 사고하고 코드의 작성하는 방법을 근본적

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

이 책은 이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전문적인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코딩 기술을 향

상하고 싶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한 경험이 3년 이내인 개발자

에게 가장 유용할 것이다. 경험이 많은 개발자들은 아마도 이 책에 있는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으리

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초급 개발자들을 이끌어 주는 데 있어 이 책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구성 방법: 로드맵

이 책은 3부로 나눠지고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코드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형성하

는 이론적이고 높은 수준의 개념을 소개한다. 2부는 좀 더 실제적인 내용을 다룬다. 2부의 각 장은 

특정 고려 사항이나 기법을 다루는 일련의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3부는 효과적이고 유지 관리 가능

한 단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한 원칙과 실제적 지침을 다룬다.

이 책에서 개별 절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및 일부 코드)를 먼저 설명하고, 그 문제

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코드를 다른 코드로 대체하는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구조

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각 절은 ‘나쁜’ 코드를 보여주는 것에서 ‘좋은’ 코드를 보여주는 것으로 진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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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데, 나쁜 코드와 좋은 코드는 주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책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종종 고려해야 할 뉘앙스와 절충점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코드

와 나쁜 코드를 구별하는 것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1부 ‘이론’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코드를 작성하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형성하는 일반적이고 이

론적인 몇 가지 고려사항의 기초를 다진다.

•	1장에서는 코드 품질 code quality에 대한 개념, 특히 고품질 코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몇 가지 

실질적인 목표를 소개한다. 그다음 이를 여섯 개의 ‘코드 품질의 핵심 요소’로 확장하여 일상의 코

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전략을 제공한다.

•	2장에서는 추상화 계층을 논의하는데, 추상화 계층의 근본적인 고려 사항으로 코드를 구조화하

고 각각의 구별된 부분으로 나눌 때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다.

•	3장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코드로 작업할 다른 개발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

조한다. 또한, 코드 계약code contract과 이러한 계약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버그

를 예방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	4장에서는 오류에 대해 논의하고 좋은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신호를 보내고 처리하는 방법을 신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한다.

2부 ‘실전’은 (1장에서 설정한) 코드 품질의 처음 다섯 개 핵심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기술과 예를 사용

하여 논의한다.

•	5장에서는 다른 개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 높은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	6장에서는 예상 가능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는데, 이를 통해 다른 개발자가 코드

를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버그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7장에서는 코드 오용을 어렵게 하여 다른 개발자가 실수로 잘못된 코드나 가정에 위배되는 코드

를 작성하기 힘들게 하여 버그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	8장에서는 코드 모듈화를 다루는데, 이는 추상화 계층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변화하는 요구 사항

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드의 핵심 기법이다.

•	9장에서는 코드를 재사용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을 다룬다. 이를 통해 이미 작성된 것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지 않고도 새로운 기능을 쉽고 안전하게 추가할 수 있다.

이	책에	대하여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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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단위 테스트’는 효과적인 단위 테스트 코드 작성을 위한 주요 원칙과 실제적 지침을 소개한다.

•	10장에서는 단위 테스트 코드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원칙과 보다 높은 수준의 고려 사항을 

소개한다.

•	11장은 10장의 원칙을 바탕으로 단위 테스트 코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제안

한다.

이 책을 읽는 이상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로 다 읽는 것인데, 앞의 내용에 기반하여 뒷부

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2부(그리고 11장)의 주제는 상당히 독립적이고 주제마다 몇 페이지에 지

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읽더라도 유용할 것이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확립된 모범 

사례를 다른 개발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 또한 코드 리뷰 

시 특정 개념을 설명하거나 다른 개발자를 멘토링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의도도 있다.

코드에 대해

이 책은 자바, C#, 타입스크립트TypeScript , 자바스크립트(정적 타입 체커를 갖는 에크마스크립트ECMAScript 

2015 이상), C++, 스위프트Swift , 코틀린Kotlin , 다트Dart 2 등과 같이 정적 타입의 객체 지향 프로그

래밍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는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개념은 이와 같은 언어

로 코딩할 때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논리 및 코드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각자의 구문과 패러다임을 가지

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예제 코드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구문과 패러다임은 표준화할 필

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다양한 언어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한 의사코드pseudocode를 사용한

다. 의사코드의 목적은 명백하고 명확하며 다수의 개발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실용주의적인 의도를 기억해주기 바란다. 어느 한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좋거나 나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이 책의 목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명백함과 간결함 사이에 절충이 있는 경우, 의사코드 예는 명백함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예로는 var와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유추 형식(간결함 중심)과 이에 반해 명시

적으로 변수 타입을 지정하는 경우(명백함 중심)가 있는데, 의사코드는 변수 타입을 지정한다. 또 다른 

예는 널null값 처리를 위해 좀 더 간결하지만, 어쩌면 독자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 널 병합이나 널 

조건 연산자(부록 B 참조)를 쓰지 않고 if 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코드베이스(및 책의 맥락 

밖)에서는 간결함에 더 무게 중심을 둘 수 있다. 

이	책에	대하여	x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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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P T E R1
코드 품질

이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 코드 품질이 중요한 이유

	■ 고품질의 코드가 이루고자 하는 네 가지 목표

	■ 고품질 코드 작성을 위한 높은 수준에서의 여섯 가지 전략

	■ 고품질의 코드 작성이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수백, 어쩌면 수천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것이다. 우리는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 셀프 계산대를 경쟁적으로 사용하면서 소프트웨어와 많은 상호작용

을 한다.

또한 깨닫지 못한 채 의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많다. 예컨대 우리는 거래하는 은행을 신뢰한다. 

은행의 백엔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자신의 계좌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다든지, 수백만 달러

의 마이너스 잔액이 있다고 계산된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용하면서 감탄이 절로 나오는 소프트웨어를 접할 때가 종종 있다. 원하는 것을 정확히 수행하고, 

버그가 거의 없으며, 사용하기가 쉽다. 하지만 어떤 때는 사용하기에 정말 끔찍한 소프트웨어도 있다. 

버그로 가득 차 있고, 작동이 너무 자주 멈추고, 직관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 말이다.

치명적인 영향도로 치자면 어떤 소프트웨어는 다른 소프트웨어보다 그 정도가 분명히 덜하다. 스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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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폰 앱이 버그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도 짜증은 좀 나겠지만 세상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은

행의 백엔드 시스템에 버그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망칠 가능성이 있다. 심지어 중요하게 보이지 않

는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문제조차도 한 기업을 문닫게 할 수 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짜증이 나거나 사용하기 어려우면 다른 것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고품질 코드는 일반적으로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쉬우며, 버그가 적은 소프트웨어를 생

산한다. 코드 품질을 높이는 것에 관한 많은 원칙들은 소프트웨어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방식을 보장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요구 사항이 진화하고 새로운 상황이 등장하더라도 그 방식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그림 1.1은 코드 품질이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고품질 코드 저품질 코드

최초 요구 사항완전하게 충족
경계 조건을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충족하지 못함

사소한 추가 작업 필요 대규모의 코드 변경 및 리팩터링 필요요구 사항 변화

오류 발생 시 시스템은 미리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고 
데이터는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

시스템이 복구되거나 
부분적으로 작동

처음 접하는 상황명백히 예상되지 않은 상황도 처리

시스템 공격
시스템은 안전한 상태이고 

손상되지 않음
시스템은 미리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고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

신뢰할 수 없고, 
유지보수가 어려우며, 

버그가 너무 많은 소프트웨어

신뢰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쉬우며, 

버그가 거의 없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미리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 놓이고 
데이터는 손상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1 고품질의 코드는 신뢰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쉬우며,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가 될 가능성을 최대한으

로 높여준다. 저품질의 코드는 그 반대다.

좋은 코드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당연히 아니지만,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다. 세계 최고의 제품과 마케팅 팀을 확보하고, 최고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개발하고, 최고의 

CHAPTER 1 코드	품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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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 배포한다 할지라도 결국 소프트웨어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군가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코

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엔지니어들이 코드를 작성할 때 내리는 일상적인 결정은 그것만 보면 작고 때로는 보잘것없어 보일 수

도 있지만, 좋은 소프트웨어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 모든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버그가 

있거나, 설정이 잘못되거나, 오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코드는 불안정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버그투성이의 소프트웨어가 되기 십상이다.

이 장에서는 고품질 코드가 달성해야 할 네 가지 목표를 살펴본다. 그다음 작성한 코드가 고품질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상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고차원 전략으로 확장한다. 이 책의 뒷부분

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많은 의사코드pseudocode 예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1 코드는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되는가

코드 품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코드가 소프트웨어가 되는지 간략하게 논의해보자. 소프

트웨어 개발 및 배포 프로세스에 이미 익숙한 독자는 1.2절로 건너뛰어도 된다. 코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는 독자들에게는 이 절에서 간략하게 살펴볼 내용이 

유용할 것이다.

소프트웨어는 코드로 만들어진다. 이것은 분명하므로 언급할 필요도 없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의 경험이 없다면 코드로부터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비즈니스 관련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기 어렵다.

코드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가 작성하자마자 실제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코드

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고 기존의 기능이 여전히 잘 작동한다고 확신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과 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이 책을 읽을 때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간략하게라도 이 과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소개하는 것이 유용하겠다.

•	코드베이스 codebase: 소프트웨어를 빌드할 수 있는 코드가 저장된 저장소repository다. 이것은 일

반적으로 깃git , 서브버전subversion , 퍼포스perforce 등과 같은 형상 관리 시스템version control 

system에 의해 관리된다.

•	코드 제출 submitting code: 가끔 ‘코드 커밋committing code ’ 혹은 ‘풀 요청 병합merging a pull 

1.1	코드는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되는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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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이라고도 불린다.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코드베이스를 자신의 로컬 컴퓨터에 복사하고 여

기서 코드를 변경한다. 코드 변경이 끝나면 변경된 사항을 메인 코드베이스에 제출한다. 참고: 변

경 사항을 작성자가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관리자가 코드베이스로 가져오도록 하는 설정도 있다.

•	코드 검토 code review: 많은 회사나 조직에서 코드를 코드베이스에 제출하기 전에 다른 엔지니어

가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원고 교정과 비슷한데 코드 검토 중에 종종 코드 

작성자가 놓친 문제를 발견한다.

•	제출 전 검사pre-submit check: 때로는 ‘병합 전 훅pre-merge hook ’, ‘병합 전 점검pre-merge check ’, 

‘커밋 전 점검pre-commit check ’이라고도 하며, 테스트가 실패하거나 코드가 컴파일되지 않을 경우 

변경 사항이 코드베이스에 병합되지 않도록 차단한다.

•	배포 release: 소프트웨어는 코드베이스의 스냅숏을 기반으로 빌드된다. 다양한 품질 보증 검사 후

에 실제 실행 환경에 배포된다. 코드베이스의 특정 버전을 가져와서 배포하는 프로세스를 일컬어 

‘배포 브랜치 만들기cutting release ’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	프로덕션production: 이 용어는 소프트웨어가 (고객에게 배송되는 것이 아니라) 서버나 시스템에 배포

될 때, 테스트 환경과 같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실제 서비스되는 환경을 가리킨다. 소

프트웨어가 출시되고 비즈니스 관련 작업을 수행하면 프로덕션 환경에서 실행된다고 말한다.

코드로부터 실제 서비스되는 환경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가 되기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

지만, 주요 단계는 대개 다음과 같다.

1. 개발자가 코드베이스의 로컬 복사본을 가지고 작업하면서 코드를 변경한다.

2. 작업이 끝나면 코드 검토를 위해 변경된 코드를 가지고 병합 요청을 한다.

3. 다른 개발자가 코드를 검토하고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4. 작성자와 검토자가 모두 동의하면 코드가 코드베이스에 병합된다.

5. 배포는 코드베이스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얼마나 자주 배포되는지는 조직과 팀마다 다

를 수 있다(몇 분에서 몇 개월까지 다양하다).

6. 테스트에 실패하거나 코드가 컴파일되지 않으면 코드베이스에 병합되는 것을 막거나 코드가 배

포되는 것을 막는다.

그림 1.2는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배포 프로세스의 개요를 보여준다. 이 과정의 세부 사항은 

회사와 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이 과정을 자동화하는 수준 역시 크게 다를 수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포 프로세스는 그 자체로 방대한 주제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 이 주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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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 깔끔한 추상화 계층을 통해 문제를 하위 문제로 세분화하는 방법

	■ 추상화 계층이 코드 품질의 요소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 API 및 구현 세부 사항 

	■ 함수� 클래스 및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코드를 추상화 계층으로 나누는 방법

코드 작성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다. ‘사용자들이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와 같은 상

위 수준의 문제부터, ‘두 숫자를 더하는 코드가 필요하다’와 같은 하위 수준의 문제까지 내려올 수 있

다.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상위 수준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보통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하위 

문제들로 나눈다. ‘사용자가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적시된 문제의 이면에는 

사진 저장, 사진과 사용자의 연결, 사진 보여주기와 같은 하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문제와 하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해결하는 코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모든 기능을 하나의 거대한 함수나 클래스로 구현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개

의 함수나 클래스로 나눠야 하는가? 나눠야 한다면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코드를 구성하는 방법은 코드 품질의 기본적인 측면 중 하나이며, 코드를 잘 구성한다는 것은 간결

한 추상화 계층 layers of abstraction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때가 많다. 이 장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의

 C H A P T E R2
추상화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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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지 설명하고, 문제를 추상화 계층으로 나누고, 나눠진 추상화 계층을 반영하도록 코드를 구성

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가독성, 모듈성, 재사용성, 일반화성 및 테스

트 용이성이 크게 개선되는지를 살펴본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논의하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의사코드 예제가 많이 나온다. 이 예제 코드

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잠시 지면을 할애해 이 책에서 사용하는 의사코드가 어떻게 널null값을 다

루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의사코드 예제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2.1절은 이에 대해 설

명하고 2.2절은 본 장의 주요 주제를 다룬다.

2.1 널값 및 의사코드 규약

코딩 예제를 살펴보기 전에, 이 책의 의사코드 예제에서 어떻게 널값을 다루는지 설명하겠다.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값(또는 참조/포인터)이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개념을 표현하기 위

해 프로그래밍 언어는 널null값을 사용한다. 이 널값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용하면서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양극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	값이 제공되지 않거나 함수가 원하는 결과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값이 

없다’ 또는 ‘부재한다’는 이 개념은 유용하다.

•	값이 널일 수 있거나 혹은 널이면 안 되는 경우가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라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한, 개발자들은 변수에 액세스하기 전에 널값인지 확인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린다. 이 경우 오류

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NullPointerException, NullReferenceException, Cannot read property 

of null과 같은 에러를 본 적이 있을 것이고 실제 자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접했을 것이다.

널값이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널값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적어도 

함수가 널값을 반환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널값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확

실하게 도움이 되지만,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 이 조언대로 하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년 동안 널 안전성null safety 혹은 보이드 안전성void safety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많은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하면 널값이 가능한 변수나 반환값을 그에 맞게 표시해야 하고 

컴파일러는 반드시 널값 여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최근 몇 년간 새로 등장한 중요한 언어들 대부분은 널 안전성을 지원한다. 또한 C#과 같은 언어는 최

신 버전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바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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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인 언어가 널 안전성을 지원한다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 중인 언어가 널 안전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널값을 사용하는 대신 옵셔널Optional 타입을 사

용하는 것이 좋다. 자바Java , 러스트Rust (옵셔널이 아닌 옵션Option으로 부름) 및 C++을 포함한 많은 

언어가 이것을 지원한다(부록 B에서 설명하지만 C++에서는 고려해야 할 미묘한 차이가 있다). 표준 기능으

로 지원하지 않는 언어에서도 타사 유틸리티를 통해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서 사용되는 의사코드는 널 안전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기본적으로 변수, 함수의 매개변수 및 

반환 유형은 모두 널값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데이터 유형 이름의 끝에 ‘?’ 기호가 붙어 있으면 널값

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때는 널값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컴파일러가 강

제한다. 아래 코드는 널 안전성을 사용하는 예를 보여준다.

Element? getFifthElement(List<Element> elements) {  
  if (elements.size() < 5) {  
    return null;  
  }
  return elements[4];
}

아래 코드는 사용 중인 언어가 널 안전성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Optional 타입을 사용하여 이 함수

를 다시 작성한 코드다.

Optional<Element> getFifthElement(List<Element> elements) {  
  if (elements.size() < 5) {
    return Optional.empty();  
  }
  return Optional.of(elements[4]);
}

널 안전성 및 Optional 타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부록 B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2.2 왜 추상화 계층을 만드는가?

코드 작성은 복잡한 문제를 계속해서 더 작은 하위 문제로 세분화하는 작업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자의 어떤 장치에서 실행되면서 서버에 메시지를 보내는 코드를 작성한다고 가정해보자. 아

�Element?�에서 �?�는 이 함수의 반환값이  

널값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널값을 반환한다�

반환값의 타입은  

Optional Element다�

Optional�empty()가  
널값 대신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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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예제 2.1과 같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코드가 얼마나 단순한지 보라. 단 세 줄이고 다

음과 같은 네 가지 간단한 개념만 다루면 된다.

•	서버의 URL

•	연결

•	메시지 문자열 보내기

•	연결 닫기

예제 2.1 서버에 메시지 보내기

HttpConnection connection =
    HttpConnection.connect("http://example.com/server");
connection.send("Hello server");
connection.close();

높은 층위에서는 이것이 꽤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꽤 간단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클라이언트 장치에서 서버로 'Hello 

server'라는 문자열을 보내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일어난다.

•	전송할 수 있는 형식으로 문자열 직렬화

•	HTTP 프로토콜의 모든 복잡한 동작

•	TCP 연결

•	사용자의 장치가 와이파이 혹은 셀룰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데이터를 라디오 신호로 변조

•	데이터 전송 오류 및 수정

이 예는 서버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상위 수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위에서 나열한 것 

등) 해결해야 할 하위 문제가 많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개발자들이 이 모든 하위 문제를 이미 해결했

다.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인식할 필요도 없게 만들었다.

하나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와 하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일련의 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최상위 계층에서는 HTTP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 필요도 없이 서버에 메시

지를 보내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HTTP 프로토콜을 구현하

기 위한 코드를 작성한 엔지니어는 데이터가 무선 신호에 변조되는 방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문

제가 없었을 것이다. HttpConnection 코드를 구현한 개발자는 물리적인 데이터 전송을 추상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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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룬다.
	■ 코드의 모든 동작을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게 테스트하기

	■ 이해하기 쉽고 실패가 잘 설명되는 테스트 코드의 작성

	■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여 테스트가 용이한 코드의 작성

10장에서는 효과적인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리를 살펴봤다. 이 장

은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기술을 다룬다.

10장에서는 좋은 단위 테스트가 가져야 하는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장에서 설명할 많은 

기법의 동기는 이 특징을 직접 따르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	코드의 문제를 정확하게 감지한다: 코드에 문제가 있으면 테스트는 실패해야 한다. 그리고 테스트

는 코드에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실패해야 한다.

•	구현 세부 정보에 구애받지 않는다: 구현 세부 사항을 변경하더라도 테스트 코드에 대한 변경은 

필요 없는 것이 이상적이다.

•	실패는 잘 설명된다: 코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테스트 실패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

야 한다.

•	테스트 코드가 이해하기 쉽다: 테스트가 정확히 무엇이고 테스트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다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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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테스트를 쉽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개발자는 일상적인 작업에서 단위 테스트를 꽤 자주 실행

해야 한다. 단위 테스트가 느리거나 실행이 어려운 경우 개발자의 시간이 많이 낭비된다.

우리가 작성하는 테스트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효

율적이고 유지보수하기 어려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가 너무 쉽다. 다행히도 테스트가 위에서 나열

한 특징을 나타낼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많이 있다. 다음 절에

서는 주요한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본다.

11.1 기능뿐만 아니라 동작을 시험하라

코드를 테스트하는 것은 할 일 목록을 만들어 작업하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 테스트 대상 코드가 수

행하는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테스트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수행할 예정인) 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각

각의 작업에 대해 테스트 케이스를 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할 일 목록과 마찬가지로 성공

적인 결과는 실제로 목록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올바른지에 달려 있다.

개발자들이 가끔 저지르는 실수는 테스트할 목록에 함수 이름만 추가하는 것이다. 클래스에 함수가 

2개 있으면 함수마다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식이다. 10장에서 코드가 보이는 중요한 행

동을 모두 테스트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다. 각 함수를 테스트하는 데만 집중할 때의 문제점은 한 

함수가 종종 여러 개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고 한 동작이 여러 함수에 걸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함수별로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만 작성하면 중요한 동작을 놓칠 수 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함수 이름을 테스트 목록에 넣기보다는 함수가 수행하는 모든 동작으로 목록을 채우는 것이 좋다.

11.1.1 함수당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만 있으면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

제 11.1 코드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와 대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를 빌릴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클래스를 보여준다. 이 코드에는 다음과 같이 꽤 많은 사항이 있다.

•	assess() 함수는 프라이빗 헬퍼 함수를 호출하여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

부를 판단한다. 고객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격이 부여된다.

	– 신용등급이 좋다.

	–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다.

	– 은행에 의해 금지된 고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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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자격이 있을 경우 다른 프라이빗 헬퍼 함수를 호출해 해당 고객에 대한 최대 대출 금액을 

결정한다. 이 값은 연간 소득에서 연간 지출액을 뺀 값에 10을 곱한 값으로 계산된다.

예제 11.1 주택담보대출 평가 코드

class MortgageAssessor {
  private const Double MORTGAGE_MULTIPLIER = 10.0;

  MortgageDecision assess(Customer customer) {
    if (!isEligibleForMortgage(customer)) {  
      return MortgageDecision.rejected();
    }
    return MortgageDecision.approve(getMaxLoanAmount(customer));
  }

  private static Boolean isEligibleForMortgage(Customer customer) { 
    return customer.hasGoodCreditRating() &&
        !customer.hasExistingMortgage() &&
        !customer.isBanned();
  }

  private static MonetaryAmount getMaxLoanAmount(Customer customer) { 
    return customer.getIncome()
        .minus(customer.getOutgoings())
        .multiplyBy(MORTGAGE_MULTIPLIER);
  }
}

이 코드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확인해보니 assess()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가 한 

개 있다고 가정해보자. 예제 11.2는 이 테스트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이 테스트 코드는 다음과 같이 

assess() 함수가 수행하는 몇 가지 작업을 테스트한다.

•	신용등급이 좋고, 기존 대출이 없으며, 대출이 금지되지 않은 고객에게 대출이 승인된다.

•	최대 대출 금액은 고객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에 10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 테스트 케이스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다른 많은 사항을 테스트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고 있다. 이것은 충분한 테스트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심지어 금지된 고객들에게조

차 담보 대출을 승인하도록 MortgageAccessor.assess() 함수를 수정하더라도 테스트는 여전히 통

과할 것이다.

고객이 자격이 없다면 

대출 신청은 거절된다�

고객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프라이빗 헬퍼 함수

대출의 최대 액수를 결정하는 

프라이빗 헬퍼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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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1.2 주택 담보 대출 평가 테스트

testAssess() {
  Customer customer = new Customer(
      income: new MonetaryAmount(50000, Currency.USD),
      outgoings: new MonetaryAmount(20000, Currency.USD),
      hasGoodCreditRating: true,
      hasExistingMortgage: false,
      isBanned: false);
  MortgageAssessor mortgageAssessor = new MortgageAssessor();

  MortgageDecision decision = mortgageAssessor.assess(customer);

  assertThat(decision.isApproved()).isTrue();
  assertThat(decision.getMaxLoanAmount()).isEqualTo(
      new MonetaryAmount(300000, Currency.USD));
}

여기서 문제는 테스트를 작성하는 개발자가 행동이 아닌 기능 테스트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assess() 함수는 MortgageAssessor 클래스의 퍼블릭 API에 있는 유일한 함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만 작성했다. 안타깝게도 이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는 MortgageAssessor.assess() 함

수가 올바른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에 충분치 않다.

11.1.2 해결책: 각 동작을 테스트하는 데 집중하라

앞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함수와 동작 사이에 일대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함수 자체를 

테스트하는 데만 집중하면, 정작 실제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동작을 검증하지 않는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기가 매우 쉽다. MortgageAssessor 클래스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	다음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신청이 기각된다.

	– 신용 등급이 좋지 않다.

	– 이미 대출이 있다.

	– 대출이 금지된 고객이다.

•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최대 대출금액은 고객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에 10을 

곱한 금액이다.

이러한 각 동작은 테스트되어야 하며, 따라서 작성해야 할 테스트 케이스는 훨씬 많다. 코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값과 경계 조건을 테스트하는 것도 타당하므로 다음과 같은 테스트 

케이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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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에서 수행되는 계산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값을 사

용하는 경우

•	소득이나 지출이 전혀 없는 경우 혹은 소득이나 지출이 아주 많은 경우와 같은 일부 극단적 값을 

사용하는 경우

MortgageAssessor 클래스를 완전히 테스트하려면 10개 이상의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야 할 가능

성이 크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적이고 예상 가능한 일이다. 실제 코드가 100줄인데 테스트 코드는 

300줄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 테스트 코드의 양이 실제 코드의 양보다 많지 않다면, 모든 동작이 제

대로 테스트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경고 표시일 수 있다.

테스트를 위해 코드가 보일 행동을 생각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은 코드의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테스트할 행동을 고민하다 보면 고객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현재 코드에서 MortgageAssessor.assess() 함수는 이 

신청을 승인하고 최대 대출 금액은 마이너스 값이 된다. 이것은 이상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논리를 다시 의논하고 이 경우를 좀 더 세련되게 다루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든 동작이 테스트되었는지 거듭 확인하라

코드가 제대로 테스트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수정된 코드에 버그나 오류

가 있음에도 여전히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코드

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던져보면 좋을 것이다. 이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모든 행동이 

테스트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삭제해도 여전히 컴파일되거나 테스트가 통과하는 코드 라인이 있는가?

•	if 문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의 문장)의 참 거짓 논리를 반대로 해도 테스트가 통과하는가? (예: 'if 

(something) {'을 'if (!something) {'으로 변경)

•	논리 연산자나 산술 연산자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도 테스트가 통과하는가? (예: &&을 ||로 변경하거

나 +를 -로 변경)

•	상숫값이나 하드 코딩된 값을 변경해도 테스트가 통과하는가?

요점은 테스트 대상 코드의 각 줄, if 문, 논리 표현식, 값 등은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불필요한 코드라면 그것은 제거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떻게든 그

것에 의존하는 어떤 중요한 행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드가 나타내는 중요한 동작이 있는 경우 

그 동작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야 하므로, 기능을 변경한 경우 적어도 하나의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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