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 문서화 &  
코딩 스타일 

윤 성 혜 



좋은 프로그래머란? 

 

이미지 출처: http://allofsoftware.net/320 



좋은 프로그래머란? 

 

이미지 출처: http://systemplug.com/1198 



좋은 프로그래머란? 

 

이미지 출처: http://www.bloter.net/archives/197563 



좋은 프로그래머란? 

 

이미지 출처: http://www.bloter.net/archives/197563 

팀 단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협업하는 경험 



코드 문서화 



문서의 중요성 

• 프로그램 개발의 대부분 시간은 코드를 이해하는데 소비 
–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중 유지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7%  
– 개발자가 기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유지보수 비율의 50% 

 
• 문서는 소스 코드의 구조 및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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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의 어려움  

 
문서와 코드의 내용 불일치  
문서를 작성하는 비용이 높음 

 
코드 버전별 문서 관리가 불필요 
문서 작성을 위한 비용 감소 

코드 자체가 문서가 된다면 ?! 



코드 문서화 예시 1  

 



코드 문서화 예시 2  

 



Doxygen을 활용한 코드 문서화 

• 자동 코드 문서화 도구: 정해진 문법으로 코드에 주석을 삽입하면 문서로 생성  
 

• 사이트: http://www.stack.nl/~dimitri/doxygen/index.html 
 

• 지원 언어: C++, C, Objective-C, C#, PHP, Java, Python, IDL (Corba, Microsoft, 
and UNO/OpenOffice flavors), Fortran, VHDL, Tcl, and to some extent D 
 
 

http://www.stack.nl/~dimitri/doxygen/index.html


Doxygen 설치 

1) Graphviz 설치  
- 다운로드: http://www.graphviz.org/Download..php 
- Graphviz를 설치하면 Doxygen으로 생성되는 문서에 상속관계와 호출 경로 등
을 볼 수 있도록 그래프가 함께 제공됨  

- 기본 설치 시, 특이사항 없음. 각자 운영체제에 적합한 설치 파일 선택 
 

2) Doxygen 설치  
- 다운로드: http://www.stack.nl/~dimitri/doxygen/download.html 
- 기본 설치 시, 특이사항 없음. 각자 운영체제에 적합한 설치 파일 선택  

 
 

http://www.graphviz.org/Download..php
http://www.stack.nl/~dimitri/doxygen/download.html


Doxygen 설정 - Project  

 

[하위 디렉토리 포함 여부] 
 
소스 코드가 계층적 구조를 가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반드
시 체크 

• 기본적인 프로젝트 저장 폴더 위치, 소스 코드 폴더 위치 등은 설명하지 않음 
• 제시한 설정 외에 항목들은 팀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양질의 문서를 생성할 것 



Doxygen 설정 - Mode  

 

[문서화 옵션] 
 
Documented entities only: 소
스 코드에서 Doxygen 형식의 
주석만 문서화 
All entities: 소스 코드의 모든 
주석 문서화 
 
지나친 주석은 문서의 질을 떨
어뜨리므로 Documented 
entities only 선택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설정 



Doxygen 설정 - Output  

[문서 형식] 
 
문서 제출 시, HTML > with 
navigation panel로 제출  



Doxygen 설정 - Diagram 

[Graphviz 선택] 
 
Dot graphs to generate 하위
의 항목은 모두 체크 
 



Doxygen 설정 – Expert > Project  

[언어] 
 
한국어로 선택  



Doxygen 설정 – Expert > Build  

[문서화 항목]  
 
소스 코드에서 문서화했으면 하
는 항목들을 선택할 수 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EXTRACT_ALL을 체크할 것 



Doxygen 설정 – Expert > Source 
Browser 

[소스 코드 삽입]  
 
함수 설명 시, 함수 코드를 보여
줄 수 있도록 INLINE_SOURCES  
를 체크할 것  



Doxygen 설정 – Expert > Dot  

Graphviz 설치 시, 체크  

다이어그램을 UML 형식으로 그
림 



Doxygen 설정 – Expert > Dot  

 

Graphviz 설치 폴더의 bin 디렉
토리 설정 



주석 주요 문법: @item 



주석 주요 문법: @item 

• 주석에 대한 메타데이터  
 

• @mainpage: 프로그램의 전체 개요 
• @section: 프로그램의 단락별 
• @version: 프로그램 버전 
• @breif: 간략한 설명 
• @details: 자세한 설명 
• @file: 파일 이름을 구별 
• @author: 작성자 이름 
• @date: 작성날짜 

 
 

• More items: http://www.stack.nl/~dimitri/doxygen/manual/index.html 
 

 

• @param: 함수 파라미터 
• @return: 함수의 리턴값 
• @exeception: 예외 처리 
• @throws: throw하는 객체나 변수 등 
• @see: 참고할 함수나 페이지 지정 
• @todo: 해야할 일에 대해서 리스트를 생성 
• @bug: 버그에 대해서 리스트를 생성 
• @code: 중요코드를 설명 시, 시작 지점 
• @endcode: 중요코드 설명 시, 종료 지점 



주석 예제 

 



주석 가이드라인 

•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필수적으로 삽입해야 하는 주석 형식을 제안 
• 팀별로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음  

 
• 주석을 가독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http://www.stack.nl/~dimitri/doxygen/manual/index.html 

 
 

http://www.stack.nl/~dimitri/doxygen/manual/index.html


주석 가이드라인: 프로젝트 & 파일 

/** 
* @mainpage 메인 페이지 제목 
* @brief 간략한 설명 
* @details 자세한 설명 
* @author 팀원들 
* @version 프로젝트 버전 
*/ 
 

/** 
* @file NewClass.java 
* @brief 간략한 설명 
* @details 자세한 설명 
*/ 

[Project] 

[Fiile] 



주석 가이드라인: 패키지 & 클래스  

/** 
* @namespace org.apache….. 
* @brief 간략 설명 
* @details 자세히 설명 
*/ 
package org.apache….. 
 

/** 
* @brief 간략 설명 
* @details 자세히 설명 
* @author 작성 및 수정자  
*/ 
class ClassName extends ExtendedClassName 
{ 
 … 
} 

[Package &  
Namespace] 

[Class] 



주석 가이드라인: 함수 

/** 
* @brief 간략 설명 
* @details 자세히 설명 
* @param 파라미터 
* @return 리턴값  
* 
* @bug 버그 (예제: 메모리 누수 있음) 
* @todo 해야 할 일 (예제: 요구사항 변경으로 기능 수정 필요) 
* @exception StringIndexOutOfRangeException 
*/ 
public static int main(String[] args) 
{ 
... 
return( status ); 
} 

[Method] 



코딩 스타일 



좋은 코드란 

 
읽기 좋은 코드 

 
이해하기 쉬운 코드 



코딩 스타일이란 

• 코드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한 기호  
 

이미지 출처: http://www.knightfoundation.org/blogs/knightblog/2012/7/18/propublica-pair-programming-project 

vs. 



코딩 스타일 이점 

• 빠른 코드 파악  
 

– 코드의 구조 파악에 용이   

 
• 일관성 있는 환경  

 
– 개인적인 스타일이 아닌 통일된 스타일의 코딩  

 
– 반복적인 실수 감소  

 
 



Google Style Guide 

• https://code.google.com/p/google-styleguide/ 
 

https://code.google.com/p/google-styleguide/


Google Style Guide - Objective-C 

• http://google-styleguide.googlecode.com/svn/trunk/objcguide.xml 



Google Style Guide – C++ 

• http://google-styleguide.googlecode.com/svn/trunk/cppguide.html 



Google Style Guide – Java 

• https://google-styleguide.googlecode.com/svn/trunk/javaguide.html 



Google Style Guide – Python 

• http://google-styleguide.googlecode.com/svn/trunk/pyguide.html 



Google Style Java, C++ Guide – 
eclipse > Formatter 
• https://code.google.com/p/google-styleguide/source/browse/trunk/eclipse-

java-google-style.xml 
• https://code.google.com/p/google-styleguide/source/browse/trunk/eclipse-

cpp-google-styl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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