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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호환성을 염두한 크로스브라우저에 대한
단상

요즘 새로이 출시되는 웹 서비스들 중에는 과감하게 IE6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발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 분명한 하나는 개발 장애 요인을 무수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IE6을 서비스 지원 범위에 포함하면서
부터 웹 개발자는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여담입니다만, IE의
attachEvent 문제하나로 파생된 이슈는 십만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발자들의 한숨에서 배출되는 CO2는 연간 1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상식의 범주를 넘어선 지랄맞은 이슈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마이너 패치들은 순수 기능 자체의 성능을 저하시키기
일수여서 비 IE계열 브라우저들이 피해를 보거나 기능 자체를 아예
제공하지 않도록 결정해 버리는 등 황당무계한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쉽사리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IE6과 7을 지원하기 위해 소모하는 리소스
비율은 프로젝트 단위로 최소 20%에서 40% 이상을 차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슈 트래커(맨티스, 트랙)의 기록에만 근거해서
말이죠. 자바스크립트 사용량이 많아질 수록 작업량은 더욱 증가합니다.
작업 리소스가 40%이상으로 할당 될 것이 예상되면 IE에서 보여지는
웹페이지는 개별적으로 디자인(설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크로스브라우저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IE만을 위한 스타일시트를 구분하여 로드할 필요도
없거니와 IE의 문서 표현영역을 고려할 필요도 없으며, 웹 애플리케이션은
각 브라우저의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구축할 수 있게
되겠죠.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IE류와 비 IE류로 구분하여
분할하고 병렬로 작업을 진행 할 수도 있겠군요.

브라우저가 웹을 표현하는 영역이 다양해 지고 처리 성능이 급증함에 따라

꿈처럼 생각하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해
보겠다고 달려든 지도 벌써 4년째에 접어들었네요. 그동안은 이러한 문제를
오로지 시간만이 해결 해 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만,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스스로
깨닳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인식을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성능
차이가 40배 이상 벌어진 이 마당에 크로스브라우저를 운운하며 생 지랄을
쳐 까는 짓은 그만 두자는 것이죠, 진보적인 웹 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요. 그 실천의 일환으로 IE6 사용자 들에게 업그레이드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그럴싸 한 라이브러리도 있더군요. 그
다음 단계는 브라우저 단위 버저닝입니다. 구린 브라우저 사용자에게는
구린 사용자 경험(UX)를 제공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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