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veloper Relations과 커뮤니티 리더십

Tech HR팀

2021. 12. 17



2

발표자소개

https://devocean.sk.com/experts/view.do?ID=ksangki

•스타트업개발자(SI / 모바일)
• QA/프로세스관리(CMMI 등)
•정부기관 / 인증기관

기술(5)

제품(3)

사람(3)

프로세스(5)

https://devocean.sk.com/experts/view.do?ID=ksangki


2

Developer Relations 란? 

사용자
커뮤니티

개발자
커뮤니티

SW 사용하는 사람들 SW 만드는 사람들

• SW 가치는 어디서/누가 만들까?   
 SW 사용하는 사람, 그러나 SW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
 SW 가치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고 홍보하는 활동 Developer Relations 의 존재 이유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Developer Relations 활동은 다르다. 

• 일반적인 정의
 개발자와 기업 간의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 (cf. PR, IR, CR)
 개발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개발자가 필요한 것들을 적시에 제공해주는 역할

[참조] 개발자 채용 가이드북 90 페이지
https://github.com/innovationacademy-kr/tech-hr/blob/master/tech-hr-guide-1.1.pdf

https://github.com/innovationacademy-kr/tech-hr/blob/master/tech-hr-guide-1.1.pdf


구분 해외 국내

목적 제품의 홍보 개발자 구인 / 기업문화 홍보

역할
자사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사용자 커뮤니티를 늘리고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품 개선시키는 데 활용

자사의 개발 문화를 홍보함으로써
우수 인재 확보 및

대내외 개발자 친화적 이미지 구축하는 역할

주요 활동

• 사용자 커뮤니티 중심 활동
• Product 마케팅 활동
• 제품 전략/기획 및 개발자 마케팅
• 기업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 / 후원

• 개발자 커뮤니티 중심 활동
•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홍보
• 교육 및 내·외부 세미나 운영
• 기술 블로그 운영

소속 부서 개발부서이기보다는 마케팅 부서에 가까움 CTO 또는 HR부서 산하에 둠

기타
위에 정리한 내용은 일부 기업의 Developer Relations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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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기업의 Developer Relations 활동비교









SK 텔레콤의 Developer Relations 활동

Data 연계



DEVOCEAN 소개 (https://devocean.sk.com)

운영목적

브랜드
네이밍

https://devocean.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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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OCEAN 소개영상







DEVOCEAN이 Microsoft와함께했던주요활동(1)



DEVOCEAN이 Microsoft와함께했던주요활동(2)

…



커뮤니티리더십

• 오픈 소스 개발과 커뮤니티 관계

 오픈 소스 개발에 핵심 요소는 커뮤니티에 있으며, 커뮤니티 리더십은 오픈 소스 생태계에서 나옴

 조직 내에서 커뮤니티를 통해 오픈 소스 개발 방식이 활성화되고, 외부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오픈소스 생태계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로 정의되어 있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오픈소스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이 최고의 인재에 접근하여

채용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                                                                                        [출처] GitHub 힐튼 존스

 Developer Relations 담당자는 커뮤니티의 운영진 또는 리더로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됨

[참조] 오픈소스 조직성숙도 5단계
https://www.oss.kr/oss_guide/show/57aa2aee-04f0-4669-8c38-a134f8b17334?page=1

https://www.oss.kr/oss_guide/show/57aa2aee-04f0-4669-8c38-a134f8b17334?page=1


커뮤니티리더십

• Management의 진화
 Management 1.0  :  통제/관리의 예술 (교통 신호등)
 Management 2.0  :  사람이 가장 중요하며,  서번트 리더가 되자고 강조
 Management 3.0  :  아메바와 같은 조직, 자발적인 Bottom-up 필요

[참조] Management 3.0 https://management30.com/

자발적인 Bottom-up 활동중
가장대표적인것이커뮤니티활동임

리더의역할은직접적인
통제/지시/관리보다는자율/자발적으로

움직일수있는구조를만드는것

https://management30.com/


Developer Relations 발전방향

• 사용자 커뮤니티와 개발자 커뮤니티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Developer Relations 
담당자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수임. (커뮤니티 이해의 폭이 넓어야 함)

• 커뮤니티 리더십을 가진 Developer Relations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길 기대함.

• 내부 개발자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함.
 개발자는 늘 바쁘다.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야 함.

 공유를 통한 집단 지성의 힘을 경험하게 해야 함. 

• 오픈 소스 생태계에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처럼 오픈/개방된 Developer Relations 
활동과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 또는 행사 기획
 해외에서는 시도 중 (https://2021.devrel.net/ )

 DEVOCEAN에서도 ’22년에는 연계 행사 기획 중

• Developer Relations vs. 애자일 코치
 개발자와 고민을 함께 하는 애자일 코치와 개발자 성장을 위해 활동하는

Developer Relations 역할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음. (정보 공유)

 SW공학의 발전은 애자일 방법론 이후로 새로운 방법론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음. 

사람에 더 집중하는 Developer Relations 활동의 시작

https://2021.devre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