スーパープログラマーに学ぶ最強シンプル思考術 吉田 塁
SUPER PROGRAMMER NI MANABU SAIKYOU SIMPLE SHIKOUJYUTSU by RUI YOSHIDA
Copyright ⓒ 2016 by RUI YOSHIDA
Original Japanese edition published by Discover 21, Inc., Tokyo, Japan
Korean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Discover 21, Inc. through Danny Hong Agency
Korean translation copyrights ⓒ 2017 by J-PUB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대니홍 에이전시를 통한 저작권사와의 독점 계약으로 제이펍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초판 1쇄 발행 2017년 4월 20일
지은이 요시다 루이
옮긴이 황석형
펴낸이 장성두
펴낸곳 제이펍
출판신고 2009년 11월 10일 제406 - 2009 - 000087호
주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59 3층 3-B호
전화 070 - 8201 - 9010 / 팩스 02 - 6280 - 0405

홈페이지 www.jpub.kr / 원고투고 jeipub@gmail.com

독자문의 readers.jpub@gmail.com / 교재문의 jeipubmarketer@gmail.com
편집부 이민숙, 황혜나, 이 슬, 이주원 / 소통·기획팀 민지환, 현지환
교정·교열 백주옥 / 본문디자인 북아이 / 표지디자인 미디어픽스
용지 신승지류유통 / 인쇄 한승인쇄 / 제본 광우제책사

ISBN 979-11-85890-84-5 (93000)
값 12,000원

※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제이펍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제이펍은 독자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원고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으로 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원고가 있으신
분께서는 책의 간단한 개요와 차례, 구성과 저(역)자 약력 등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jeipub@gmail.com

※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운용 결과에 대해 저자, 역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제공자, 제이펍
출판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각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버전은 독자의 학습 시점이나 환경에 따라 책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문 중 일본 내의 실정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나 그림은 일부를 삭제하거나 국내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

책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나 출판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sukhyung.hwang@gmail.com
- 출판사: readers.jpub@gmail.com

차례

옮긴이 머리말 .... x
베타리더 후기 .... xiii
시작하며 .... xvii

제

1장 모델이란 무엇인가?
프로그래머는 단순하게 생각한다
모델이란?

5

모델이란 형식이다

6

서론·본론·결론

6

기승전결

7

인체 모형

8

노선도

9

비즈니스 모델

모델 기반 사고법에서 사용하는 모델

제

4

11

13

2장 모델 작성법
사물을 단순화한다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16
17

차례

v

그림 솜씨가 없더라도 괜찮다

모델의 기본구조란?

19

무엇이든 따져보면 사각형과 연결선

20

목적과 관점을 바꾸어서 책을 모델링한다

요소를 추출하여 작성한다

21
22

24

중요한 것을 요소로 만든다

24

요소는 명사로 작성한다

25

‘매출액과 다섯 가지 이익’으로부터 요소를 찾아낸다

26

관계를 명확히 한다

28

요소와 요소 사이의 관계를 하나씩 파악해간다

28

요소와 요소 사이의 관계를 계속 생각해본다

29

배치를 조정한다

30

같은 그룹 내의 요소들을 가지런하게 배치한다

30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듯이 배치한다

31

COLUMN   UML과 모델 기반 사고법

34

COLUMN   사각형과 연결선만으로는 무미건조하다!?

35

3장 모델을 사용하면 얻게 되는 장점
모델에는 장점이 많다

차례

38

정보의 출력 행위가 촉진된다

39

대상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39

도식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vi

19

모델은 ‘요소와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

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점을 정한다

제

17

40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모델은 요소와 요소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42

모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현상도 표현할 수 있다

43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

41

46

빠짐 없이, 그리고 중복됨 없이 생각할 수 있다

46

논리적 비약을 발견해낼 수 있다

47

발상을 넓힐 수 있다

48

유추하여 연상한다

48

구조를 무너뜨려서 발상을 촉진한다

51

4장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빈약한 모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네 가지 공통점

56

좋은 모델의 특징

58

목적과 관점을 결정할 때의 주의사항

60

자신의 입장을 확인한다

60

무엇을 위해서 모델링하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해본다

61

목적과 관점은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결정해간다

61

필요한 요소들을 부족함 없이 망라하기 위한 기법

62

요소들을 한 개씩 삭제해본다

62

부족한 요소는 발산적 사고과정을 통해서 찾아낸다

63

모델의 추상화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

64

추상화와 구체화를 이해한다

64

지나치게 일반적/구체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6

차례

vii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추상화 수준인지 확인한다
COLUMN   구체화와 추상화에 대한 연습

관계를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요령

제

67

72

체크포인트 1: 관계에 빠진 점은 없는가?

72

체크포인트 2: 문장으로 성립되는가?

72

5장 주변 사물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보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76

본질은 추상화했을 때 나타난다

77

목적을 정해서 다시 도전한다

77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78

구체 모델과 추상 모델

79

추상 모델에 별도의 구체적인 예를 할당해본다

79

80

글자 그대로 만들어본 모델

80

모델에 의미를 내장시킨다

81

추상화해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

81

추상 모델을 다른 상황과 문맥에서 구체화한다

82

콩코드 오류

차례

76

요소들을 작성해서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떡보다 마음

viii

66

84

콩코드 오류를 추상화한다

85

주변의 사례를 이용하여 콩코드 오류를 구체화한다

86

제

6장 모델 사용법을 완전히 정복하는 방법
모델 기반 사고법의 세계

90

목적 ·관점과 모델 사이의 관계

90

구체 모델과 추상 모델 사이의 관계

92

추상화와 구체화

93

모델과 추상화 수준

96

COLUMN   모델과 도식화 사이의 관계

98

COLUMN   체험한 것을 모델링하면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꿀 수 있다! 100

제

7장 모델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
다른 업계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방법

104

채소를 어떻게 배열할까?

104

채소 가게를 모델링한다

105

다른 업계의 사례를 살펴본다

106

다른 업계의 사례를 추상화한다

107

다른 업계의 모델을 구체화한다

107

비즈니스 모델을 추출하여 응용하는 방법

110

합석 가능한 술집을 분석한다

110

모델의 요소와 관계를 상세하게 점검한다

111

‘합석’을 모델링한다

112

다른 사례에 응용한다

113

합석 가능한 술집의 사례로부터
    인터넷 게임 비즈니스를 발상한다

114

  
   

맺음말 ....116
찾아보기 ....122

차례

ix

옮긴이
머리말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라는 관용적인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천 개의 단어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 한 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상생활에서 또는
업무 수행 중에 상대방이(또는 상대방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
었는데, ‘그림 한 장’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환상적인 경험을 몇 번쯤
은 체험해보았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모델링은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장기간/대규모의 매우 복잡한 작업의 연속입니다.
최근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분석 및 설계하는
단계에서 UML(Unified Modeling Language)을 사용하여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구사항의 타당성을 판단하거나 시스템
을 도입함에 따라 업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가시화할 때 모델링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UML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모델링에서 의사표현/소통/기록을 위한 표
기법(notation)과 의미(semantics)가 정의되어 있는, 일종의 언어입니다. 소프
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는 해결하려는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분석)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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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축(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문제를 도면으로 모
델링하는 과정에서 UML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 과
정에서 UML은 다음과 같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UML 도면에 자기 생각을 정리합
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UML 도면으로 의사
소통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사용자 및 고객들과 함께 UML 도면을 이용하여 사
양을 검토합니다.

현재 UML은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 사실상의 표준입니다. 따라서,

UML을 배우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으
며, 현재 대학 교육현장에서도 소프트웨어공학이나 소프트웨어 분석설계
등의 수업에서 UML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UML을 이
해하지 못하거나 작성하지 못하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적응하기 무척
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중시되는 능력은 단순히 UML 작성법이 아
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추상화해서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즉 모델링 능력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표현하
는 능력(즉, 지식 ⇒ 사고 ⇒ 인식 ⇒ 이해 ⇒ 표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모델링
능력)을 토대로 그 위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혀야 하며,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원점이 됩니다. 따라서, 모델링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의 근간이 되는 매
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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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작성하듯이, 소프트웨어 개발자(프로그
래머)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모델’을 만듭니다. 소프

트웨어 개발자가 사용하는 모델링의 핵심을 추출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델 기반 사고법’입니
다. ‘모델 기반 사고법’은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문제 해결 및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에 활용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
도 강력한 생각 도구입니다. 슈퍼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꿈꾸는 여러분들
에게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번역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제이펍 관계자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어느 날
옮긴이 황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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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고승광(플랜티넷)

프로그래밍을 할 때 설계 단계에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보통은 UML 등을 사용하고 나름 규약을 맞춰서 하
게 되는데, 이 책의 모델링은 사각형과 연결선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어디서든지 가볍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주 깊이 있게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 작업을 수없이 많이 실행하고 전체를 살
필 수 있는 내공을 충분히 쌓아야 할 듯합니다. 나름 쉬운 책이라 재미
있게 봤습니다.
배혜수(에스코어)

모델링은 귀찮고 어려운 작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집필된 이 책을 읽고 나니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타리더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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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준

프로그래밍은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를 컴퓨터로 옮기는 일련의 과정입
니다. 컴퓨터는 실 세계와는 다르므로 여기서 반드시 추상화 과정이 필
요합니다. 이 책은 분량이 긴 책이 아니라 다양한 추상화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평소에 사물을 볼 때 한 번 더 생각하여 추상화
과정을 연습하도록 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
한 바로는 이 책 전체적으로는 추상화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
며, 그 예제로 몇 가지 사례들을 알려줍니다. 그 사례들을 통해서 추상
화의 수준 맞추기, 일반화시켜서 다른 사례에 적용해보는 것을 보여주
고 있습니다. 분량이 조금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살짝 드네요. 몇
가지 사례에서 추상화와 다른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저런
사고법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점은 좋았습니다.
이아름

초급 개발자가 UML을 접하기 전에 읽어봐도 좋고, 개발자가 아니더라
도 가볍게 읽기 좋은 책입니다. 부담 없이 읽은 후 프로그래밍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내기에 안성맞춤인 책입니다.
이요셉

잘 교정되어 읽기 좋은 책입니다. 일부 초보자에게는 조금 낯선 단어들
이 등장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가볍게 읽기 좋은, 재미있는 발상
의 개론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수(동국대학교)

학교나 그 어디서든지 간에 모호하게 정리하며 학습해오던 방식에서 변
화를 준 책입니다. 실제로 모델을 만들어보고 추상화나 구체화를 반복
하며, 관찰에 임하는 시야가 매우 넓어짐을 느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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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로 베타리딩을 하게 됐는데, 제가 더 얻어가는 게 많았네요. 매우
즐거웠고, 책 내용 중에서 응용하는 파트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조수환(서울시립대학교 컴퓨터과학부)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도식화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만들려는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느껴지거나 무엇
을 만들어야 할지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준성(서울아산병원)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델 작성법에 관한 내용이
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기획이
나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 하다못해 개인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책
에서 소개하는 모델을 작성하고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
다. 모델의 개념과 활용법에 관한 개론서로 가볍게 읽기 좋은 책입니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기술되었다면 교양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민수(패스트캠퍼스)
수많은 현상들을 ‘모델 기반 사고법ʼ을 통해 인지하면 프로그래밍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각종 현상을 뚜렷하게 보고 그에 걸맞은 대처나 새
로운 아이디어를 주저 없이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 서
적이어서 그런지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생각보다 좀 길게 풀
이되어 있어서 분량이 좀 더 단축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또한, 일본 서적 특유의 느낌이 있었지만, 그 느낌이 그리 나
쁘진 않았고 오히려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델 기반 사고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시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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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들을 더 나열하여 빈칸을 채워가는 식으로 학습을 시켜주면 좀 더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민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익히기 위해 이 책을 골랐습니다. 다 읽고 나니
프로그래밍만이 아니라 이 세상 거의 모든 문제에 모델 기반 사고법을
적용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용이 아주 명쾌
하고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xvi

베타리더 후기

시작하며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 사물을 깊게 이해하고 싶다.
●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상대방이 알기 쉽게 전달하고 싶다.
● 새롭고 혁신적인 발상을 하고 싶다.

어쩌면 이런 생각들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한
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사실 해결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단순하게 생각하기’다.
단순하게 생각하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현재 소프트
웨어 개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프로그래머들의 사고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프로그래머들의 사고방식을 응용하면 위에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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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에 대한 이해·전달·발상
응용한다

프로그래머의 사고방식 활용

프로그래머는 사물을 단순하게 생각한다
여러분은 ‘프로그래머’라고 하면, 오로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키보드를
사용하여 코드(명령어)를 입력하고 있는 이미지를 떠올릴지 모른다. 그러
나 실제로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머도 프로
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설계도를 작성한다. 집이 문, 기둥, 창문 등과 같이
여러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프로그램도 다양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번잡하고 귀찮은 것을 싫어한다. 계획성 없이 프로
그램을 만들다 보면 최종 단계에서 무엇인가 서로 맞지 않게 되어 결국 쓸
데없는 작업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능숙한 프로그래머들은 여러 부품
을 어떻게 만들고 배치할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며 작업한다. 이때 사용하
는 것이 바로 모델(model)이다.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모델은 ‘다양한 규칙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공통 언어’다. 이 모델은 다소 복
잡하고 다루기가 쉽지는 않지만,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들의 사고방식을
파악하여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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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을 토대로,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모델의 핵심을 추출하여 일
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최강 단순 사고법이 바로 모델 기반 사고
법이다.

이 책에서는 모델 기반 사고법의 기본이 되는 모델에 관한 기초 지식, 모
델 작성법, 모델 활용법 등을 소개한다. 나아가 여러분이 자신의 업무와
일상생활에 모델 기반 사고법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최
종 목표다.

모델이란 무엇인가?
모델이란 ‘사물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패션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중요한 내용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다. 사물의 구성을 단순하게 표현한 ‘기승전결(起承轉結)’도 모
델이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델
에 해당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워진다.
따라서 앞으로 다뤄볼 모델 기반 사고법에서는 지극히 단순하게 사물을 표현
하는 방법으로, 사각형(요소)과 연결선(관계)을 사용하여 모델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여러 개의 타이어를 갖는다’와 ‘생물은 동물과 식물
로 구성된다’라는 사실을 모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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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물

구성된다

갖는다

타이어

동물

식물

모델을 사용하여 복잡한 사물을 이해한다
이처럼 모델 기반 사고법에서는 단순한 표기법을 사용하지만, 복잡한 사
물을 표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방사능에 관한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자. 일단, 아래의 모델을 살펴보기 바란다.

방사성 물질
나온다

갖는다

방사선

방사능

단위

Bq(Becquerel, 베크렐)

비례한다

피폭 시간

방사선 강도
단위

비례한다

Sv(Sievert, 시버트)

비례한다

생체에 대한 영향

방사능은 생체에 악영향을 주는 방사선을 분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방사
능은 능력이지 어떤 물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방사선을 분출
하는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부른다. 즉,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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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분출하는 능력(방사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
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이 염려하는 것이 생체에 대한 영향
인데, 생체에 대한 영향은 방사선의 강도와 피폭 시간(방사선을 계속 쬐는
시간)에 의해 좌우된다. 방사선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리고 피폭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체에 대한 영향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베크렐과 시버트라는 용어에 대해
서 살펴보자. 베크렐(Becquerel)은 방사능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시
버트(Sievert)는 생체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단위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표현한 앞의 모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
자. 복잡한 사물들을 어느 정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델을 사용하면 복잡한 사물이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단순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모델을 사용하여 발상한다
사물을 정리하여 이해하거나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모델
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발상(發想)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다.
예를 들어, 프린터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자. 사실 프린터 회사
는 고객에게 프린터 본체를 사게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프린
터의 잉크를 사게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즉, 프린터 회사는 프린터 구
매보다는 잉크 구매에서 발생하는 유지비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웹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의 사원이라고 가정
해보자. 그리고 프린터의 비즈니스 모델, 즉 초기 비용에서 수익을 올리기
보다는 유지비에서 수익을 올린다는 지혜를 알고 있다면, 회사 비즈니스
에 응용할 수도 있다. 즉, 초기 비용을 시스템 구매로, 유지비를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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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에 대응시켜서 회사에서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부분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추상화

프린터 구매

초기 비용

구체화

유지비

잉크 구매

시스템 구매

유지보수

이처럼 프린터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모델링하여, 다시 이것을 추
상화하고 자신의 문맥(상황)에 맞추어 구체화하면 새로운 발상을 얻을 수
있다. 즉, 모델을 사용하면 발상을 (머릿속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고안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구성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사물을 모델링하고 추상화 및 구체화함으로써,
즉 모델 기반 사고법을 활용함으로써 사물을 이해할 수 있고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발상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사고 과정의 열쇠가 되는 최강 단순 사고법인 ‘모델 기반
사고법’을 소개한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모델이란 무엇인가?’에서는 모델 기반 사고법의 기초가 되는 모델의
일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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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모델 작성법’에서는 모델의 기초적인 작성법을 배우고 모델 기반 사
고법을 익힌다.
제3장 ‘모델을 사용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서는 모델 작성법을 이해한 후
에 모델 작성 및 사용에 관한 장점을 소개한다.
제4장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에서는 제3장까지의 지식을 토대
로 더욱 높은 수준의 모델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한다.
제5장 ‘주변 사물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보자’에서는 속담이나 우화를 토
대로 실제로 모델을 만들어봄으로써 모델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해본다.
제6장 ‘모델 사용법을 완전히 정복하는 방법’에서는 모델 제작 경험을 토
대로 모델 기반 사고법에 대해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제7장 ‘모델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에서는 모델 기반 사고법을 비즈
니스 현장에 응용해본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모델의 기본에 대해서 배우고 실제로 작성해
보는 시간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그 모델을 활용해보는 것이 이 책의 목
표다.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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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란 무엇인가?
▶ 프로그래머는 단순하게 생각한다
▶ 모델이란 형식이다
▶ 모델 기반 사고법에서 사용하는 모델

프로그래머는
단순하게 생각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Bill Gates), 구글의 래리 페이지(Larry Page)와 세
르게이 브린(Sergey Brin),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등 21세
기를 대표하는 기업의 최고위층 인사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머 출신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들 기업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훌륭한 선견지명
과 경영능력으로 뛰어난 서비스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것뿐일까?
사실 프로그래머는 대부분 번잡스럽고 귀찮은 것을 싫어하여 항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단 경로를 모색한다. 그리고 실제로 매우 잘 찾아낸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1시간이 걸릴 작업이 있다면, 30분간 생각에 잠겼다가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우회경로를 찾아낸다. 아무튼 프로그래머에게서
이런 일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프로그래머들의 머릿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어떻게 효율
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일까? 프로그래머의 두뇌 사용법으로서 알고리
즘과 데이터 구조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지식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 근
본에는 ‘쓸모없는 것을 생략하고, 사물을 단순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사물을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
문에 대한 답은, 모델을 사용해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프로그
래머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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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란?
‘모델’이라고 하면,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플라스틱 모델이나 비즈
니스 모델, 패션 모델 등이 떠오르지 않나? ‘모델(model)’은 ‘모형’으로 번역
된다. 예를 들면, 지구의(地球儀), 인체 모형 등도 모델이다.
모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여 실물을 모방한 것을 지칭할 때
도 있고, 비즈니스 또는 패션의 본보기를 지칭할 때도 있다. 그러나 다양
한 의미가 있는 ‘모델’이라는 용어를 ‘복잡한 사물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으로
규정하면 그 의미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사물의 특징을 찾아내서 모방한 모형, 그리고 비즈니스 또는 패션의 중요
한 부분을 추출하여 표현한 비즈니스 모델과 패션 모델 등은 복잡한 현실
세계의 본질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도 훼손하지 않고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다. 모델의 이와 같은 특징 덕분에 우리는 복잡한 현실 세계를 수월하
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래머들도 모델을 사용한다. 언제 사용할까? 건축가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처럼, 프로그래머도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설계
도를 작성한다. 집이 문, 기둥, 창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프로그램도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래머는 어떤 부품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품들을 연결할
것인지를 생각하여 복잡한 처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불필요한 부분
없이 단순하게 설계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모델이다. 프로그래머가 실
제로 사용하는 모델 중에는 복잡하고 난해한 것도 있다. 이 책에서는 핵
심 내용만을 추출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최강 단순 사고법
인 ‘모델 기반 사고법’을 소개한다. 먼저, 모델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해 깊
게 이해한 후에, 모델 기반 사고법에서 사용하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
록 하자.
프로그래머는 단순하게 생각한다

5

모델이란 형식이다

사물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모델이라고 앞서 소개하였으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물을 단순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사물로부터 본질은 남겨둔 채 쓸모없는 부분을 제거해나가야
한다. 그 결과, ‘형식’이 남게 된다. 이러한 ‘형식’이 바로 ‘모델’이다. 예를
들면, 아래에 열거하는 것들이 모델에 해당한다.

서론·본론·결론
소논문이나 리포트 등 논리적인 문장을 모델링하면, ‘서론·본론·결론’이
라는 형식이 드러난다. 주제에 관해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서론’이 있
고, 이 주제에 관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펼치는 ‘본론’으로 이어져
서, 본론의 주장을 종합하는 ‘결론’으로 마무리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을 익혀두면,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서론: 기본적인 정보 제시, 문제 제기
본론: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
결론: 주장에 대한 간결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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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전결
‘기승전결(起承轉結)’은 이야기의 형식으로서 유명하다. 기승전결은 논리적
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매력적인 이야기의 구조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기승전결 형식의 이야기에서는, 이야기의 무대와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기(起)’가 가장 먼저 나오고, 이것을 받아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승(承)’이
이어진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
나는 ‘전(轉)’이 출현하고, 이러한 변화를 종합하여 이야기를 매듭짓는 ‘결
(結)’에 도달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가 일어나는 ‘전(轉)’ 부분에서 독자들을 이야기 속
으로 끌어들여서, ‘결(結)’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수렴시켜 나갈 것인가가 이
야기를 작성하는 사람의 솜씨가 발휘되는 중요 요소가 된다.
기: 이야기의 무대와 등장인물을 소개한다.
승: 이야기가 진행된다.
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난다.
결: 변화를 종합하여 이야기를 매듭짓는다.
‘기승전결’의 형식

기: 옛날 어느 왕국. 백설 공주와 계모 왕비
승: 아름다운 백설 공주를 시기하는 계모 왕비
전: 왕비가 건넨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잠든 백설 공주를 살려내는 왕자
결: 백설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음
‘기승전결’ 형식의 이야기의 예

모델이란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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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모형
‘서론·본론·결론’과 ‘기승전결’은 순서가 정해진 단순한 형식이다. 그러나
복잡한 현실 세계를 항상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더 복잡
한 모델(=형식)도 존재한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모델은 ‘모형’으로 번역되며, 예를 들어 인체 모형과
같이 복잡한 형태로 된 것도 모델의 한 종류다. 그러면 인체 모형은 무엇
을 단순하게 나타내는 ‘형식’일까? 골격 모형(‘해골’이라고 부르는 가장 유명한
인체 모형)을 예로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크기와 형태가 골격 모형과 똑같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골격 모형에서 크
게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람의 두개골, 목뼈, 신체 각 부분의 뼈,
손과 발의 뼈 등은 골격 모형과 구조가 똑같다. 즉, 골격 모형이라는 것은
골격에 관한 공통점을 추출하여 단순하게 표현한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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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도
노선도(路線圖)란,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로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놓은
도면, 삽화, 사진, 일러스트 등을 말한다. 그런데 노선도는 모델이라는
이미지가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선도 또
한 현실 세계의 사물 또는 현상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단순한 형태로 종합
하여 변형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선도의 경우,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종합하여 변형시켰다는 점이 중
요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순환형 노선으로, 직사각형 모양에 각 역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지형은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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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의 실제 모습(별색 부분)

그러나 사람들이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는 경우, 지하철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고 승하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어느 쪽 방면을 이용하
면 좋을지와 몇 번째 역에서 내리면 좋을지를 편리하게 구분할 수만 있으
면 된다. 지하철 노선도에 구체적인 지형을 표현할 필요는 없으며, 직사각
형 모양 위에 어떤 역이 존재하는지를 구분하여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충
분하다. 즉, 지하철 노선도는 현실 세계의 지형이라는 복잡한 부분을 제
거하고, 각 역의 배치를 이해하기 수월한 형태로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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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1

2

3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3C 분석 , 가치사슬모형 , 로직트리 등의 다양한 모
델들을 사용한다. 이런 모델들 대부분은 비즈니스 컨설턴트들에 의해 개
발되어 왔다. 사업의 형태나 세부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이익을 창출하
는 데 필요한 사고방식 등 비즈니스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형태
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형식(추상화한
형식)을 만들어 놓고, 흥미롭고 관심 있는 사업을 이 형식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비즈니스에 유익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1ㅤ 옮긴이 일본의 유명한 경영전략 분야의 대가 오마에 겐이치(Kenichi Ohmae)는 성공적인
전략을 위해 ‘고객(Customer)’, ‘자사(Company)’, ‘경쟁사(Competitor)’로 구성된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3C’ 또는 ‘전략 삼각형(Strategic Triangle)’
이라고 정의하였다.
2ㅤ 옮긴이 value chain model. 기업에서 경쟁전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경쟁적 지위를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
3ㅤ 옮긴이 logic tree. 주요 과제를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의 사고
방식에 기초해서 트리 모양으로 분해 및 정리하는 것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모색
하며, 해결책을 구체화하는 데 유용하다.

모델이란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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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자사）

Customer

Competitor

（고객）

（경쟁사）

3C 분석: 기업의 전략을 결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로서, 자

사, 고객, 경쟁사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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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모델이란 무엇인가?

모델 기반 사고법에서
사용하는 모델

모델이란 ‘사물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지금까
지 소개한 ‘서론·본론·결론’과 ‘기승전결’이라는 문장 형식, 인체 모형, 지
하철 노선도, 비즈니스 모델 등이 모두 모델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델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결국 무엇이 모델인지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모델 기반 사고법에서는 사물을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함으
로써 모든 것을 같은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이렇게 표현된 것을
모델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모델 기반 사고법에서는 사각형(요소)과 연결선(관계)만을 사용하여 사물을
표현한다. ‘서론·본론·결론’과 ‘기승전결’은 사각형과 연결선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인체 모형, 지하철 노선도,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사각형과 연결선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을까?
제2장부터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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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기반 사고법에서 사용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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