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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로그 팩토링을 이용한 백로그 상세화에서 재사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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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of Reuse in Backlog Refinement with Backlog Fac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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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프트웨어 재사용과 애자일 방법의 통합에 새로운 방안을 찾으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다. 본 논문은 스크럼
과 같은 애자일 방법에서 재사용과의 통합을 연구한다. 애자일 방법은 잦은 요구사항의 변경을 수용하며, 소프트웨어 
재사용은 개발 노력의 단축과 같은 장점이 있다. 스크럼 방법은 산업체에서 빠르게 수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
크럼 방법에서는 적극적인 재사용이 강조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통합 연구는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라인 공학에 
애자일 프랙티스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스크럼의 반복개발과 백로그 상세화 활동은 재사용을 촉진하는 장점을 갖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사용을 위한 스프린트의 특성과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확장 백로그 정련 스텝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애자일 방법에서의 재사용 지원을 위한 스크럼의 백로그 상세화에서 백로그 팩토링을 
통합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제안된 방법을 인터넷 쇼핑몰 어플리케이션 응용에 적용하고 프로토타이핑을 통하여 백
로그 상세화에서의 제품 백로그 재사용을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 스크럼, 백로그 상세화, 소프트웨어 재사용, 애자일 방법, 소프트웨어 공학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find a new way to combine software reuse and agile software 
development methods. This paper studies the integration of software reuse techniques in agile methods, such as 
Scrum. Agile methods have the advantage of accepting frequent requirement changes, while software reuse 
reduces development time. Despite the rapid acceptance of the Scrum method in industry, not much emphasis 
has been placed on active reuse in the Scrum method, and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introducing agile 
practices into software product line engineering. However, the iterative development and backlog refinement 
activities of the Scrum method present the advantage of facilitating software reuse. In this paper, we identify 
sprint characteristics and components for reuse and suggest extended backlog refinement step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integrate a backlog factoring technique into backlog refinement to support reuse in 
agile methods. In addition, we apply the proposed technique and demonstrate a prototype of product backlog 
reuse in backlog refinement for an Internet shopping mal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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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변하는 경쟁  비즈니스 환경에서 소 트웨

어를 빠르고 성공 으로 개발하기 하여, 재사용  애

자일 방법 기반의 여러 연구와 노력들이 꾸 히 나타나

고 있다[1,2]. 

소 트웨어 재사용은 기존 소 트웨어 자산을 새로운 

응용 개발에 다시 사용함으로서 비용  기간을 단축해

주는 잘 알려진 기술이지만, 재사용 자산 개발에 들어간 

노력과 비용들이 변하는 시 에 쓸모없어질 험을 가

지고 있다[3,4]. 반면에, 애자일 방법은 짧은 타임박스 기

간의 반복  방식과 동작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 요구사

항 변경의 수용과 빠른 제품 인도와 같은 장 을 제공하

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5,6]. 그러나 

애자일 방법은 선제 인 계획과 투자를 회피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4]. 

최근에, 재사용과 애자일 방법이 제공하는 장 들을 

서로 보완하며 통합하는 새로운 소 트웨어 개발 방법을 

찾는 여러 연구와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부분의 

노력은 주로 소 트웨어 재사용을 추구하는 로덕트 라

인 공학에 애자일 방법의 도입에 집 되어있다[7,8]. 그러

나 산업체에서 인기가 높은 애자일 방법인 스크럼에서의 

재사용 통합 연구는 부족한 실이다. 스크럼이 제공하

는 매 스 린트의 반복 활동과 이에 따른 결과물은  다

른 스 린트에서의 재사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반복 증  개발에서 나타나는 새로

운 재사용 형태인 스 린트 재사용을 식별하고 백로그 

팩토링을 이용하는 제품 백로그 상세화에서의 재사용 방

안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기  연구에 속하는 스크럼 

방법, 백로그 팩토링, 제품 백로그 상세화, 그리고 소 트

웨어 재사용에 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백로그 팩토링

을 이용한 백로그 재사용을 지원하는 백로그 상세화 방

안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로토타이핑을 보인다. 5장에

서는 련 연구를 비교하고, 6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기초 연구

2.1 스크럼 방법

스크럼은 소 트웨어 개발 작업을 리하기 한 

임 워크로서, <Table 1>과 같이 3가지 역할, 3가지 산출

물,  5가지 이벤트를 갖고 있다[9].

Role Artifacts Event

Product Owner,  

Team, 

Scrum Master

Increment, 

Product Backlog, 

Sprint Backlog

Sprint,

Sprint Planning, 

Daily Scrum, 

Sprint Review, 

Retrospective

<Table 1> Scrum Basics

스크럼 로젝트는 [Fig. 1]과 같이 스 린트라고 하

는 반복 작업으로 수행된다[9]. 이는 제품 비 으로 부터 

시작되어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목록인 제품 백로그로 

발 한다. 첫 번째 활동인 스 린트 계획에서는 최우선 

순 의 제품 백로그 항목을 선택하고 작업 수 의 단

인 태스크로 분해하여 스 린트 백로그에 장한다.

은 반복 인 일일 스크럼을 통하여 태스크 구 을 

수행한 후에, 스 린트 검토와 회고를 거처 스 린트의 

결과물인 제품 증분을 얻게 된다.

[Fig. 1] Scrum Lifecycle

2.2 백로그 팩토링

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

타나는 공통된 이해와 근으로 인해 문제해결에 여러 

작업들이 자주 반복될 수 있다.

백로그 팩토링이란 스 린트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이나 작업을 결정할 때, 이  백로그와 동일 는 유사 

유무를 간단하게 발견하여 재사용이 반 된 백로그 항목

을 제시하는 기술이다[10]. 

백로그의 재사용을 허락하는 백로그 팩토링 차는 

착수-발견-결정의 반복  활동으로 구성되며 모든 원

에 의해 수행된다. 백로그 착수(Initiate)는 백로그 팩토링

에 필요한 기 작업을 비하는 활동이다. 이는 백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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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 린트 기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 개 작은 크기의 항목으로 분해하여, 간단

한 이름을 할당한다. 백로그 발견(Discover)은 최우선 순

로 개발을 해 제시된 후보 백로그 항목과 동일하거

나 비슷한 기 개발된 백로그 항목이 있는지를 검색하는 

활동이다. 백로그 결정(Decide)은 발견 활동이후 재사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항목을 결정하는 활동이다.

2.3 제품 백로그 상세화

제품 백로그 상세화(Product Backlog refinement)란 

제품 백로그를 잘 정리하고 이해를 하여 다음 스 린트 

계획회의를 빠르고 생산 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활

동으로, 제품 백로그 항목의 생성과 정련, 추정, 순 화의 

3가지 주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11].

항목의 생성과 정련에서는 추가 정보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항목을 생성하거나 기존 항목을 변경하고, 더 이

상 필요 없다고 단되는 항목은 삭제된다. 백로그 항목

의 추정에서는 항목의 크기와 개발 노력의 상치를 결

정한다. 항목의 순 화에서는 비즈니스 가치의 변경, 작

업  지식의 험  불확실성, 릴리스 역량, 작업의 종

속성 고려에 따라 항목의 순 를 재조정해야한다. 아울

러, 큰 항목을 하게 되면, 스 린트 기간 내 처리가 가

능한 크기의 항목으로 분해한다.

스크럼에서는 제품 백로그 상세화 작업을 어떻게 하

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스 린트 가용 시간의 10% 이

내 할당을 언 하고 있다[12]. 

2.4 소프트웨어 재사용

소 트웨어 재사용은 한번 소 트웨어 자산을 개발하

고 여러 번 사용으로 개발 비용  시간 약, 고 품질 유

지, 그리고 출시의 가속화를 진하는 잘 알려진 소 트

웨어 기술이다[13].

개발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 트웨어 재사용 

근 방법에는 우연 , 진 , 리 , 계획 의 4가지가 

있다[5]. 우연  재사용(ad hoc reuse)은 개인 수 에서 

필요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찾아서,  동료와 공

유하며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진  재사용(facilitated 

reuse)은 재사용 가능한 자산의 개발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와 기법을 제공하지만 재사용을 요구하기보다

는 권고하는 수 이다. 리  재사용(managed reuse)은 

재사용 가능한 자산의 식별에 을 두고 자산의 개발, 

공유, 채택을 통제  리하는 방식이다. 계획  재사용

(designed reuse)은 재사용 가능한 자산의 개발에 을 

둔 가장 높은 재사용성을 지원하며, 제품군의 공통 을 

재사용하는 로덕트 라인 공학(Product Line Engineering 

: PLE)을 한 개발에 합한 방식이다. 특히, 애자일 방

법의 반복은 로젝트 상황에 유리한 만큼 재사용 근 

방법의 선택, 용, 그리고 증  진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3. 재사용을 지원하는 백로그 상세화

3.1 스프린트 재사용과 스프린트 특성

3.1.1 스프린트 재사용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에 응하기 해 도입된 짧

은 주기의 반복들에서 수행된 특정 스 린트의 활동과 

결과물은 다른 스 린트에서도 다시 사용될 수 있다.

스 린트 재사용이란 변경을 수용하며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반복 증  애자일 개발에서, 매 스 린트의 

고유 목  달성을 해 수행한 노력과 결과를 재사용하

는 근방법을 말한다. 

3.1.2 재사용을 위한 스프린트 특성

매 반복마다 새로 시작되고 되풀이되는 스 린트 계

획, 일일 스크럼, 스 린트 검토, 스 린트 회고와 같은 

스크럼 이벤트들을 통해 축 되는 문제 이해  해결은 

<Table 2>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Characteristics Description

Frequent Backlog 

Contact
Iterative Requirement Handling

Frequent Artifact Contact Iterative Artifact Handling

Frequent Reconsideration
Iterative improvement on 

development

<Table 2> Characteristics of Sprint for Reuse

  

  

잦은 백로그  : 스 린트 계획 회의에서의 잦은 

백로그의 취 과 은 지속 인 요구사항 악과 이해

의 기회를 제공한다.

잦은 산출물  : 스 린트 기간 동안 매일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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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일 스크럼에서는 요구사항의 실 을 한 구체 인 

산출물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들에 한 상세한 이해는 

자연스럽다.

잦은 개발의 재 고려 : 스 린트 마지막에 수행되는 

검토와 회고는  스 린트 노력과 결과에 한 반성  

재 고려를 갖도록 하여, 다음 스 린트에서의 개선과 개

발 향상을 유도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Table 3>과 같이 지속 인 요구사

항  산출물의 이해와 개선을 한 재고들로 나타나, 반

복에서의 재사용을 진한다. 

Reuse Facilitating Activity

1 Continuous Understand of Requirement

2 Continuous Understand of Artifacts

3 Continuous Reconsideration

<Table 3> Reuse Facilitating Activities

3.2 재사용을 위한 구성과 백로그 팩토링

3.2.1 스프린트 재사용을 위한 구성

반복 증 으로 수행되는 애자일 방법에서 스 린트 

재사용을 한 맞춤화 확장을 허락하는 개념  구성은 

[Fig. 2]와 같이 백로그 재사용자, 백로그 정련자, 백로그 

보 자, 백로그 스 린터의 4부분으로 구성된다.

[Fig. 2] Component of Extended Sprint Reuse
 

백로그 스 린터(Backlog sprinter)는 스 린트 내에 

수행되는 스 린트 계획, 일일 스크럼, 스 린트 검토, 스

린트 회고와 같은 스크럼 이벤트들의 총체  수행자를 

말한다. 이는 백로그 재사용자와 백로그 정련자에 기반

을 제공하며, 새로운 이벤트로 구성되는 스 린터의 

치를 통해 맞춤화 가능하다. 백로그 정련자(Backlog 

refiner)는 기존 스크럼 이벤트에 속하지 않으면서 스크

럼에서 언 되고 있는 백로그 상세화 활동 지원자이다. 

정련자를 이용하는 백로그 상세화의 확장은 3.3.1 에 다

루어진다. 백로그 재사용자(Backlog reuser)는 백로그 스

린터를 기반으로 하는 백로그 정련자에 한 재사용 

제공자이다. 백로그 상세화에서의 재사용 지원은 백로그 

팩토링으로 실 되며 3.2.2 에 다루어진다. 백로그 보

자(Backlog holder)는 스 린트 기간 생성되고 스 린터, 

정련자, 재사용자에 의해 공유되는 산출물들의 보 자이

다. 개발환경에 따라 폴더, 데이터베이스, 스토리 보드, 

인덱스 카드묶음으로 표 된다.

3.2.2 스프린트 특성을 활용하는 백로그 팩토링

비용의 극 인 재사용을 해, 매 반복마다 스

린트 수행을 통해 부수 으로 얻은 백로그 항목의 이해

와 악을 [Fig. 3]과 같이 백로그 팩토링의 착수, 발견, 

결정의 스텝에 사용하여 추가 노력의 약과 재사용 

진에 활용한다.

[Fig. 3] Backlog Factoring Steps and Reuse 
Facilitato

착수(Initiation)는 후보 백로그 항목(Backlog Item : 

BI)의 선택, 분해, 설명  이해 활동으로써, 잦은 반복으

로 평소에 축 된 요구사항의 악은 백로그 팩토링의 

착수 활동에도 사용되어 별도 작업의 생략을 유도한다. 

발견(Discovery)은 기 수행된 백로그 항목 가운데 재사

용 가능한 것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활동으로써, 일일 스

크럼이나 스 린트 기간에 구 을 하면서 얻게 된 산출

물에 한 이해는 재사용 가능한 백로그 발견을 손쉽게 

해 다. 결정(Decision)은 안의 유무 여부나 최 의 

안을 결정하는 활동으로, 매 스 린트마다 반복되는 개

선을 한 지속 인 검토와 결정들의 이해와 악은 유

사성 결정을 용이하게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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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확장 스크럼 백로그 상세화와 프로세스

3.3.1 확장 백로그 상세화

확장 백로그 상세화란 스 린트 기간에 백로그 상세

화를 수행하면서 재사용을 지원하는 확장을 의미한다. 

백로그 상세화 회의에는 스 린트 동안 직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산출물을 구 한 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백로

그 상세화 수행 후 재사용이 용이하다. 스 린트 재사용

을 지원하는 확장 백로그 상세화(Extended Backlog  

Refinement)는 [Fig. 4]와 같이 기존의 백로그 상세화 활

동에 원의 산출물 이해와 경험을 활용하는 재사용 처

리가 추가되어있다. 

구체 으로, 다음 스 린트에 필요한 제품 백로그 항

목(Product Backlog Item : PBI)의 유형에 따라, 제품 백

로그 리(ManagePBI()), PBI순서화(PrioritizePBI()), 

PBI추정(EstimatePBI())이 수행되고 재사용을 한 백로

그 팩토링(BacklogFactoring())이 처리된다. 

[Fig. 4] Extended Backlog Refinement Steps

제품 백로그 리(ManagePBI())는 항목의 생성, 삭제 

 변경을 해 목록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CreatePBI(), DeletePBI(), ChangePBI()가 호출된다. PBI 

순서화는 여러 백로그 항목 가운데 다음 스 린트에서 

우선 으로 구 이 필요한 항목의 선정을 해 

PrioritizePBI()에서 처리된다. 이는 백로그를 악하고,  

주요 항목의 의존성, 요성, 구 의 시 성, 시장성을 고

려하여 순  결정과 조정을 수행한다. PBI 추정은 백로

그 항목의 크기를 측하기 하여 EstimatePBI()에서 

처리되며 백로그 항목 이해, 의 개발 속도 악, 기존 

유사 산출물 비교의 활동을 갖는다. BacklogFactoring()

은  원이 참가하는 백로그 상세화 진행 에 수행된

다. 먼 , 차기 스 린트를 한 상세화 처리 인 후보 

항목을 달받고 크기가 크면 분해한다. 이어서, 개발 

원이나 단순 이름 규칙에 의해 후보 항목에 한 기 개발

된 유사 백로그 항목이 제시되고 유사성 여부가 식별된

다. 만일 후보 항목이 이  스 린트에서 개발된 백로그 

항목과 유사한 항목인 경우, 이 의 백로그 항목을 재사

용하고 항목을 결정하여 조정한다.

3.3.2 확장 백로그 상세화와 스크럼 프로세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 린트 재사용이 허락되는 백

로그 상세화를 한 확장 스크럼 로세스는 [Fig. 5]와 

같다.

확장 로세스는 [Fig. 1]과 같은 반복 증 인 기존 

스크럼 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확장 가

능한 특화 활동과 재사용을 지원하도록 백로그 상세화와 

백로그 팩토링이 추가되었다.

[Fig. 5] Extended Scrum Process for Backlog Refinement

백로그 팩토링이 지원되는 백로그 상세화는 제품 백

로그, 스 린트 백로그 산출물을 이용하며 필요에 따라 

스 린트 계획, 스 린트/일일스크럼, 스 린트 검토, 회

고에서 호출 가능하다. 

 

4. 적용과 프로토타이핑

본 장은 3장에서 제안한 확장 백로그 상세화 기술을 

인터넷 쇼핑몰 응용에 용하고 백로그 수 에서 재사용

의 로토타이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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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스토리의 용

백로그 상세화를 하면서 발견되는 동일 스토리에 

한 팩토링을 통한 재사용을 먼  살펴본다. [Fig. 6]의 상

 부분은 기 수행된 여러 스토리 가운데 재사용 상이 

되는 Epic3(사용 후기)와 한 크기로 분해된 2개의 스

토리인 Story3.1(로그인)과 Story3.2(코멘트)를 나타내고 

있다. 간 화면은 백로그 상세화를 하고있는 후보 백로

그 항목인 Epic 8(내 쿠폰)과 2개로 분해된 임시 스토리 

TempStory8.1(로그인)과 TempStory8.2(쿠폰 보기)를 

보여 다. 

3번째 화면은 3.3.1 에 소개한 확장 백로그 상세화의 

BacklogFactoring()을 통해 시작되는 백로그 팩토링을 

보인다. 처리 인 임시 스토리인 TempStory8.1(로그인)

과 이 에 수행된 Story3.1(로그인)의 동일성이 발견되어 

Same(TempStory8.1, Story3.1)의 용을 통한 재사용을 

보이고 있다. 

[Fig. 6]  Backlog Factoring(Similar Story)

⦁ 유사 스토리의 용

여러 스 린트를 끝내고 유사 스토리가 용되는 확

장 백로그 상세화를 한 백로그 팩토링을 살펴본다.

[Fig. 7] Backlog Factoring(Same Story)

[Fig. 7]의 상단은 이미 수행된 Story 2를 보여 다. 백

로그 상세화 에 있는  임시 스토리 TempStory9가 제시

되었다( 앙화면). TempStory9(삭제 메시지 리스트)와 

Story2(새로운 메시지 리스트)의 유사성이 식별되어 

Similar(TempStory9, Story2, Story9)가 용되고, 재사

용성이 있는 Story9(List message(delete))의 할당을 나

타내고 있다(마지막 화면). 

5. 관련 연구 비교

소 트웨어 재사용과 애자일 방법을 결합하는 기 

연구 가운데, Tian[14]은 애자일 랙티스를 PLE에 결합

을 연구하 으며 Carbon[15]은 PulSE-I을 이용하여 애

자일 원칙을 PLE에 포함을 보 다. 이어서, Diaz[16]는 

체계 인 문헌 연구를 통해 두 분야의 원리는 서로 모순 

되어 보이지 않으며, Silva[17]는 결합에 사용된 부분

의 애자일 랙티스는 XP와 스크럼에서 나왔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스크럼 로세스에 재사용을 용하는 연구들로

써, Diaz[18]는 스크럼의 스 린트를 2개 서  로세스

로 나 고 PLE를 지원하는 로세스를 제안하 고, 

Kircher[19]는 피처를 심으로 스크럼과 PLE를 통합하

는 성공 사례를 보고하 다. 이들 연구는 스크럼을 이용

하 으나 PLE를 한 근인데 반해, 본 연구는 스크럼

에서 백로그의 재사용을 목표로 하 다.

최근에 Diaz는[7] 로덕트 라인 아키텍 을 애자일 

방식으로의 구축과 진화를 한 스크럼 로세스 확장을 

제안하 으며, Silva[8]는 애자일 방법과 PLE의 결합방

법을 연구하고 23가지 유형을 발견하 다. 재사용과 애

자일 통합의 연구는 여러 에서 꾸 히 계속되고 있다. 

6. 결 론

본 논문은 스크럼의 백로그 상세화에서 재사용 지원

을 통해 소 트웨어 재사용과 애자일 방법의 결합을 연

구하 다. 먼 , 애자일 방법의 반복 개발에 나타나는 새

로운 형태의 재사용과 이를 지원하는 구성을 식별하 다. 

그리고 스크럼의 백로그 상세화에서 백로그 팩토링을 이

용하는 재사용 방안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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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토타이핑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응용에 백로그 

팩토링 기술을 용하고, 스크럼의 백로그 상세화에서 

재사용을 보일 수 있었다. 본 기술은 날로 사용이 증가하

고 있는 스크럼 개발에서의 재사용 제공에 사용될 수 있

다고 사려 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애자일 개발에서 산출되는 여러 재

사용 가능한 결과물간의 연  개발 방안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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