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lack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를 가속하는 방법
개발자 중 절반 이상이 고품질 코드를 더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Slack을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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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엔지니어링 팀이 하루에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변경 사항에 대해 필요한 리드 시간이 하루 
미만이며 주요 장애를 복구하는 데 1시간 미만이 
소요된다면 어떨까요?

개발자 속도(기능 및 버그 수정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종류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경영 컨설팅 회사 McKinsey & 
Company에 따르면, 개발자 속도가 가장 높은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경쟁 회사보다 4~5배 높은 
성과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개발자 속도를 높이려면 올바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McKinsey의 조사 에 따르면 
“최고의 도구는 개발자 속도 향상의 주요 동인”
입니다. 마찬가지로, DevOps Research 
and Assessment(DORA)에서는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엔지니어는 “사용하기 쉬운 도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1.5배 더 높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업계에서 원격 근무가 일반화됨에 따라 
현재 엔지니어들은 더 광범위하게 분산된 
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도구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도구 간의 지속적인 컨텍스트 전환은 
코드를 배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소모합니다.

Slack은 엔지니어링 기술 스택을 통합하고 
혁신해주는 채널 기반 메시징 플랫폼입니다. 
개발자들이 기능 개발을 위해 중앙 집중화된 
방법으로 협업하고, 코드를 배포하고, 장애를 
관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개발자 중 절반 이상은 더 높은 품질의 코드를 
더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Slack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빠른 코드 구축 및 배포
엔지니어들은 코드를 생성하고 배포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여러 팀원 및 이해관계자와 
일합니다. 팀이 기능 요구 사항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거나 풀 리퀘스트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 등, 
잠재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순간은 많습니다. 
중복된 코드 검토, 너무 많은 알림, 혼란스러운 
커뮤니케이션 때문이죠.

“성과가 가장 높은 엔지니어들은 
사용하기 쉬운 도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1.5배 더 높습니다.”
출처: “Accelerate State of DevOps,” DevOps Research 
and Assessment, 2019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technology-media-and-telecommunications/our-insights/developer-velocity-how-software-excellence-fuels-business-performance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technology-media-and-telecommunications/our-insights/developer-velocity-how-software-excellence-fuels-business-performance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technology-media-and-telecommunications/our-insights/developer-velocity-how-software-excellence-fuels-business-performance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misc/state-of-devops-2019.pdf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misc/state-of-devops-2019.pdf
https://insights.stackoverflow.com/survey/2020#development-environments-and-tools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misc/state-of-devops-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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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면 사람과 
시스템 수준 모두에서 갈등을 완화해야 합니다.

Slack은 알맞은 사람들이 적시에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허브를 제공하여 
개발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Slack Frontiers 2020 중에 Etsy의 엔지니어링 
상무 Shawn Carney는 “Slack은 사람과 기계 
시스템의 교차로에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둘을 
연결함으로써 당사 테스트의 속도, 품질과 가시성을 
지원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DC Research에서는 Slack을 사용하는 평균적인 
엔지니어링 팀의 경우 적시에 제공된 기능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널을 통한 팀 가시성 및 협업 
향상
Slack 채널은 프로젝트, 주제 또는 팀과 관련된 
모든 것을 위해 체계화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Slack 채널에서 엔지니어들은 단일 도구를 통해 
개발 주기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팀은 빠르게 계획을 만들고, 풀 리퀘스트를 
트리거하고, 코드의 품질을 개선하는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채널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신규-앱 을 통해 모바일 앱을 위한 설정 
요구 사항 및 사양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 #개발-팀-소식의 일일 스레드를 통해 팀원은 
오늘 작업, 내일 계획, 지원 요청에 대한 응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품-질문 에서는 고객 지원 팀 또는 기술 
팀 외의 팀원이 고급 기능에 대해 질문하거나 
GitHub 또는 Jira 등의 도구에서 요청을 
작성하기 전에 버그 또는 제품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XBpY5xTpbE&feature=emb_logo&ab_channel=Slack
https://a.slack-edge.com/eaf4e/marketing/downloads/resources/IDC_The_Business_Value_of_Slack.pdf
https://a.slack-edge.com/eaf4e/marketing/downloads/resources/IDC_The_Business_Value_of_Slac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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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을 사용하면 손쉽게 올바른 사람들이 적시에 
적합한 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개발자,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VP 등의 
이해관계자는 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및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는 이해관계자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하거나 코드 검토를 위해 동료를 재촉하는 
시간을 절감하고 각자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다기능 팀은 전용 채널에서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기능 요구 사항 및 기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팀 리드는 빠르고 효율적인 스탠드업 및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Slack 채널은 단일 기록 지점을 생성하므로 모든 
문서, 결정 사항 및 대화를 하나의 채널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메일에 첨부된 제품 
사양 파일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널 멤버는 사양 문서가 있는 메시지를 채널에 
고정하고 채널 사이드바 내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채널에서 팀은 더 빠르게 협력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코드를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Slack을 사용하는 엔지니어링 팀은 시장 
출시 시간이 평균 23% 단축되었으며, 코드를 
테스트 및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7% 
단축되었습니다.

Slack 통합을 통한 효율성 향상
엔지니어에게 또 다른 큰 도전 과제는 컨텍스트 
전환입니다. 개발 주기를 관리할 하나의 
허브가 없다면 팀은 여러 도구 간 전환하며 
일해야 합니다. 도구 간 끊임 없는 전환은 개발 
프로세스에서 많은 갈등과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DORA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팀의 도구 
체인에 도구를 더 자주 자동화하고 통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IDC Research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통합되면 회사의 
평균 생산성이 37% 증가한다”고 합니다.

“3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통합되면 회사의 평균 생산성이 
37% 증가합니다.”
출처: “Unlocking collaboration: Making software work 
better together,” IDC Market Spotlight, 2020

“Slack은 인간 시스템과 기계 
시스템의 교차점에서 그 둘을 
유의미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테스트, 구축, 계획 및 운영 
프로세스의 속도, 품질과 
가시성을 향상해 줍니다.”
Shawn Carney
엔지니어링 상무, Etsy

https://slack.com/help/articles/205239997-Pin-messages
https://slack.com/help/articles/205239997-Pin-messages
https://a.slack-edge.com/eaf4e/marketing/downloads/resources/IDC_The_Business_Value_of_Slack.pdf
https://a.slack-edge.com/eaf4e/marketing/downloads/resources/IDC_The_Business_Value_of_Slack.pdf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misc/state-of-devops-2019.pdf
https://slack.com/resources/why-use-slack/unlocking-collaboration-making-software-work-better-together
https://slack.com/resources/why-use-slack/unlocking-collaboration-making-software-work-better-together
https://slack.com/resources/why-use-slack/unlocking-collaboration-making-software-work-better-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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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가 여러 도구 간 전환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대신, 단일 플랫폼인 Slack에서 기술 
사양을 통합하도록 하세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Slack 앱을 통해, 엔지니어는 AWS, PagerDuty, 
Azure Repos, Jira, GitHub 및 2,400개 이상의 
다른 앱을 포함하는 주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알림을 받고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을 통해 Slack을 떠날 필요 없이 
풀 리퀘스트를 검토하고, 코드를 병합하고, QA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IBM은 Slack 통합을 사용하여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오는 시스템 알림을 팀 채널에 
연결합니다. 개발자가 검토를 위해 소스 코드에서 
사용자 스토리를 제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스템에서 팀의 Slack 채널에 알림을 
트리거 하여 모두에게 검토할 새 코드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검토자는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해당 Slack 메시지에서 바로 코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팀의 #지원-센터 채널은 풀 리퀘스트 알림을 
수집하여 자동으로 동료 코드 검토를 진행하고 
요청이 승인되면 팀에 알림을 보냅니다. 팀은 최신 
업데이트 소식을 받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IBM의 팀은 빌드의 상태가 
변경될 때 팀에게 알리기 위해 Jenkins/Travis CI 
통합도 이용합니다.

Slack을 사용하면, 팀은 빠르게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필요시 개별 코드 검토 알림을 비롯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것임을 알고, 팀의 속도에 
맞춰 일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 빌더를 사용한 업무 
자동화
컨텍스트 전환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특정 
작업 요구 사항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워크플로 
빌더는 Slack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코드 없는 
자동화 도구로, 팀이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워크플로 빌더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을 쉽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 상태 업데이트 관리. 스탠드업을 위해 
멈추는 대신, 팀원들이 Slack에 업데이트를 
포스트하도록 메시지를 보내 비동기식으로 
스탠드업을 실행합니다. 워크플로 빌더를 
사용하면 손쉽게 일별 또는 주별 리마인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스레드로 
답변을 게시하도록 요청하거나 몇 가지 핵심 
질문과 평가에 대한 팀의 응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략한 양식을 만들면 됩니다.

https://slack.com/apps
http://slack.com/apps/A6L22LZNH-aws-chatbot
http://slack.com/apps/A1FKYAUUX-pagerduty
http://slack.com/apps/AKPEA4W4Q-azure-repos
http://slack.com/apps/A2RPP3NFR-jira-cloud
https://slack.com/apps/A8GBNUWU8-github
https://slack.com/blog/transformation/how-the-engineering-team-at-ibm-uses-slack-throughout-the-development-lifecycle
http://slack.com/apps/A0F7VRFKN-jenkins-ci
https://slack.com/features/workflow-automation
https://slack.com/features/workflow-automation
https://slack.com/slack-tips/daily-reminder-to-post-standup-in-channel
https://slack.com/features/workflow-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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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롤아웃 모니터링. 워크플로 
빌더를 Datadog과 같은 도구와 함께 사용하면 
대시보드 또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팀의 
Slack 채널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코드 배포 발표. 배포가 검토 기간 후에 오류 
없이 100% 서버에 도달하면 “모두 통과” 
메시지를 자동으로 포스트하는 워크플로 빌더 
작업을 실행하세요.

Hearst Media에서 Slack을 사용하기 전 
DevOps 팀에서는 직원이 Jira 또는 GitHub 
등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액세스를 요청할 
때마다 똑같은 지루한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 이름은 
무엇인가요? 어느 수준의 액세스가 필요한가요? 
등의 질문이었죠.

이제 요청이 전부 Slack에서 이루어지고 승인되며, 
워크플로 빌더에서 만들어진 빠른 요청 양식에서 
실행됩니다. 완료된 답변은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DevOps 팀 멤버에게 전달되어 클릭 한 
번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Slack 앱이 승인을 확인하고 작업을 완료합니다.

https://slack.com/slack-tips/query-from-graphs-on-a-dashboard-with-datadog
https://slack.com/slack-tips/update-teammates-on-your-work-status
https://slack.com/customer-stories/hearst
http://slack.com/apps/A2RPP3NFR-jira-cloud
http://slack.com/apps/A8GBNUWU8-git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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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rDuty 앱은 내부 순환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며 알림 상태를 추적합니다.

• 팀을 위한 Stack Overflow 통합은 Etsy
의 Stack Overflow에서 포스트의 초안을 
생성하거나 누군가 채널에서 질문할 때 이를 
Stack Overflow 검색 결과로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통합을 통해 채널 내에서 
내부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고 지식을 공유하여 
반복되는 수고로운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 Announcebot은 인프라 공지 채널 변경 
사항을 알려 새로운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앱 및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는 도구 간 
컨텍스트 전환에 사용되었을 Etsy 엔지니어의 
소중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워크플로 빌더는 가시성이나 반응성을 저해하는 
일 없이 팀이 중요한 일에 다시 집중하도록 
해줍니다.

Slack API를 통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연결
Slack은 다양한 API를 제공하여, Slack에서 
사용자 지정 앱을 통해 더욱 개선되고 맞춤화된 
강력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앱을 
통해 개발자가 플랫폼 전체 스택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고유한 기술 사양 외 Slack을 더해 
사용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인 Etsy에서는 Slack API를 
통해 제작된 수십 개의 사용자 지정 앱을 사용하여 
배포부터 지원 티켓 업데이트까지 모든 부분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Etsy는 프로덕션에 푸시 된 
모든 코드에 대해 40,000건 이상의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실행하며 하루 평균 22개의 코드 푸시를 
실행합니다. 이러한 대량의 테스트를 가능하게 
한 주역은 바로 자동화입니다. Etsy가 Slack 
Frontiers에서 공유한 사용자 지정 봇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Pushbot은 Etsy에서 제작한 레거시 봇으로, 
푸시 조정을 처리합니다. 개발자는 배포 시 
#푸시 채널로 이동하고 명령을 사용하여 푸시 
봇에게 대기열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봇은 적절한 테스트가 모두 실행되었음을 
보장하고 푸시에 대해 기본적인 규칙을 
실행하도록 허용합니다.

• Devbot은 Jenkins 및 Deployinator(Ruby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Etsy 제작 Sinatra 앱)의 
메시지를 연결하여 Etsy의 다양한 스택 배포를 
조율해주는 메신저 봇입니다. 이 사용자 지정 
봇은 빌드의 상태를 가져오고, 엔지니어에게
(지정된 Slack 채널에도) 직접 DM을 푸시하며 
푸시 멤버가 상태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http://slack.com/apps/A1FKYAUUX-pagerduty
http://slack.com/apps/A018QU4F7S7-stack-overflow-for-teams
https://api.slack.com/start/overview
https://www.youtube.com/watch?v=EXBpY5xTpbE&feature=emb_title&ab_channel=Slack
https://www.youtube.com/watch?v=EXBpY5xTpbE&feature=emb_title&ab_channel=S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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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장애 및 다운타임은 혼란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을 야기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조직의 규모 
및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Ponemon Institute
의 조사에 따르면 예정되지 않은 중단은 분당 평균 
$9,000의 비용을 초래합니다. 당연하게도 가능한 
한 빨리 장애를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경영진의 
압력도 높습니다.

하지만 분류 회의, 전화 브리지 및 이메일 체인 
등 기존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는 응답 시간을 
늦추곤 합니다.

회의나 전화 브리지와 같은 실시간 의사소통은 
새로운 사람들이 회의에 계속 참여하면서 
컨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므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이메일 체인 및 채팅 
도구에서는 더 빠르게 컨텍스트를 공유할 수 
있지만 고립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처에서 누락된 팀 멤버는 의도치 
않게 작업을 중복 수행하고 뒤늦게 알게 된 핵심 
내용을 받은 편지함과 개인 채팅에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회의의 속도와 가시성, 그리고 이메일의 풍부한 
컨텍스트와 보관 가능성을 제공하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Slack은 장애를 관리하는 이상적인 명령 센터를 
제공합니다. 엔지니어는 기록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장애를 발견하고,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적인 장애 후 검토 보고서를 위해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Slack에서는 영업 
에이전트, 고객 서비스 팀 멤버, 경영진 등의 
이해관계자에게 바로 해결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화 티켓팅 회사 Fandango의 수석 기술 
책임자인 Paul Zimmy는 “Slack을 바로 시작해 

팀과 장애를 해결하고 이전에 진행된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타임라인 보기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한밤중에 
장애에 대응해야 한다면 그렇죠.”라고 말합니다.

Slack을 도입한 후 기술 팀은 응답 워크플로를 
간소화하는 Slack 채널 및 통합을 활용하여 버그 
문제 해결에 걸리는 평균 시간을 19% 단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장애 관리를 위한 전용 Slack 
채널 생성
팀이 문제를 인식하면 전용 Slack 채널을 생성해 
전체 장애 기록을 한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장애 
채널은 엔지니어 및 기타 팀 멤버가 장애에 대해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ttps://www.vertiv.com/globalassets/documents/reports/2016-cost-of-data-center-outages-11-11_51190_1.pdf
https://slack.com/customer-stories/fandango
https://image.email.slackhq.com/lib/fe5a15707c6c077e701c/m/2/b318f723-f832-4374-9ca4-86e3dc3c6711.pdf
https://image.email.slackhq.com/lib/fe5a15707c6c077e701c/m/2/b318f723-f832-4374-9ca4-86e3dc3c67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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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워크플로를 통해 Slack은 알림을 
기반으로 장애 채널 생성을 트리거 한 다음 
채널에 적절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대신 
수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새 
채널을 자동으로 #엔지니어링에 포스트하는 봇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비즈니스 뱅킹 전문업체인 Tyro
에서는 Slack 통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식별되는 즉시 PagerDuty가 알림을 발행하고 
Zapier가 전용 Slack 채널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Slack 통합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봇은 주요 
이해관계자를 채널로 이동시킴으로써 장애 정보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장애 관리의 일환으로 Tyro의 해결 관리자는 
CAN(조건, 작업, 요구 사항) 보고서를 발행하여 
모두에게 장애 상태에 대해 업데이트합니다. 
이전의 프로세스에서는 여러 곳에서 복사 및 
붙여넣는 작업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워크플로 빌더를 통해 해결 관리자는 양식을 
생성하고 Slack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Tyro의 프로그램 리더인 Timothy Kersten은 
“워크플로는 장애 전반에서 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아주 간결한 방법을 정립해 
주었으며, 해결 관리자 사이에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전용 장애 채널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문제로부터의 학습도 수월하게 
해줍니다. 장애를 해결하면 Slack 채널은 파일, 
스크린샷, 오류 메시지 및 팀 논의를 검색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의 보관소가 됩니다.

IBM의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Thomas 
Lawless는 “당사는 이러한 장애 채널을 사후 
점검을 위한 분석의 기반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좋은 점은 모든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어림짐작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라고 
말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장애 채널을 사후 
점검을 위한 분석의 기반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좋은 점은 
모든 내역이 남아 있으므로 
어림짐작으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Thomas Lawless
수석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IBM

https://slack.com/customer-stories/tyro
https://slack.com/blog/transformation/how-the-engineering-team-at-ibm-uses-slack-throughout-the-development-lifecycle


11

서비스 안정성 개선

통합 및 자동화를 활용한 반응성 
향상
팀의 관점에서 보자면 장애는 알림을 받을 때 
시작됩니다. 하지만 고객의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그보다 일찍 발생합니다. 빠른 속도가 아주 
중요하므로, 중요한 알림이 받은 편지함 속에서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PagerDuty와 같은 핵심 모니터링 앱과의 
통합을 통해 즉시 채널로 풍부한 장애 알림 정보를 
전송하므로, 전체 팀은 문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Slack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장애 세부정보를 
검토하고, 관련 팀원이 볼 수 있도록 태그 
지정하고, Slack에서 바로 작업을 트리거 할 수 
있습니다.

알림 통합은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서비스 문제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지원 
기술자는 #dev-ops-알림 채널을 모니터링하여 
해결 가능한 고객 경험 문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인 Vodafone은 PagerDuty 통합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이벤트를 모니터링 
및 에스컬레이션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Slack에서 밀리초 내에 적절한 
팀과 개인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Vodafone의 전 기술 전략 및 아키텍처 이사인 
Matt Beal은 “적시에 알맞은 사람에게 연락하고 
알림을 보낼 수 있어 문제 해결까지의 평균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lack을 사용하기 전에는 근본 원인을 찾는 데 
15~2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Vodafone
은 해결책 도출에 드는 평균 시간을 5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Slack 내에서 알림에 대해 직접 
상호작용함으로써, 엔지니어는 장애를 훨씬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응답 시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또는 “Slack 봇”)는 여기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게임 개발사 Riot Games는 Slack에서 Sentry 
통합을 사용하며, 이 통합은 강력한 충돌 분석 및 
진단을 운영 및 모니터링 채널에 직접 연결해주는 
합니다. 이 앱은 플레이어가 게임 충돌을 경험할 
때, 스크린샷 및 충돌 직전에 발생한 작업을 
포함하여 엄청난 양의 중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합니다.

이러한 이벤트 요약은 적절한 Slack 채널에 
자동으로 포스트되며, 대기 중인 엔지니어가 
채널에서 버튼을 사용하여 동료에게 이벤트를 
할당하고, 장애의 세부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직접 장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Riot Games는 Jira 및 ServiceNow 
통합을 사용하여 향후 참조를 위해 중단과 관련된 
Slack 대화 스레드를 캡처합니다.

http://slack.com/apps/A1FKYAUUX-pagerduty
https://slack.com/customer-stories/vodafone
https://slack.com/blog/collaboration/riot-games-software-development-slack
http://slack.com/apps/A011MFBJEUU-sentry
https://slack-customers.slack.com/apps/A2RPP3NFR-jira-cloud
https://slack.com/help/articles/360001933108-ServiceNow-for-S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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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lix는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API를 
통해 Dispatch라는 사용자 지정 오픈 소스 장애 
관리 소프트웨어를 Slack과 통합했습니다. 사용자 
지정 Dispatch/Slack 통합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목 및 설명만 요구하는 마찰이 적은 보고 
양식을 여는 슬래시 명령어를 제공합니다. 
목표는 직원이 가능한 한 빨리 장애를 
보고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장애 채널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게 표시되는 
자동화된 공지를 제공합니다. Dispatch에는 
직원의 이름, 팀 위치 및 장애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포함됩니다.

• 장애 채널의 새 참가자에게 발송되는 자동화된 
환영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Dispatch에서 
생성한 모든 리소스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와 
링크를 포함합니다. (이 자동화는 장애 관리자 
및 다른 참가자가 새 참가자에게 컨텍스트를 
제공할 필요를 없애, 참가자들이 바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장애 관리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역할을 
할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슬래시 명령어를 
제공합니다. Dispatch는 참가자가 아직 멤버가 
아닌 경우 이러한 참가자를 채널에 추가하며 
역할을 할당합니다. 역할 변경이 완료되면 
Dispatch는 채널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https://slack.com/blog/collaboration/engineers-netflix-pagerduty-slack
https://netflixtechblog.com/introducing-dispatch-da4b8a2a8072
https://api.slack.com/interactivity/slash-com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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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관리자나 필기자가 손쉽게 전략 및 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고 올바른 대상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슬래시 명령어를 제공합니다.

• Slack은 엔지니어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장애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허브를 생성합니다. 알림을 추적하거나, 올바른 
팀원을 찾아 나서거나, 대시보드 간 컨텍스트 
전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팀은 정말 
중요한 문제 해결과 최종 사용자 만족도 제고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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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인재를 계속 보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모든 부문 중 이직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Stripe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영진은 개발 부문 인재에 대한 접근을 
비즈니스를 위협하는 상위 5대 요소 중 하나로 
꼽으며 자본 접근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무에 만족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글로벌 분석 및 자문 기업인 
Gallup에서는 기술 업계와 같이 이직율이 높은 
직종이라도 참여율이 높은 조직에서는 이직율이 
24% 낮았다고 보고합니다.

Gallup에 따르면 직원 중 대다수(60%)는 
“자신의 역할에서 가장 잘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가치가 낮은 
업무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는 엔지니어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DORA에서 발견한 사실은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개발자는 번아웃을 겪을 
가능성이 평균적인 개발자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취감은 직업 만족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재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 엔지니어가 최고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하세요. 
McKinsey에서 발견한 바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주기의 각 단계에서 엔지니어에게 가능한 최고의 
도구를 제공한 회사의 개발자 만족도 및 유지율은 
47% 높았습니다.

Stack Overflow의 2020년 개발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Slack은 개발자 협업 부문에서 GitHub
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전문 개발자 중 53%가 
Slack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지니어는 고유한 채널, 알림 환경설정, 통합 및 
사용자 지정 워크플로를 통해 원하는 업무 방식을 
반영하여 Slack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53%
Slack을 사용하는 전문 개발자 비율
출처: “2020 Developer Survey,” Stack Overflow, 
2020

채널을 통한 협업 문화 조성
Slack 채널은 엔지니어들이 협업을 통해 기여하고 
소속감을 느끼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Royal Bank of Canada(RBC)의 이너소스 
커뮤니티는 Slack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오픈 소스 관행을 조직에 
정착시키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전념합니다. 
이너소스 문화는 협업,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실험 및 피드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Slack
은 모두가 기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에서 더 넓은 
RBC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을 연결함으로써 이 
문화를 지원합니다.

직원은 Slack 채널 안에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종종 다양한 팀 및 배경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 더 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협업은 더 높은 성과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RBC에서 개발 환경을 시작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Slack
에서 색인화되어 공유 및 검색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액세스는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했습니다. 

https://business.linkedin.com/talent-solutions/blog/trends-and-research/2018/the-3-industries-with-the-highest-turnover-rates
https://business.linkedin.com/talent-solutions/blog/trends-and-research/2018/the-3-industries-with-the-highest-turnover-rates
https://stripe.com/files/reports/the-developer-coefficient.pdf
https://www.gallup.com/workplace/285674/improve-employee-engagement-workplace.aspx
https://www.gallup.com/workplace/238085/state-american-workplace-report-2017.aspx
https://services.google.com/fh/files/misc/state-of-devops-2019.pdf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technology-media-and-telecommunications/our-insights/developer-velocity-how-software-excellence-fuels-business-performance
https://insights.stackoverflow.com/survey/2020#technology-collaboration-tools
https://insights.stackoverflow.com/survey/2020#work
https://slack.com/customer-stories/r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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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몇 시간 또는 며칠까지도 걸리던 조사 
단계가 이제는 단 몇 분 만에 완료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 경우, 채널을 사용하는 개발자가 항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은 문화를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줄여 주며,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직업 만족도 및 참여도를 
이끌어냅니다.

“개발자의 손에 힘을 쥐여 줬을 때, 
개발자들이 문화를 이끌어가고 
역량을 창조했습니다.”
Paul Whyte
전 시스템 엔지니러링 책임자, Vodafone 영국

통합을 통해 엔지니어가 더 
빠르게 혁신하도록 지원
통합 및 자동화는 생산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엔지니어가 팀과 프로젝트에 맞는 방식으로 
워크플로를 혁신하고 생성하도록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Vodafone 엔지니어링 팀의 경우 개발 일정을 
단축해주는 빠르게 변화하는 애자일 및 DevOps 
방법론을 도입하기 위해 동료 간 공동체 정신을 
구축하고 개발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Vodafone 영국의 전 시스템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Paul Whyte는 “Slack은 그 구조를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개발자의 
손에 힘을 쥐여 줬을 때, 개발자들이 문화를 
이끌어가고 역량을 창조했습니다.”

Vodafone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팀은 새 코드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Slack 통합을 
자주 사용합니다. “매우 빠른 배포를 가능케 
하는 우리의 역량에서 Slack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라고 Whyte는 말합니다. “Slack 
통합을 통해 개발자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개발 
장치에서 테스트 환경과 프로덕션 환경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Vodafone은 해당 주기를 
3개월에서 30분으로 단축했으며, 회사는 이 시간을 
더욱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lack을 사용하는 엔지니어링 팀은 개발자 
생산성이 16% 증가했으며, 기업의 87%는 
Slack이 개발자 협업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Slack을 통해 사람과 기계 모두를 최대한 
활용하여 개발자가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하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https://slack.com/customer-stories/vodafone
https://image.email.slackhq.com/lib/fe5a15707c6c077e701c/m/2/b318f723-f832-4374-9ca4-86e3dc3c6711.pdf
https://image.email.slackhq.com/lib/fe5a15707c6c077e701c/m/2/b318f723-f832-4374-9ca4-86e3dc3c67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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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ck을 통한 더 빠른 고품질 
코드 배포
원격근무가 일반화되면서 협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이 소통하고, 
서로를 지원하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공통의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Slack은 이러한 공유 환경을 제공합니다. 팀의 
기술, 지식 및 사람들을 하나로 합쳐주므로 
엔지니어는 뛰어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Slack을 통해 개발 주기를 혁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영업 팀에 문의하세요.

https://slack.com/contact-sales?campaign=7013a000001rOUfAAM


Slack 정보
Slack은 일을 더 간편하고 즐겁고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Slack은 알맞은 사람과 정보, 도구를 
결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한 
채널 기반 메시징 플랫폼입니다. 

FTSE 선정 100대 기업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Slack을 통해 팀과 소통하며 
시스템을 통합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에 의존하여 구매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제품 및 
기능 등의 개발, 릴리스 및 시기는 Slack의 단독 재량으로 결정되며 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