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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럼 방법에서 백로그 바인더를 이용한 재사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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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애자일 방법과 소프트웨어 재사용의 장점을 통합하는 여러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스크럼
방법에 재사용을 도입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라인에 애자일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스크럼은 가장 인기있는 
애자일 방법이지만 재사용 결합의 연구는 부족하다. 한편, 백로그와 점증적 산출물과 같은 스크럼 개발의 자산은 재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스크럼 방법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통합 자산인 백로그 바인더를 식별하고 이들의 재사
용을 지원하는 백로그 바인더 재사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안한 기술을 구인 구직 응용에 적용하여 백로그 
바인더와 자산 재사용의 프로토타이핑을 보일 수 있었다.

주제어 : 스크럼,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재사용, 애자일 방법, 소프트웨어 공학

Abstract  There has been a growing amount of research on combining Agile methods and software reuse. 
Most of it introduces Agile into software product line rather than software reuse into Scrum method. 
Meanwhile, some assets such as backlogs and incremental artifacts in Scrum development are reusable. 
In this paper, we identify a backlog binder that aggregates reusable Scrum assets and proposes a backlog 
binder reuse technique. In addition, we can apply the proposed technique and show prototyping of backlog 
binder reuse in job match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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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소 트웨어 개발은 통  방식의 계획주도 

개발에서 애자일 개발로 패러다임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

고 있다[1,2].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과제와 시도를 낳고 

있으며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애자일 방법과 소 트웨어 

재사용을 결합하는 연구와 성공 사례 보고가 늘어나고 

있다[3,4].

부분의 애자일과 소 트웨어 재사용을 통합하는 연

구는 주로 소 트웨어 로덕트라인에 애자일 방법을 도

입하는 것들이다[5,6]. 반 로, 애자일 방법가운데 가장 인

기 있는 스크럼에 한 재사용의 결합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애자일 방법에서는 재사용을 한 사 의 노력

들을 변하는 인터넷 시 에 투자회수가 불확실한 리스

크로 인식되어 재사용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7]. 그러나 

스크럼에서는 백로그와 산출물이 기본 으로 제공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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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 근과 사용이 용이한 단 체를 

통해 재사용의 지원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럼 방법에서 재사용을 지원하는 

통합 자산인 백로그 바인더를 식별하고 이들의 재사용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기  연구에 속하는 계획 

주도의 개발, 애자일 방법, 재사용 그리고 백로그 팩토링

에 해 알아본다. 3장에서는 백로그 바인더와 백로그 바

인더 재사용 방안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로토타이핑

을 보인다. 5장에서는 련 연구를 비교하고, 6장에서 결

론을 기술한다.

2. 기초 연구

2.1 계획 주도의 개발

소 트웨어 로세스는 계획주도(plan-driven)와 애

자일 개발 로세스로 분류될 수 있다[8]. 계획 주도는 모

든 로세스 활동이 사 에 계획되고, 이후의 진 은 이 

계획을 바탕으로 측정되는 로세스이다. 이런 방식의 

개발은 량의 문서와 순차 인 소 트웨어 개발 활동의 

수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때때로 이러한 방법을 문서 주

도 방법 는 량  방법이라 부른다[9]. 이런 방식의 개

발은 최종 제품의 모든 속성을 상세히 명시하고 확정된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 환경에서 성공

이며 융 기 , 군사용, 정부 로젝트에 여 히 많이 사

용되고 있다[10]. 

그러나 시장이 보다 역동 으로 됨에 따라,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빠르게 응하는 애자일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2.2 애자일 방법과 스크럼

애자일 방법(Agile Method : AM)은 정형화된 계획 주

도의 통  개발방법의 경직성을 개선하여, 잦은 고객 

요구사항의 변경을 수용하면서 품질 좋은 소 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나타났다[11]. 이들의 핵심  개념으로

는 동작되는 소 트웨어의 빠른 개발, 시장 출시 시간 단

축, 짧은 타임 박스의 반복,  개발 과 고객간 피드백 단

축, 지속 인 통합, 자동화된 회귀 테스트를 들 수 있다. 

아울러, 개발에서는 문서의 최소화, 테스트 주도, 짝 로

그래 의 코드 심 이다[7]. 

[Fig. 1] Overview of the Scrum process

스크럼은 애자일 방법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임

워크이며 그림 1과 같이 스 린트라고 하는 1-4주 단

의 이터 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시장으로부터의 요구사

항이 발생되면 제품 백로그에 추가되고 매 이터 이션 

기에 열리는 스 린트 계획회의에서 한 번의 스 린트

동안에 개발할 양의 요구사항을 제품 백로그로부터 선택

한다. 이어서, 은 선택된 요구사항을 작업 수 의 태스

크로 세분화하여 스 린트 백로그로 옮겨 개발을 수행한

다. 하나의 스 린트는 반복되는 일일 스크럼(daily 

scrum)으로 수행되며, 스 린트가 끝나면 동작되는 제품 

증분을 갖게 된다.

2.3 재사용과 애자일 프로덕트라인 공학

소 트웨어 재사용은 소 트웨어 시스템의 일부를 새

로운 개발에 반복 으로 사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근방법이다[11,12]. 이런 근 가운데 계획 주

도 방식인 로덕트라인 공학(Product Line Engineering 

: PLE)은 제품군에 속하는 제품들의 공통 과 가변 을 

사 에 식별하고 비하여 새로운 응용에 규모의 재사

용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는 재사용 가능한 컴포 트

를 개발하는 도메인 공학(Domain Engineering : DE)과 

새로운 응용을 개발하는 어 리 이션 공학(Application 

Engineering : AE)으로 구성된다[13].

애자일 로덕트라인 공학(Agile Product Line 

Engineering : APLE)은 소 트웨어 개발 시 PLE나 AM 

각각의 기술이 단독으로 용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부족

한 을 처하기 해 각 장 의 통합을 혜택 받기 한 

시도이다[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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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verview of the APLE Scrum Process

APLE는 주로 PLE에 특정 애자일 방법이나 AM의 원

칙 는 랙티스가 용되고 있다. 그림 2는 PLE의 DE

와 AE 활동을 해 스크럼의 스 린트 계획과 백로그가 

도입된 APLE 스크럼 로세스를 보여 다. 부분의 애

자일과 재사용의 결합은 애자일에 재사용을 구 하기보

다 PLE에 애자일의 도입에 이 맞추어져 있다

[1,14,15].

2.4 백로그 재사용과 백로그 팩토링

백로그 재사용은 이 에 생성된 제품 백로그와 스

린트 백로그에 있는 항목을 새로운 개발에 다시 사용하

여 빠른 개발과 비용 감을 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

트웨어 재사용이며 백로그 팩토링을 통해 이루어진다

[16].  

백로그 팩토링은 각 스 린트에 수행할 요구사항이나 

작업을 결정할 때, 이 에 수행된 스토리나 태스크와 동

일 는 유사 유무를 간단하게 발견하여 재사용이 고려

된 항목을 제시하는 활동  기술이다[16].

3. 재사용을 지원하는 백로그 바인더 

3.1 백로그 바인더와 자산

3.1.1 백로그 바인더

백로그 바인더(Backlog Binder : BB)는 동 으로 변

화하는 시장의 요구에 능동 으로 응하기 해 스크럼 

방법으로 소 트웨어 개발 시 생성되는 각종 백로그와 

주요 산출물을 하나로 모아놓은 묶음이다. 이는 개발 기

간 동안이나 이후 작업에서 필요한 결과물의 손쉬운 

근과 사용을 허락한다. BB는 표 1과 같이 기본 백로그

(Elementary Backlog : EB), 로젝트 규모에 따라 생략 

가능한 선택 백로그(Optional Backlog : OB), 그리고 산

출물(Artifact : AF)로 구성된다.

Binder Item Description

Elementary Backlog Backlog for Product/Iteration 

Optional Backlog Optional Customizing Backlog

Artifact Artifacts of Iteration

<Table 1> Backlog Binder Item

세부 으로 EB는 요구 백로그(Requirement Backlog 

: RB)와 반복 백로그(Iteration Backlog : IB)로 이루어진

다. RB는 하나의 제품에 필요한 체 인 요구사항을 

한 백로그이다. 기본 으로, 하나의 제품에는 하나의 RB

가 사용되지만 규모 는 분산 개발의 경우에는 세분

화된 서  백로그를 가질 수 있다. IB는 스크럼 이 매

번의 반복에 수행할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RB에

서 최우선 순 로 구 이 요구되어 선택된 항목들로써 

 수 의 실질  작업들이다.  

3.1.2 백로그 바인더 자산 

BB에 있는 항목은 하나의 제품을 한 각종 개발의 

생성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속 개발 활동에서 참조  

사용될 수 있는 상이다. 다양한 자산의 리를 해 

BB는 표 2와 같은 유형을 지원한다.

Binder Item Asset type

RB Epic, Story

IB Task

AF Analysis, Design, Code, Test

<Table 2> Asset type for Backlog Binder Item

RB에서 재사용 가능한 주된 자산들은 이미 수행된 사

용자 스토리 형식의 RB 항목인 요구사항이며 필요에 따

라 형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에픽 형식의 요구들도 해

당된다.

IB에서 사용 가능한 자산은 요구사항의 구 을 해 

결정된 태스크 형식의 IB 항목이다. 이들은 원의 다양

한 실행 수  작업들의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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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의 자산은 각 태스크의 수행으로 나타난 다양한 활

동의 결과물이다. 산출물 자산의 리를 해, 해당 개발 

활동을 변하는 형이 지원된다.

3.2 백로그 바인더 재사용과 지원

3.2.1 백로그 바인더 재사용

백로그 바인더 재사용은 세부 으로 스토리 재사용, 

태스크 재사용, 산출물 재사용을 통해 지원된다. 

스토리 재사용은 요구 수 에서 지원되는 재사용이다. 

이는 패 리 제품 개발 시 동일 사용법 지원 는 공통  

기능을 요구하는 스토리들에 하여 재사용이 발생될 수 

있다. 

태스크의 재사용은 매 스 린트 동안 요구사항을 구

하는 에게 이  수행 작업과 동일한 요구가 식별되

었을 때 발생된다. 이는 재사용 가능한 스토리에 한 패

턴화된 방식의 작업으로 해결하는 경우에 자주 나타난다. 

산출물의 재사용은 분석, 설계, 구 , 테스트를 상으

로 다양한 종류의 재사용이 허락된다. 이 가운데 가장 

표 인 것은 코드 재사용이다.

3.2.2 백로그 바인더 재사용 지원

기존의 AM에서 백로그 바인더 자산을 이용한 재사용

처리는 그림 3과 같이 애자일 로세스, 백로그 바인더 

리, 백로그 바인더 자산의 3부분으로 이루어진다.

 

[Fig. 3]  Structure of Backlog Binder Reuse

애자일 로세스 부분은  로젝트 개발을 수행하

는 스크럼이 해당된다. 스크럼의 반복 증  처리와 백

로그 바인더 리를 통해 백로그 근  이용을 한다. 

백로그 바인더 리는 백로그의 생성, 항목 추가/삭제/변

경을 주 하며, 백로그 근이 필요할 때 스토리, 태스크 

그리고 산출물에 한 팩토링을 수행한다. 

백로그 바인더 자산 부분은 3.1.2 에서 살펴 본  

로젝트에서 산출된 각종 주요 결과물의 집합으로써 스크

럼 개발에서의 문서화와 재사용을 지원하는 통합 산출물 

단 체이다. 

3.3 스크럼 바인더 팩토링과 프로세스

3.3.1 스크럼 백로그 바인더 팩토링

백로그 바인더 팩토링이란 백로그 항목의 우선순  조

정 는 여러 작은 크기로의 분해시 이 에 수행했던 백

로그 항목과의 유사성을 간단히 식별하여 재사용이 고려

된 항목을 제시하는 활동  기술이다. 이는 BB에 있는 

RB와 IB에 하여 백로그 팩토링의 용으로 가능하다.

백로그 팩토링을 이용한 바인더 재사용 처리는 그림 4

와 같다. 

 

[Fig. 4] Overall Backlog Binder Factoring for 
Reuse

먼 , GetPriorityTempItem(BacklogBinderItem)을 통

해 처리하고자하는 최우선 순 로 수행될 후보 백로그 

항목(CurrentTemporary)을 백로그에서 얻고, 이에 해 

BacklogFactoring()을 수행한 결과(UpdateItem)를 

UpdateBacklog()를 통해 업데이트하고 백로그 바인더의 

팩토링을 마친다.

행 바인더 항목(CurrentItem)에 하여 백로그 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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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을 수행하는 BacklogFactoring()은 FindPreviousAsset()

을 통해 이 에 수행된 유사 항목(OldItem) 유무를 간단

히 검사하고, DecideCurrentItem()을 통해 재사용이 용

된 항목(UpdateItem)을 할당한다.

3.3.2 스크럼 백로그 바인더 재사용 프로세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백로그 바인더 재사용을 지원하

는 확장 스크럼 로세스는 그림 5와 같다. 

[Fig. 5] Extended Scrum Process for Backlog
Binder

  

기존 스크럼 처리에 추가된 백로그 바인더 팩토링은 

3.3.1 에 소개된 재사용 활동이다. 이는 스 린트 손질

하기, 스 린트 계획회의, 그리고 스 린트 기간 동안에 

수행된다. 스크럼에서 스 린트 손질하기는 백로그의 업

데이트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수행될 수 있다. 

 

4. 적용과 프로토타이핑

본 장은 3장에서 제안한 백로그 바인더 팩토링 기술을 

구인 구직 사이트 응용에 용하고 요구 백로그 수 에

서의 로토타이핑을 보인다.

⦁ 유사 스토리의 용

백로그 재사용을 하여, 한 sprint를 마치고 다음 

sprint에서의 유사한 스토리에 한 팩토링을 먼  살펴

본다.

그림 6의 상  부분은 기 수행된 여러 스토리 가운데 

재사용 상이 되는 Epic5와 한 크기로 분해된 3개

의 스토리인 Story5.x를 나타내고 있다. 

[Fig. 6] Backlog Factoring(Similar Story)

간 화면은  RB에서 최고 우선순  항목으로 백로

그 팩토링 상이되는 Epic12와 3개로 분해된 임시 스토

리TempStory12.x가 있다. 3번째 화면은 3.3.1 에 소개

한 백로그 팩토링의 단계를 보인다.  먼 , 

GetPriorityTempItem()을 통해 우선순 로 처리할 

TempStory12.1을 얻어 BacklogFactoring()을 수행한다. 

세부 으로 FindPreviousAsset()와 DecideCurrentItem()

에 의하여 단순 공통성 검사 결과인

Similar(TempStory12.1, Story5.1, Story12.1)을 수행하

고 재사용성있는 Story5.1과 유사한 Story12.1의 할당을 

보인다. 나머지 TempStory12.x에도 Similar()가 용되

어 단순화된 Story12.2와 Story12.3의 할당을 보인다. 

⦁ 동일 스토리의 용

여러 스 린트를 끝내고 동일 스토리가 용되는 새

로운 스 린트를 한 백로그 팩토링을 살펴본다. 그림 7

의 상단은 이미 수행된 Epic3와 세분화된 Story3.x를 보

여 다. 백로그 팩토링을 한 Epic8에 한 임시 스토리

인 TempStory8.1과 TempStory8.2가 제시되었다( 앙 

화면). TempStory8.1과 Story3.1은 동일성이 식별되어 

재사용되고, TempStory8.2은 새로운 스토리로 식별되고 

Story8.2의 할당을 나타내고 있다(마지막 화면). 

[Fig. 7] Backlog Factoring(Sam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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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연구 비교

일 이, Tian[17]은 PLE와 AM을 로젝트 리, 품질

보증 그리고 공학 에서 비교하고 애자일 랙티스를 

PLE에 결합을 연구하 다. 그리고 경량 인  APLE로의 

테일러링 가능성을 결론지었다. Carbon[7]은 명확하게 

정의된 기존의 AM을 직  용하기보다는 애자일 원칙

을 PLE에 포함시키는 것이 쉽다고 주장하고 PulSE-I을 

이용하여 AE에 애자일 원칙의 용을 보 다. 이들 연구

는 애자일 원칙을 PLE에 용한 연구들이다.

한편 스크럼 로세스와 PLE를 결합하는 연구들이 

있다. Diaz[5]는 스크럼의 스 린트를 2개 서  로세스

로 나 고 DE와 AE를 각각 지원하는 로세스를 제안

하 다. Kircher[6]는 AM과 PLE에서 공통 으로 사용되

는 피처를 심으로 스크럼과 PLE를 통합하는 로젝트 

성공 사례를 보고하 다. 이들 연구도 스크럼을 이용하

으나 PLE를 한 근인데 반해, 본 연구는 스크럼 자

산의 재사용을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의 연구로써 Martini[1]는, 형 소 트웨

어 개발에 있어서 재사용과 속도에 향을 끼치는 인자

와 이를 카테고리화한 요인맵(factor map)을 보고하 다. 

최근에는 애자일과 PLE를 용하는 소 트웨어 개발에

서 속도와 재사용에 향을 끼치는 의사소통 요소를 연

구하 다[18]. 이들은 속도와 재사용에서의 요인에 집

하는데 비하여 본 연구는 민첩한 방법과 재사용에 

을 두었다.

6. 결론

본 논문은 AM과 소 트웨어 재사용의 통합을 해 

스크럼 개발에서 BB의 재사용을 연구하 다. 먼 , 애자

일의 YAGNI원칙을 수하며 재사용을 지원하기 하여 

스크럼 개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백로그와 산출물을 

재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간주하 다. 그리고 이들 자산

을 빠르게 근, 이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단

로 묶는 BB를 식별하고 스크럼 방법에서 재사용을 지원

하는 백로그 바인더 팩토링 기술을 제안하 다.

로토타이핑을 통해, 구직 사이트 응용에 백로그 바

인더 팩토링 기술을 용하고 스크럼에서의 백로그 바인

더 자산의 재사용을 보일 수 있었다. 본 기술은 AM을 채

택하고 재사용의 장 을 원하면서도, 변하는 시장 환

경에 쓸모가 없을 지도 모르는 재사용의 사  투자를 피

하려는 개발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백로그 바인더 팩토링 기술을 

지원하는 소 트웨어 도구의 개발과 애자일과 린의 통합

을 통한 규모 개발에서의 백로그 바인더 팩토링 기술

의 이용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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