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에 대한 찬사

“이 책은 애자일 코치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케네스 루빈은 우리 모두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책을 썼다.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 하는’ 관리자가 있는가? 이 책을 건네고 3장을 읽어 

보라고 부탁하자. 계획 주도적 운영 방식보다 스크럼이 왜 더 안전한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

다. 이 책은 관리자 간의 대화를 위해 쓰인 책이다. 또한, 팀이 스크럼을 이해하도록 돕고 싶다

면 이 책 전반에 사용된 시각적 아이콘이 도움될 것이다.” 

― 리사 애드킨스Lyssa Adkins, 애자일 코칭 연구소Agile Coaching Institute 애자일 코치의 코치, 

《코칭 애자일 팀Coaching Agile Teams》의 저자 

“지금까지 나온 책 중 스크럼 프레임워크의 핵심에 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한 책! 이 책은 

스크럼 경험 여부에 상관없이 스크럼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관심이 있는 사람

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 케네스 루빈은 스크럼 프레임워크의 요점을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시각 자료로 바꾸는 작업을 훌륭하게 해냈다. 나는 여러 팀의 스크럼 코치로 일하면

서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배우고 연습하는 팀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시각 자료를 

자주 사용한다. 나는 큰 회사와 도구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10년 넘게 줄곧 스크럼을 잘못 

이해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이 책을 읽으면 기본으로 돌아가 무엇이 중요

한지 되새겨 볼 수 있다.”

― 조 발리스트리에리Joe Balistrieri, 록웰 오토메이션Rockwell Automation의 프로세스 개발 관리자

“애자일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느린 IT 회사에서 이 책을 모든 프로젝트 관리자와 출시 관

리자에게 읽어 보라고 권한다면 회사의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는 IT 회사가 성공적

으로 스크럼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비즈니스 사례와 프로세스에 관한 자료를 제공

한다.”

― 존 바우어 3세John F. Bauer III, 큰 규모의 IT 회사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술 솔루션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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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트레이너 그리고 스크럼 얼라이언스의 매니징 디렉터로 일했던 광범위한 케네스 

루빈의 경험이 이 책에 녹아 있다. 이 책은 스크럼에 대한 기초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프로젝

트 관리자는 어떻게 되는가?’와 같은 묵직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스크

럼의 큰 그림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애자일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조직의 리더가 스

크럼 팀에 어떻게 참여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안내한다.”

― 사미아 S. 벤드레Sameer S. Bendre, 3i 인포테크3i Infotech 주식회사의 CSM, PMP, 시니어 컨설턴트

“만약 애자일 개발이나 스크럼을 처음 접한다면 시작부터 남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이 책이 

도와줄 것이다. 이 책은 분명하고 생생한 예시와 설명이 있다. 질문이 생기면 그 주제를 다루

는 챕터를 찾아 읽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 요하네스 브로드월Johannes Brodwall, 스테리아 노르웨이Steria Norway 고급 솔루션 아키텍트

“케네스 루빈의 잘 짜여진 설명은 스몰토크(Smalltalk)의 감수성에 잘 맞는 명확성을 가지고 있

다. 스몰토크는 그가 수년간 일한 개발 환경이고, 스크럼과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이 개발 

환경에서 생겼다. 이 책은 애자일 운영 원칙의 요점을 알려 주고, 더 효율적인 애자일 접근법

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 로완 버닝Rowan Bunning, 스크럼 위드스타일Scrum WithStyle 설립자

“요즘은 스크럼 책이 넘쳐난다. 하지만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리 스크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케네스 루빈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애자일 개발의 튼튼한 기초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데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 모든 것을 제품 개

발 전에 계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닫고, 반드시 점진적으로 일을 진행하며 배워 

나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책 제목에 ‘스크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이 책은 

스크럼을 넘어서 애자일을 활용하는 더 많은 관리자와 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리사 크리스핀Lisa Crispin, 《애자일 테스팅Agile Testing》의 공동 저자

“케네스 루빈은 스크럼 개발에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써 냈다! 스크럼

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을 다룬다!” 

― 마틴 디보스Martine Devos, 유럽의 스크럼 선구자이자 공인 인증 스크럼 트레이너(C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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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애자일 관련 서적을 몇 가지 리뷰했는데 항상 ‘진짜 이런 책이 하나 더 필요한

가?’라는 질문이 언제나 마음속에 떠올랐다. 케네스의 책에 관해서 같은 질문을 한다면 ‘필요

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필요한 것에 대한 색다르고 풍부한 경험을 접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케네스는 그런 소중한 관점을 제공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이 책의 독특한 점 하나는 흥미로

운 아이콘 그림이다. 케네스는 스크럼과 애자일을 위해 새로운 아이콘 언어를 만들었다. 이 

책의 훌륭한 내용이 스크럼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확장해 줄 것이다.” 

― 스콧 던컨Scott Duncan, 애자일/스크럼 코치 및 트레이너 

“스크럼 수업을 받았거나 스크럼 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이 배운 

것을 되새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낄 것이다. 이 책은 스크럼 프로세스를 어떻게 적용해서 

애자일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다루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 가능한 

계획(스프린트)으로 나눌 수 있는지 설명한다. 케네스 루빈은 풍부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다

양한 조직에서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고 어떤 것이 효과가 없었는지 알려 준다. 간결한 레이아

웃과 시각적 아이콘을 통해 원하는 주제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폭포수 접근

법에서 좀 더 애자일 방식에 가까운 방향으로 진화하고자 하는 조직이라면 이 책이 그 여정에 

완벽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 줄리아 프레이지어Julia Frazier, 프로덕트 관리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새로 적용하

는 것은 더 어렵다. 이 책을 활용하면 스크럼을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성공적인 스크럼 도입과 동시에 비즈니스 가치 생산도 가속화될 것이다. 내가 처음 

스크럼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책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이어 헤드마크Geir Hedemark, 베이스팜 ASBasefarm AS의 개발 매니저

“이 책이 다음 세대 스크럼 사용자의 기본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의 스

크럼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소개를 담았다. 특히 스크럼을 설명하는 환상적인 그림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케네스의 가치 있는 통찰과 경험을 통해서도 많은 것

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일란 골드스타인Ilan Goldstein, 리드 엘스비어Reed Elsevier의 애자일 솔루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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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럼은 품격 있는 단순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묘하게 복잡하기도 하다. 이 책에서 케네스 

루빈은 우리에게 필요한 단순함을 잃지 않으면서 복잡한 부분을 한 단계씩 풀어서 가이드해 

준다. 실제 경험과 딱 맞아떨어지는 친밀한 그림이 스크럼을 더욱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 준

다. 조직에 스크럼을 적용하기 시작했거나 고려하는 단계라면 고위 관리자와 팀원 모두 반드

시 읽어야 할 책이며, 내 학생들에게도 추천할 책이다.”

― 존 헤블리John Hebley, 헤블리 & 어소시에이트Hebley & Associates

“케네스는 이 책에서 실질적인 애자일/스크럼 적용에 대한 포괄적이고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

공하면서 풍부한 지혜와 지식을 풀어놓는다. 애자일을 처음 사용하는 조직과 계속해서 발전 

중인 조직 모두에게 이 안내서는 완벽한 도구다.”

― 데이비드 러즈퀴노스David Luzquiños, 벳페어Betfair의 애자일 구현 의장이자 코치

“케네스 루빈은 애자일을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명확성과 통찰력을 끊임없이 전해 준다. 공식

적이고 이상적인 스크럼의 정의를 알려 주면서 어떻게 이를 실용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수년간의 워크숍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지혜를 이 책을 통해 읽을 수 

있다. 만일 애자일 적용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스크럼 실천을 위한 가이드를 찾고 

있다면 이 책을 집어 들어라.”

― 콴 뮬리건Cuan Mulligan, 프리랜서 코액티브 애자일 코치 

“스크럼에 대한 책이 처음 출간된 지도 10여 년이 넘었으니 스크럼 프레임워크의 핵심과 지난 

10년 간의 경험, 실질적인 접근법을 함께 다룬 책이 나올 때도 되었다. 케네스 루빈은 이를 독

단적이지 않으면서 만족스럽게 해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스크럼에 대한 실용적인 시각

을 갖게 되고, 사업적 이득을 얻기 위해 언제 어떻게 스크럼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배울 수 

있다.”

― 이베스 스탈지스Yves Stalgies, www.etracker.com의 IT 디렉터

“스크럼 적용은 제품 개발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모두가 그 기본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책은 스크럼에 대한 큰 그림과 세부 사항 모두를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한다. 표준 참고서가 될 책이 틀림없다.”

― 케빈 투레스키Kevin Tureski, 케빈 투레스키 컨설팅Kevin Tureski Consulting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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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ᅳ크럼.indb   2 2016. 11. 22.   오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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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말씀

• 이 책에 있는 각주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옮긴이가 작성하였습니다.

• 이 책에 등장하는 회사명, 제품명은 일반적으로 각 회사의 등록 상표(또는 상표)이며, 본문 중에는 TM, Ⓒ, Ⓡ 마크 등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옮긴이 혹은 출판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옮긴이: 박준표(pyopark@pyopark.com), 박찬양(kcy147@gmail.com)

     - 출판사: readers.jpu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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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사랑으로 지켜봐 주는 내 아내 제니,

영감을 주는 두 아들 조나와 애셔,

열심히 일한 노동의 가치를 알려 준 아버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보여 준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칩니다.

(부모님의 기억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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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ᅳ크럼.indb   9 2016. 11. 22.   오전 9:47



차례x

기술적 채무    161

개요   161

기술적 채무의 결과   163

티핑 포인트 예상 불가  164  |  전달 시간 증가  165  |  많은 결함  165

개발 및 지원 비용 증가  165  |  제품 위축  166  |  예상 가능성 감소  166

낮은 성과  166  |  전반적인 좌절감  167  |  고객 만족 감소  167

기술적 채무의 원인   167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168  |  거짓으로 속도를 증가시키려는 시도  168

테스트를 줄이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미신  169  |  채무 위에 쌓는 채무  170

기술적 채무는 반드시 관리되어야 한다   172

기술적 채무의 축적 관리   173

좋은 기술적 관습 사용  173  |  강력한 완료의 정의 사용  174

기술적 채무의 경제학 이해하기  174

기술적 채무 가시화   177

비즈니스 수준에서 기술적 채무 가시화  177

기술 수준에서 기술적 채무 가시화  179

기술적 채무의 이자 상환   180

모든 기술적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님  182

보이 스카우트 규칙 적용 (채무를 발견하면 이자를 갚아라)  183

기술적 채무를 점진적으로 갚음  184  |  이자율이 높은 기술적 채무를 먼저 갚음  185

고객 가치가 있는 작업을 실행하면서 기술적 채무를 갚음  186

마무리   187

제품 책임자    191

개요   191

주요 책임   192

경제 관리  192  |  계획에 참여  195  |  제품 백로그 그루밍  195

인수 기준의 정의와 이들이 충족되었는지 결정  196  |  개발 팀과 협력  196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198

Chapter 8

Chapter 9

제  2  부  |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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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iii 추천사

이 책의 제목은 ‘에센셜 스크럼’이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다. 첫 번

째로 이 책은 에센셜하지 않다. 500쪽이 넘는 책을 에센셜이라고 하기가 뭐하다. 에센셜이라

고 하면 보통 꼭 필요한 핵심적 부분을 일컫는데, 책의 외형으로 보나 내면으로 보나 에센셜

이라기보다는 포괄적인 느낌이다.

저자 케네스 루빈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듣고는 이해가 가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책 여러 권을 항상 추천해 줬는데 그럴 필요 없게 모든 걸 담은 한 권의 책을 쓰고 싶었

다고 한다. 사실 스크럼에서 에센셜한 문서라면 스크럼 가이드(scrum.org가 만든 것)나 스크럼 

프라이머(스크럼 연합(Scrum Alliance)이 만든 것) 정도를 예로 들 수 있다(참고로 두 조직은 정치적

으로 방향을 달리한다). 하지만 이 정도의 내용을 다룬다면 에센셜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은 

과하다 싶다(역으로 생각해, 저자가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전부를 ‘꼭 필요한 핵심’으로 봤을 수도 있긴 

하다).

반대로,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생기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통상적인 

스크럼 책 한 권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내용을 한 권으로 다 배울 수 있다. 특히, 9장,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 같은 경우 스크럼 입문 책에서 다루지 않는 제품 관리자의 구체적 역

할이나 제품 로드맵, 포트폴리오 등 좀 더 넓은 범위의 지식을 쌓을 수 있다. 내 생각으로는 

관련 서적을 대략 대여섯 권은 봐야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모여 있다. 정말 딱 한 권으로 스크

럼의 발전과 고급 기법까지 접하고 싶다면 이 책만 한 책이 없다. 케네스 루빈은 자신이 이 책

을 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듯 보인다.

두 번째로 잘못된 점은 스크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이다. 저자가 스크럼 연합의 첫 번

째 상임이사(managing director)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스크럼이란 단어를 쓴 것이 이해가 되기

는 한다. 하지만 책 내용은 스크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5장 사용자 스토리나 8장 

기술적 채무 등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애자일 방법론에서 별 구분 없

이 사용하는 개념이다. 사실 이 책에 있는 70% 이상의 내용이 스크럼과 상관없이 개발된 것

이 많고, 따라서 애자일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과 지식이다.

추천사 김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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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이 책의 독자들은 여기에 나온 지식과 기법을 스크럼이 아닌 곳에 사용하면서 

죄의식을 느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기실 내가 본 대부분의 성숙한 스크럼 조직들은 스

크럼과 기타 애자일 방법들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추가로, 좀 더 관심이 생기는 기법이나 

개념이 있다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직접 탐구해 볼 것을 권한다. 

그래도 스크럼이라는 제목을 사용해서 얻는 장점도 있다. 일단, 근래 애자일 방법론 중 

가장 인기 있고 지명도가 있는 스크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접근이 쉽다

는 점이 있다. 그리고 스크럼이 그렇듯이 이 책에는 기술적인 언급이 거의 없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 점 역시 저자의 집필 의도였다고 한다). 

주변에서 비개발자가 애자일 관련 추천 서적을 요청한다면 이 책을 권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독자를 위해 주의사항 하나를 언급하고 추천사를 마칠까 한다. 저자가 서두

에서 크네빈 프레임워크를 언급하며 스크럼은 복합 영역에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복합 영역은 소위 베스트 프랙티스가 가장 위험한 접근법이 될 수 있는 영역이다. 매

번 새로운 문제가 펼쳐지고 분석과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진행하는 도중에 접근법을 찾아내는 것(emergent practice)이 필요한 영역이

다. 이 면에서 보자면,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를 마땅히 해야 할 규칙과 규

범으로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할 수 있다. 크네빈 프레임워크에서는 복합 영역에

서 조사하고, 감지하고, 반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조사(probe)는 가느다란 탐침으로 

찔러서 내부를 조사하는 걸 말한다. 쉽게 말하면 실험이다. 실험하고 무슨 일이 생겼나(어떤 

부분이 성공이고 실패인지) 잘 살펴보고 그에 맞게 반응하는 것(성공이라면 그걸 확대하고 실패라

면 그 피해를 축소하고), 이것이 스크럼의 에센셜이 아닐까 싶다. 독자 여러분도 이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실험하고 살피고 반응할 수 있기를 빈다.

김창준 

김창준은 현재 애자일 컨설팅의 대표로, 2000년경부터 국내에 애자일 방법론을 도입하는 일을 해 왔다. 《실용주의 프로그

래머》, 《테스트 주도 개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2판)》 등의 책을 번역했다. 2006년부터 꾸준히 ‘애자일 이야기’(http://agile.

egloos.com)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2009년부터는 ‘애자일 코치가 되는 코칭 과정’(http://ac2.kr)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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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을 버거킹에서 먹었다. 식당 벽에는 이곳이 ‘와퍼의 본고장’이며, 100만 가지가 넘는 

방법으로 와퍼를 주문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만일 피클, 토마토, 양상추, 치즈를 더 넣거나 

아예 넣지 않는 조합이 100만 가지가 넘는 햄버거를 만드는 방법이라면, 스크럼을 시행하는 

데에는 수십억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정답은 없겠지만, 스크럼을 시행하는 

데 상대적으로 나쁘거나 좋은 방법은 있다. 

《에센셜 스크럼》에서 케네스 루빈은 독자들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책은 처방전이 아니다. 그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대신에 성공적

인 스크럼에 깔려 있는 주요 원칙을 알려 주고, 우리가 어떻게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

한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 예를 들어, 팀이 스프린트를 계획하는 데 한 가지 정답은 없다. 한 

회사에서 잘 먹혔던 방법이 다른 회사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케네스는 우리에게 선

택권을 준다. 그는 스크럼 팀이 왜 스프린트를 계획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몇 가지 대안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권은 각 팀에 

있다. 다행히도 이런 팀들은 결정을 할 때 이 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에센셜 스크럼》에서 얻을 수 있는 뜻밖의 소득은 케네스가 만든 시각 아이콘 언어다. 

본문과 함께 있는 시각 아이콘 언어는 스크럼을 설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스

크럼에 대해 논의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길 기대한다. 

세상은 이런 책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스크럼은 아주 작은 콘셉트로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 디그레이스(DeGrace)와 스탈(Stahl)이 쓴 《고약한 문제, 합당한 해결(Wicked Problems, 

Righteous Solutions)》에서 처음 논의한 스크럼은 고작 6페이지였다. 그 책이 나온 지 20년이 훌

쩍 넘었고 스크럼은 확장되었다. 새로운 역할, 미팅, 산출물이 소개되고 정제되었다. 팀이 계

획을 세울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팀이 회고를 할 때 팀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

떻게 함께 잘 할 수 있는지 등의 새로운 조각들이 더해질 때마다 스크럼의 진수를 잃어버릴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추천사 마이크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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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스크럼》에서 케네스는 우리를 스크럼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팀은 스크럼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고, 팀 고유의 스크럼을 만들게 된

다. 이 책은 팀이 수십억 개의 스크럼 시행법 중에서 팀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고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가이드를 해 준다. 

마이크 콘(Mike Cohn) 

마이크 콘은 《경험과 사례로 풀어낸 성공하는 애자일(Succeeding with Agile)》, 《애자일 추정과 계획(Agile Estimating and 

Planning)》, 《사용자 스토리(User Stories Applied)》의 저자이며, www.mountaingoatsoftware.com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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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셜 스크럼》의 추천사를 써달라고 케네스가 나에게 부탁했을 때 나는 ‘스크럼이 무엇인지

에 대해 단순명료하게 설명해 놓은 책일 테니까 쉽고 빨리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다. 나는 케네

스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알고 있어서 금방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일 것이라 짐작했다. 이런 책

의 추천사를 쓰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책이 초보자는 물론이고 몇 년 동안 스크럼을 사용한 사람에게도 유용한, 스크럼의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 모른다. 그

리고 케네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모든 애자일 방식의 바탕이 되는 애자일 원칙과 

스크럼 프레임워크에 대한 간략한 요점을 포함한 핵심 아이디어에서 책을 시작한다. 그리고 

점점 더 깊게 파고든다. 그래도 여전히 읽기에 편하고, 상당히 포괄적이기까지 한다.  

저자는 요구 사항, 스토리, 백로그, 추정, 속도 등 계획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그러고 나

서 원칙을 더 깊게 설명하고, 모든 수준의 계획과 모든 시간 범위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스프린트를 어떻게 계획하고, 시행하고, 리뷰하며, 발전시키는지 서술한다. 그리고 전

반적으로 기초적인 것을 넘어 일을 진행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이슈를 조명한다.  

나는 스크럼과 애자일을 다룰 때, 매 스프린트마다 실질적이고 작동이 잘 되며 비즈니스

에 초점을 맞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개발 기술에 집중한다. 케네스는 속도와 기

술적 채무 같은 개념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두 가지 모두 아주 

민감한 주제이니 주의 깊게 읽기 바란다. 

속도는 팀이 우리에게 일정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것을 전달하는지 알려 준다. 우리는 속

도를 사용해 얼마나 많은 일을 완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케네스는 우리에게 속도를 성과 측정치로 사용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

하면서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

기술적 채무는 코드에서 잘못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가르치는 상당히 의미가 넓은 단

어가 되었다. 케네스는 기술적 채무의 다양한 의미를 분리하고, 왜 기술적 채무로 보이는 것에 

추천사

추천사 론 제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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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을 써야 하는지 설명한다. 특히, 나는 팀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은 제품을 제시간에 

얻고자 하는 바람을 어떻게 망치는지 설명한 부분을 좋아한다.

다른 모든 애자일 방식처럼 스크럼도 빠른 피드백을 통한 탐험적인 접근 방식에 의존한

다. 케네스가 펀치 카드를 사용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보다 훨씬 전에 처음 컴퓨터

를 사용했을 때가 떠올랐다.  

대학생 때 나는 운 좋게 오마하 시에 있는 전략공군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 본부의 

인턴이 되었다. 그 시절에는 모든 컴퓨팅에 카드가 사용되었다. 내 카드는 SAC 본부 지하 몇 

층에 보내졌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사용될 수도 있는 컴퓨터에서 처리되었다. 하루에 한 

개나 두 개를 처리하면 운이 좋은 것이었다. 

보안 절차를 완료하자마자 나는 한밤중에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갔다. 관리 병장을 잘 구

슬러 기계의 콘솔 안에서 자고 있는 내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그렇다. 이 기계는 핵무기를 발사하

는 것이 주 업무였다. 하지만 빨간색 버튼이 없는 방에서 잘 쉬고 있었다). 

카드를 내려보내고 차례를 기다려서 처리할 때보다 직접 컴퓨터 앞에서 작업할 때 10배는 

더 많은 일을 완료할 수 있었다. 피드백도 더 빨리 받고, 더 빨리 배웠으며, 내가 만든 프로그

램이 더 빨리 작동했다. 

그것이 스크럼의 모든 것이다. 프로그래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몇 달 심

지어는 몇 년을 기다리는 대신에 스크럼을 사용하면 몇 주마다 이를 알 수 있다. 좋은 팀의 스

크럼 제품 책임자는 며칠이면 실제 제품 기능의 모양새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책의 전부다. 만일 당신이 스크럼에 새로 입문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기 바란다. 그리고 책을 가까이에 두기 바란다. 스크럼을 시작한 지 좀 되었다면 간

단히 훑어보고 나서 가까이에 두면 좋을 것이다. 

여러분의 팀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거나 시도해 볼 만한 여러 방식에 대

해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 책을 꺼내 살펴보길 바란다. 분명히 무언가 가치 있는 발견

을 할 것이다. 

론 제프리스(Ron Je�ries) 

론 제프리스는 Extreme Programming을 창시한 사람 중 한 명으로, Agile Manifesto를 작성한 애자일 커뮤니티의 대부이다. 

www.XProgramming.com을 운영하고 있으며,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및 C#과 관련된 다수의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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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팀인데, 왜 자꾸 다툼이 생길까?’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팀의 기획자로 일할 때 

품고 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다툼은 당연했습니다. 기획자의 생각을 문서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그 문서를 개발자가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결국에 만들어지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것과 큰 차이가 나곤 합니다.  

10년 전, 이런 고통 속에서 저는 스크럼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기획서를 만드는 대신 제품을 만드는 모든 사람이 모여서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을 하면서, 제품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섬세한 표현을 다듬었습니다. 기획자로서 페어 프로그

래밍에 참여하게 된 것도 이쯤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다툼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는 것

입니다.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애자일 회고’는 순간순간의 다툼을 더 나은 관계와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회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팀이 매일매일 조금 더 똑똑해질 기회를 얻으면서 더 

다양한 시도와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스크럼과 애자일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배워야 할 지식이라기보다, 내가 원하고 시도하던 다양한 노력을 동료와 함께 쓸 수 있도록 잘 

정리된 무언가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스크럼을 한 걸음 한 걸음 이해할 때마다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하나의 방법처럼 느끼길 바라며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통해 스크럼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팀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작성한 소스코드(혹은 다른 작업물)가 사

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코드를 다시 작성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우리가 생산한 

것이 코드뿐이라면, 사라진 코드를 되살리는 데 일주일의 시간이 걸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사나흘 정도’라고 답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드 이외에 무엇을 

생산한 것일까요? 바로 ‘지식’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10년 동안 일하던 환경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산업인 

회계 처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입사 첫날부터 회

옮긴이 머리말  박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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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경쟁사의 제품과 특장점을 파악하고 

있을까요? 회계법 중에 무엇이 가장 빈번하게 개정되며, 그에 따라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

야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3년 동안 성공적인 출시가 반복된 소

프트웨어를 개발해 왔다면 이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유용한 지식을 쌓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은, 해당 소프트웨어

의 전문가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크럼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돕는 프레임

워크입니다. 스크럼을 잘 실천하려면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관점을 학습이라는 관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스프린트 플래닝 대화의 경제성을 이해할 수 있고, 플래닝 

포커를 통한 추정이 가지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애자일 실

천법이 팀의 학습을 촉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것이 정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인

지 살펴볼 때, 불필요한 의식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제품 개발을 학습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 책을 읽고 받아들이는 데 이 관점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할 분들이 있습니다. 제게 애자일의 존재를 알려 주고 앞으

로 나아가는 길마다 새로운 배움을 주시는 김창준 님, 스크럼 팀으로 2년간 동고동락하며 스

크럼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개발팀 스팀밀크의 김기웅 님, 신승백 님, 이현승 님, 오영

욱 님, 3년간 매주 월요일 애자일의 다양한 실천법과 일상의 성장을 나누는 스터디 그룹 ATF

의 오재훈 님, 김성식 님, 최정열 님, 김대웅 님, 애자일을 실천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Xper 커뮤니티 분들, 특히 이 책의 리뷰를 통해 자신의 지혜를 나눠 주신 우경

우 님, 이현찬 님, 황순삼 님, 이승화 님, 백미진 님, 정성영 님, 매번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나누며 격려해 주시는 조승빈 님, 조현길 님, 박계홍 님, 엄위상 님,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기쁜 미소로 맞이하고 해결하며 자신들의 배움을 아낌없이 나누는 Odd-e.

com의 뛰어난 애자일 코치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분들은 답이 없는 길에서 길을 헤매는 

것조차 학습할 수 있게 해 준,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분들입니다. 

박준표

고려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를 마치고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원에서 웹 서비스를 기획했다. 모바일 게임회사에서 스크럼마스터로 

일하던 중 Bas Vodde의 제안을 받아 현재는 싱가폴에 본사가 있는 애자일 코칭 전문 그룹 Odd-e.com에서 애자일 코치로 일

하고 있다.

스크럼.indb   25 2016. 11. 22.   오전 9:48



xxvi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혹은 방학의 첫날마다 공들여 계획표를 세우고 결국 지키지 못한 기

억이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아주 많이요. 계획표 짜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복잡한 생각이 

글이나 그림으로 구체화되는 걸 보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꼭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도 

얻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누누이 말씀하시듯 내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는 것이 세상일이라

는 것을 해가 바뀌면서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적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이 생기

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바뀔 수도 있지만, 목표를 이루는 방식에

는 여러 길이 있고, 어떤 길이 가장 좋은지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함께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점은, 목표가 없다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대

부분의 경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볼 때마다 이 사실을 상기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책은 IT 업계를 중심으로 빠른 계획 설계와 빠른 실패, 거기서 배운 새로운 정

보 활용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 및 개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

다. 21C 정보화 사회라고 불리기 시작한 지 오래인 요즘, 분초 단위로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

지고 배급되면서 개인과 회사, 사회 모두 시시각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변

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사양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 책은 회사라는 조직이 그 변화에 적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 줍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이겨

내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실험 및 실천 정신, 새로운 정보의 수집과 활용, 그리고 이를 받쳐 줄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소통과 신뢰)이 절실합니다.

개인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비슷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9년

까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

지만 우리는 흔한 말로 n포 세대, 헬조선, 노오력, 수저 계급론 같은 현실에 떠밀리기도 합니

다. 억울하지만, 애자일 스크럼에서는 실패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새로

옮긴이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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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스프린트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일어난 일을 회고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필요하

다면 바꾸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짧은 기간을 정해서 작은 목표로 나누어 조금씩 자신의 상

황에 맞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가짐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에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도

록, 회사와 개인의 생활 모두에서 이 책이 여러분을 다독이고 이끌어 주는 스크럼 마스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지도 못한 인연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이어져 번역 작업을 함께 하

게 된 박준표 님, 작업을 끌어 주고 밀어주신 이슬 님, 번역을 맡겨 주신 장성두 실장님 및 출

판사 여러분,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소중한 피드백을 주신 업계 전문가 분들, 그리고 이 책

을 선택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양

국제 협력 및 해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제로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작업치료 임상박

사 과정을 수료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을 하는 NGO의 대리인으로서 다양한 스타트업 세미나, 해커

톤, 코딩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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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스 루빈은 다양한 회사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해 스크럼과 애자일

을 트레이닝하고 코칭한다. 공인 스크럼 트레이너이기도 한 케네스는 1만8천 명이 넘는 사람

들에게 애자일과 스크럼, 스몰토크 개발, 객체지향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변화 관리에 대한 

트레이닝을 시켰다. 또한, 스타트업부터 포춘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까지 200개가 넘는 회

사를 코칭했다. 

케네스는 스크럼을 성공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비영리 기관인 국제 스크럼 연맹(Scrum 

Alliance)의 첫 번째 매니징 디렉터였다. 또 케네스는 1995년에 나온 《객체기술로 성공하기: 프

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위한 결정 프레임워크(Succeeding with Objects: Decision Frameworks for 

Project Management)》의 공동 저자다. 조지아 공과대학교(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컴

퓨터 정보공학과 학사학위를 받았고,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객체지향 기술 커뮤니티에 뿌리를 두고 활동을 시작했다. 케네스는 1985년에 미국항

공우주국(NASA)이 주관한 프로젝트에서 스몰토크 개발자로서 LISP를 사용하지 않는 첫 번째 

블랙보드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했다. 운 좋게도 1988년 Xerox PARC 자회사인 파크플레이스 

시스템즈(ParcPlace Systems)에 입사했다. 파크플레이스 시스템즈는 객체지향 기술을 연구실에

서 발전시켜 세상에 선보이겠다고 선언했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케네스는 다

양한 조직에서 스몰토크 개발 컨설턴트로 일하며 애자일 실천법을 제일 먼저 실천한 사람 중

에 하나였다. 그는 2000년에 생물정보학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스크럼을 처음 사용했다.

케네스는 다양한 경력을 통해 성공적인 제품 책임자이자 스크럼 마스터, 그리고 개발 팀

원으로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해 왔다. 또한, 그가 속했던 회사에서 최고경영자(CEO), 최고운영

책임자(COO), 기술개발 부사장, 제품관리 부사장, 프로페셔널 서비스 부사장 등 다양한 임원

진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다섯 가지 상업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을 감독하여 총 2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 냈다. 게다가 1억5천만 달러가 넘는 벤처 캐피털 자금을 모으는 데 직접 

지은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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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였고, 두 개의 회사를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의 다양한 경험은 그가 개발에서 경영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스크럼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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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자일 관련 수업과 코칭 세션에 참여한 수천 명의 사람을 비롯해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

었다면 이 책을 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들 중 몇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동시에 다

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한다. 내가 여기서 언급하지 못하더라

도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것이 내게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 책에 분명

히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내가 특별히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세 명 있다. 마이크 콘(Mike Cohn), 레베카 트레이거

(Rebecca Traeger), 그리고 제프 샤이크(Je� Schaich)이다. 이 세 명의 특별한 공로가 없었다면 이 

책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마이크 콘은 우리가 2000년에 제노미카(Genomica)에서 처음으로 함께 일했을 때부터 친

구이자 동료였다. 감사하게도 그가 마이크 콘 시그니처 시리즈(Signature Series)에 이 책을 포함

시켜 주었다. 마이크 콘 시그니처 시리즈를 통해 다른 저명한 작가들과 함께 묶이면서, 우리 

부모님이 종종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있는 사람들 덕분에 나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마이

크는 내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궁리하거나 책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싶을 때 찾아가는 사람

이다. 그는 항상 엄청나게 바쁜 스케줄 중에 짬을 내어 각 챕터를 리뷰하고 사려 깊은 피드백

을 주었다.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마이크와 함께 일한 것은 매우 보람찬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오

랜 시간 동안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레베카 트레이거는 이 책의 내 개인 에디터이다. 우리는 내가 2007년에 스크럼 얼라이언스

(Scrum Alliance)에서 매니징 디렉터로 있을 때부터 함께 일해 왔다. 그 당시에 레베카는 스크럼 

얼라이언스 웹사이트의 에디터였고, 그 일을 통해 업계 최고의 애자일 관련 자료 에디터가 되

었으며 그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벌였다.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나는 레베카에게 다시 함

께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운이 좋게도 그녀가 승낙했다. 레베카가 먼저 읽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보여 주지 않았다. 때때로 그녀의 피드백이 내 얼굴을 붉혔지만, 그녀는 내가 

한 말을 고쳐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주었다. 만일 이 책의 어떤 한 부분

이 당신의 마음에 쏙 든다면 레베카가 손을 댄 부분이라고 확신해도 좋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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스크럼.indb   30 2016. 11. 22.   오전 9:48



감사의 글 xxxi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마 내가 바보같이 그녀의 조언을 무시한 결과일 것이다.

제프 샤이크는 비범한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다. 우리는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많은 

아트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했다. 이 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 트레이닝 프레젠테이션에

서 사용할 애자일/스크럼 아이콘 언어와 이 책에 있는 200개가 넘는 그림을 만들고 싶었다. 이

를 위해서 훌륭한 디자이너가 필요했고, 제프가 이 도전을 받아들여 주었다. 이 책의 내용을 

쓰는 것과 콘셉트 아트를 제작하는 것이 서로 다른 프로젝트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갔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제프의 예술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을 만드는 데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의 고생이 더해졌을 거라 확신한다. 

마이크 콘과 론 제프리스, 애자일 커뮤니티의 두 거성이 이 책의 추천사를 써 준 것은 내

게 큰 영광이다! 이들은 각자의 고유한 방법으로 다른 맥락 안에서 이 책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에센셜 스크럼에 대한 논의를 위한 문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마이크, 버거

킹은 그만 먹고! 론, 날 폭발하지 않게 도와줘서 고맙다!) 

또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챕터들을 리뷰하고 피드백을 보내 준 많은 사람에

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광범위한 피드백을 보내 준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 조 발리스트리, 조나스 브로드월, 레이나 코트란, 마틴 디보스, 스콧 던컨, 일란 

골드스타인, 존 헤블리, 가이어 헤드마크, 제임스 코백스, 로리 맥키넌, 로버트 맥심척, 그리

고 케빈 투레스키. 

덧붙여서, 선택된 몇 챕터에 대한 훌륭한 피드백을 준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리사 앳킨스, 존 바우어, 사미아 벤드레, 수잔 프리스코, 파웰 브로드진스키, 로완 버닝, 

조시 채펠, 리사 크리스핀, 워드 커닝햄, 코넬리우스 엔젤브레흐, 줄리아 프레지어, 브린더사 

가버, 캐롤라인 고든, 드루 헤밀로, 마이크 클림코스키, 톰 랭허스트, 바른 라슨, 딘 레핑웰, 

모리스 르 루트, 데이비드 루즈키노스, 르브 이, 셰이 맥아울리, 아몬드 메라비안, 셰리프 모

하메드, 콴 뮬리건, 그레그 피즈, 로만 피클러, 자코포 로메이, 진스 샤우더, 빌 스로더, 이브

스 스탈지스, 브랑코 스토자코빅, 하워드 섭렛, 줄리 실베인, 케빈 탐바시오, 스티븐 울프람, 

그리고 마이클 울린.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에서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 준 피어슨의 스태프에게도 감사하고 싶

다. 그들은 내 일이 늦어질 때 참을성 있게 인내해 주었고 항상 힘을 북돋아 주었다. 특별히 

모든 과정을 감독해 준 크리스 거즈코우스키에게 감사한다. 그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렉싱

턴의 한 술집에서 처음으로 피어슨과 미팅을 가졌을 때부터 마지막 프로덕션 때까지 그 자리

에 있었다. 그리고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해 준 올리비아 바세지오와 프로젝트 감독을 환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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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 준 줄리 나일에게 감사한다. 또한, 원고를 다듬는 데 훌륭한 도움을 준 바바라 우드와 

모든 아트 작업을 모아 아름답게 완성해 준 게일 코커에게도 감사한다.  

내가 책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중요한 일을 맡아 준 내 어시스턴트 린지 

칼리키에게도 감사하다. 숙련된 그녀와 일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무엇보다도 내 가족, 지나와 조나 그리고 애셔와 그들이 해 준 중요한 역할에 대해 언급하

고 싶다. 이 책을 만드는 데 들어간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많았다. 그 어떤 감사

의 말도 가족에게 미친 압박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대신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니는 내 사랑스러운 동반자이고 이 책을 쓰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

나 내 곁에 있어 주었다. 내가 책을 쓸 수 있도록 그녀가 한 희생을 모두 적으면 이 책의 두 배

는 될 것이다. 그녀가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결혼한 1993년 다음 해에 내가 첫 도서인 《객체기술로 성공하기

(Succeeding with Objects)》를 출간했다는 것이다. 그때 지니는 내게 다시는 책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다. 운이 좋게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기억은 흐려졌고, 나중에 생각해 보

니 그렇게 나빴던 것 같지도 않아서 그녀가 이 책을 쓰라고 나를 종용했다. 나는 솔직히 깜짝 

놀랐다! 그녀가 아직 내게 세 번째 책을 쓰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다시 한 번 책

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이 책에 대한 우리 둘의 기억이 흐려지려면 적어도 15년은 걸릴 

것이다. 

또한, 두 아들 조나와 애셔가 보여 준 사랑의 지지에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그들은 내가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아빠와의 시간을 포기했다. 그들은 언제나 아이디어를 궁리하고 책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제시한 내용과 아트가 이 책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그 

덕에 이 책이 더 나아졌다! 그들이 끈기의 가치를 느꼈기를 바라고, 벅찬 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단계씩 나아가면 언젠가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 어머니 조이스 루빈(Joyce Rubin)에게 그녀가 보여 준 사랑과 지지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녀의 영향 없이 이 책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슬프게도 어머니는 

이 책이 출간되기 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2012년 1월에 돌아가셨을 때 나와 내 가족에게

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생겼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만난 수많은 삶에서 아주 특별

한 사람이었다. 어머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당신이 그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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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리더 후기

  김예나(삼성전자)

처음 접하는 스크럼 애자일 방법론이라 조금 긴장했었는데 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본질적인 

면이나 가치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예시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스크럼을 어떻게 적용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주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제룡(NHN Entertainment)

여러 명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때 전체적인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자

일 방법론의 하나인 스크럼을 잘 적용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이 소개하는 크네빈 프레임워크부터 하나씩 체크하여 적용해 보면 프로젝트 관리에 큰 도

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daumkakao)

언젠가 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스크럼을 함께 도입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했지만 야심 

차게 적용했던 스크럼은 불과 몇 주 만에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그때

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식을 함께 공유하였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백경윤(daumkakao)

최근 스크럼 방식을 도입하여 팀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을 보며 많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특히 스크럼 마스터가 요구하는 많은 내용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했었는데, 이 책이 그중 많은 

내용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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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연(daumkakao)

스크럼의 역사부터 진정한 스크럼의 의미와 방법까지, 이 책은 이름처럼 essential을 담고 있습

니다. 최근 많은 팀이 스크럼을 적용하고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지향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바쁜 일정에 시달려 그저 스크럼이란 이름만 남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프

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좀 더 나은 생산성과 지속성을 원하는 분에게 이 

책을 주저 없이 추천하겠습니다.

  정원재(예티소프트)

그동안 뜬구름 잡듯이 알던 스크럼에 대해 A~Z까지 상세하게 알려 주는 책입니다. 내용이 많

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참고할 내용이 많다는 뜻이 아닐까요? 만약 스크럼 도입을 고민 

중이라면 꼭 이 책을 정독하여 훌륭한 결과를 얻길 바랍니다. ‘스크럼이면 다 된다’가 아니라 

스크럼의 장단점을 통해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이펍은 책에 대한 애정과 기술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베타리더들로 하여금 
출간되는 모든 서적에 사전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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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 스크럼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스

크럼의 핵심(essential)을 다룬다.

에센셜 스크럼이란 무엇인가? 

스크럼은 핵심 가치, 원칙, 실천법(이를 합쳐서 ‘스크럼 프레임워크(scrum framework)’라고 한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스크럼을 사용하는 조직은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한

다. 조직 전체가 한 번에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스크럼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팀은 이를 완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스크럼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이 틀에 짜인 

한 가지 공식을 조직에 적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조직이 스크럼을 적용할 때, 적절한 접

근법을 섞어서 사용하면서도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진실되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책은 스크럼의 가치, 원칙, 실천법과 스크럼 프레임워크에 잘 맞는 실제로 사용된 (스

크럼에서 정해 놓지는 않은) 접근법을 함께 소개한다. 이런 접근법의 일부는 여러분의 상황에 적

합할 수도 있고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어떤 접근법도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 검토

(inspect)하고 적응(adopt)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의 기원 

애자일/스크럼 코치 겸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스크럼 프레임워크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스

크럼을 적용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근법을 알려 주는 책을 추천해 달라는 질문을 자

주 받는다. 나는 스크럼 실천가가 활용할 수 있는, 이 주제를 충분히 깊게 다루는 한 권의 책

을 찾을 수 없어서 여러 권의 책을 추천했었다. 추천한 책 중에 일부는 스크럼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다루지만 오래된 내용이거나 불완전했고, 좋은 평가를 받는 몇 가지 애자일 책들은 스

크럼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아주 적은 수의 책이 스크럼의 특징적인 측면이나 

접근법에 대해 다루지만,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다루지 않았고 깊이도 얕았다. 또 스크

이 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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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의 핵심을 다루는 하나의 자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스크럼을 만든 제프 서더랜드와 켄 슈와버가 《스크럼 가이드(�e Scrum Guide)》를 출판했

다. 저자들은 이 짧은 문서(15페이지)를 ‘스크럼의 완전한 규칙서이자 스크럼 그 자체를 다룬 

문서’라고 말한다(Schwaber and Sutherland, 2011). 제프와 켄은 이 가이드를 ‘어떻게 말을 움직

이는지, 어떻게 순서가 돌아오는지, 어떻게 이기는지’를 묘사한 체스 게임의 규칙처럼 여겼다. 

이 가이드가 스크럼 개요서나 규정집으로 유용하긴 하지만, 이 문서는 스크럼에 대한 포괄적

이고 본질적인 지식을 다루는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새로운 스크럼 팀에게 이 가이드

만 주고 좋은 결과를 내기를 바라는 것은, 저자들의 비유에 따르면 체스를 처음 두는 사람에

게 체스에 대한 15페이지짜리 체스 규정집을 주고, 그것만 읽고 나서 체스 게임을 제대로 하

길 바라는 것과 같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책은 스크럼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만들고자 한 시도다. 

이 책은 스크럼 원칙, 가치, 실천법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대부분 애자일 선구자나 《스

크럼 가이드》와 일치하는 내용이다(널리 알려져 있는 다른 관점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책은 나와 우리 팀 혹은 내가 코칭한 팀에서 성공적으로 사용한 스

크럼 프레임워크와 잘 맞는 접근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 책은 깊이 있는 스크럼 실천법이나 접

근법을 제공하는 다른 책을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책들은 이 책의 내용을 확장

시키고 보완해 준다. 나는 이 책을 ‘고객을 기쁘게 하기 위한 스크럼 사용 여정의 시작점’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예상 독자

나와 함께 스크럼 팀에서 작업한 사람들, 공인 스크럼마스터, 공인 스크럼 제품 책임자 수업

을 들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코칭한 많은 팀에게 이 책은 우리가 논의한 주제를 

새롭게 일깨워 주거나 더 명확하게 해 줄 것이다. 내가 아직 함께 일해 보지 못한 더 많은 사

람에게 이 책은 스크럼과 애자일에 대한 첫 소개서가 되거나 스크럼을 다른 시점에서 보게 하

거나 스크럼을 실행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제품 책임자나 스크럼 마스터 혹은 개발 팀 멤버처럼 특정한 역할을 고려하고 쓴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스크럼 팀의 모든 멤버와 조직 내에서 스크럼 팀과 함께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모두가 스크럼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하게 하는 책이다. 나는 개념을 논의하기 위한 

명확한 단어와 일련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스크럼을 이해할 수 있게 썼다. 이와 같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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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반을 토대로 조직이 비즈니스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스크럼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게 되

길 바란다. 

나는 모든 스크럼 팀 멤버의 책상 위에 이 책이 한 권씩 있어서 자신의 일에 연관된 챕터를 

펼치는 모습을 상상한다. 또한, 조직의 각기 다른 위치의 관리자가 왜 스크럼이 일을 관리하는 

데 효율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스크럼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조직적 변화가 필요할지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읽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스크럼 외의 애자일 

접근법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나 혹은 사용하고 있는 조직 역시 이 책에 담긴 정보가 자

신이 채택한 특정 애자일 방식에 연관이 있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스크럼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해서(1장)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의논으로 마무

리(23장)된다.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내용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했다.

• 1부 주요 개념(2장~8장): 스크럼 프레임워크, 애자일 원칙, 스프린트, 요구 사항과 사용자 

스토리, 제품 백로그, 추정과 속도, 기술적 채무 

• 2부 역할(9장~13장): 제품 책임자, 스크럼마스터, 개발 팀, 스크럼 팀 구조, 관리자 

• 3부 계획(14장~18장): 스크럼 계획 원칙, 멀티 레벨 계획, 포트폴리오 계획, 구상/제품 계

획, 출시 계획 

• 4부 스프린트 활동(19장~22장): 스프린트 계획, 스프린트 시행, 스프린트 리뷰, 스프린트 

회고 

이 책의 사용법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읽을 것이

라고 짐작하고 이 책을 썼다. 만일 스크럼을 처음 접하거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앞

부분을 바탕으로 뒷부분의 내용이 이어지므로 순차적으로 읽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만일 

스크럼 프레임워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싶다면 (상당히 시각적인) 2장을 읽고 참

고하기 바란다. 

스크럼에 좀 더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스크럼 참고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스프린트 회고에 관심이 있다면 바로 22장을 읽으면 된다. 만일, 제품 백로그의 뉘앙스를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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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바로 6장을 읽으면 된다. 하지만 스크럼에 친숙한 사람이라도 3장은 

전부 읽을 것을 추천한다. 3장에 나와 있는 원칙들은 스크럼 프레임워크와 책의 나머지 부분

의 뼈대다. 스크럼에 대한 흔한 설명처럼 단순히 애자일 선언(Beck et al. 2001)의 원칙과 가치를 

다시 적어 둔 것이 아니다. 

시각 아이콘 언어 

나는 이 책이 스크럼을 설명하는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언어는 스크럼의 주요 역할, 산출물, 활동 등을 설명하기 위해 디자인된 아이콘을 어휘로 

사용하였다. 이 시각적 스크럼 언어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스크럼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증진

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만일, 이 새로운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www.

innolution.com에서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시각적 언어 이외에 이 책과 관

련된 다양한 리소스와 논의를 다루고 있다. 

시작하자!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이 책을 집어 들

었을 것이다. 스크럼을 알기 위해 조금만 시간을 써 보자. 여기서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찾을 수도 있다. 이는 여러분의 고객을 기쁘게 하는 제품이나 서

비스를 전달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월등히 개선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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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 21일에 나는 콜로라도(Colorado) 주 볼더(Boulder) 시에 있는 제노미카(Genomica)라

는 생명정보 회사의 경영부사장이었다. 내가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둘째 아들 애셔(Asher)

가 그날 아침 1시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아들의 탄생은 좋은 하루의 시작이었다. 애셔는 예정일에 맞춰서 태어났다(이는 미국 출생

아의 5%에 해당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는 내 아내 제닌(Jenine)) 9개월짜리 우리 ‘프

로젝트’를 스케줄에 맞춰 끝낸 셈이다. 그리고 애셔는 굉장히 높은 애프가 스코어1를 받았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품질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최대 이해관계

자인 첫째 아들 조나(Jonah)는 동생이 생겼다는 사실에 신이 났다. 이해관계자가 기뻐하고, 정

확하게 스케줄에 맞춘, 고품질의 결과 - 그날은 정말 좋은 하루였다! 

잠시 눈을 붙인 후에 이메일을 체크했고 같은 날 오전 8시 임원 회의에 참여하라는 제노

미카 최고경영자의 긴급 메시지를 보았다. 마지못해 병원을 나와 회의 장소로 향했다. 

회사에 도착하자 어젯밤 개발 부사장이 해고되고 내가 개발 팀 90명을 맡게 되었다는 소

식을 들었다. 놀랍지는 않았다. 몇 달 동안 임원들과 이사들은 회사가 가치 있는 제품을 시간 

내에 납득할 만한 품질로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했고 개발 부사장은 그 논의

의 핵심에 있었다.

이제 제품 개발 과정의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감독하는 일은 내 책임이었다. 나

는 그날 아침의 성공적인 분만과 나의 새로운 책임들 사이의 아이러니에 너무 놀라 어이가 없

었던 것을 기억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영업 및 마케팅 일을 감독하는 데 바빴고, 내 재량으로 새로운 개발 

부사장을 뽑아 보고를 받아도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새로 고용한 사람은 마이크 콘

(Mike Cohn)(Cohn 2004; Cohn 2006; Cohn 2010)이었고, 우리는 스크럼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1 애프가 스코어(apgar score)는 신생아의 심장박동수, 호흡 속도 등 신체 상태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소개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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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소개2

스크럼이란?
스크럼(scrum)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애자일(agile) 접근법의 하나이다. 그

림 1.1은 간단하고 포괄적으로 애자일 개발 방법을 보여 준다. 

애자일 접근법은 제품 백로그(Product backlog: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제품 기능 및 

기타 기능의 우선순위 목록)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제품 백로그는 언제나 가장 중요

하고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원이 부족한 경우(예: 시

간), 마무리되지 못한 일들은 마무리된 일들보다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 일이 될 것이다. 

제품 백로그

작업 주기 (1주에서 1개월)

작
업

 주
기
 계

획
 

작
업

 주
기
 리

뷰 

제품 기능 A

제품 기능 A

제품 기능 B

제품 기능 B

제품 기능 C

제품 기능 C

그림 1.1 애자일 개발 방법 개요

작업은 정해진 시간 내에서 짧게, 주로 1주에서 1개월 정도 길이로 반복되는 작업 주기

(iteration) 안에서 시행된다. 모든 작업 주기마다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된, 교차기능팀

(cross-functional team)이 디자인, 구축, 테스트 등 완전하고 사용 가능한 제품 기능을 완성시키

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처리한다.

보통 제품 백로그에 있는 작업량은 실제 팀이 하나의 짧은 작업 주기 안에 끝낼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다. 그래서 팀은 매번 작업 주기를 시작할 때, 제품 백로그의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중 어떤 항목을 다음 작업 주기 때 만들지 계획한다. 예를 들어, 그림 1.1에서 팀은 A, B, 

C라는 기능을 만들 수 있다고 동의한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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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럼의 기원 3

작업 주기를 마무리할 때 팀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완성된 기능을 리뷰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 책임자와 팀은 다음 작업이 무엇이 될지, 팀이 그 일을 어

떻게 해낼지에 대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해관계자가 완성된 기능을 

보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기능을 하나 반드시 제품에 추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면 제품 책임자는 그 기능을 새로운 항목으로 만들어 제품 백로그에 알맞은 순서에 추가시켜 

향후 제품 주기에서 처리되도록 할 수 있다. 

매 작업 주기의 끝에 팀은 적절한 상황인 경우 출시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한 

제품(혹은 제품 증분)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매 작업 주기가 끝날 때마다 출시를 하는 것이 적

합하지 않다면 여러 작업 주기 동안 얻어진 기능들을 한 번에 출시할 수도 있다. 

매 작업 주기가 끝날 때, 모든 과정은 다음 작업 주기를 계획하는 것으로 새롭게 시작된다. 

스크럼의 기원
스크럼(scrum)의 역사는 1986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의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e New New Product Development Game)”(Takeuchi and Nonaka 

1986)에서 시작된다. 이 기사는 어떻게 혼다(Honda), 캐논(Cannon), 후지 제록스(Fuji-Xerox) 같

은 회사들이 확장 가능한 팀 중심의 동시다발적 제품 개발(all-at-once product development) 방식

으로 세계적인 결과를 냈는지 설명한다. 또 자율권이 있는 자기조직화된 팀의 중요성과 개발 

과정에서 관리자 역할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 1986년도의 기사는 오늘날 스크럼이라고 불리는 방식이 생기게 한 많은 개념들을 연결

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스크럼은 줄임말이 아니고 럭비에서 반칙이 있었을 때나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때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에서 빌려온 말이다. 당신이 럭

비광이 아니더라도 아마 양 팀의 포워드 진영이 공 주변에 머리를 숙인 채 서로 어깨를 걸고 

공을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스크럼을 본 적은 있을 것이다.

다케우치(Takeuchi)와 노나카(Nonaka)는 제품 개발을 설명하기 위해 럭비와 스크럼의 비유

를 사용했다.

제품 개발에 있어서 릴레이 경주식 접근 방법은... 최대 속도와 유연성이라는 목표에 있어

서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 대신 포괄적인 접근 방법 혹은 (팀이 하나의 유닛(unit)으로서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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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공을 서로 주고 받는) 럭비식 접근 방법이 오늘날 경쟁사회의 요구 사항에 더 적합할 수 

있다. 

1993년, 이젤 사(Easel Corporation)에 있는 제프 서덜랜드(Je� Sutherland)와 그의 팀은 1986

년도 기사의 개념들과 객체지향 개발, 경험주의적 프로세스 관리기법,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개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와 생산성 연구, 그리고 복합적 적응 시스템에서 가져온 개념들을 

엮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스크럼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1995년, 켄 슈와버(Ken Schwaber)

는 OOPSLA(Object-Oriented Programming, Systems, Languages & Applications) 1995에서 처음으

로 스크럼에 관한 논문을 출간했다. 그 이후로 슈와버와 서덜랜드는 함께 혹은 따로 《스크럼

을 이용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Agile So�ware Development with Scrum)》(Schwaber and Beedle 

2001), 《스크럼을 이용한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Agile Project Management with Scrum)》(Schwaber 

2004), 그리고 “스크럼 가이드(Scrum Guide)”(Schwaber and Sutherland 2001) 등 여러 개의 스크럼 

관련 출판물을 냈다. 

비록 스크럼이 주로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쓰이기는 하지만, 스크럼 핵심 가

치와 원리는 다른 제품들 혹은 다른 작업들의 흐름(�ow)을 체계화하는 데 쓰일 수 있고 또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하드웨어 개발, 마케팅 프로그램, 영업 계획의 구축과 관리를 

위해 스크럼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기관들과 일한 적이 있다. 

왜 스크럼인가?
제노미카는 왜 스크럼과 같은 애자일 접근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첫째, 제노미카의 기존 

개발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했다. 이는 나쁜 소식이었지만, 모두가 이에 동의했다

는 것은 좋은 소식이었다. 제노미카는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 복잡한 영역

에서 운영되었다. 우리는 이전에 만들어진 적이 없는 제품들을 만들었다. 회사는, 연구 과학

자들이 다음 블로벅스터급 분자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계속 진화하는 최첨단 기술

의 정보 발견 플랫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법을 재빠르

게 탐색하고 어떤 해결책이 실현 가능한지를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개발 방법이 필요했다. 우리 

제품은 DNA 분석기의 중앙 라인과 통합되어야 했기 때문에 전략적인 기업 파트너에게 몇 주 

간격으로 결과를 보여 주고 피드백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제약은 빠른 탐색과 피드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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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노미카 결과 5

했으므로 세세한 계획을 미리 짜서 개발하는 기존 방식과는 잘 맞지 않았다. 

우리는 또한 큰 규모의 시스템을 미리 디자인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제노미카의 차세대 

핵심 제품을 만드는 프로젝트에서 회사는 거대하고 통합적인 생물정보학 플랫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거의 1년을 허비한 경험이 있었다. 그렇게 설계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과학자들

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고, 드디어 우리가 수 개월 전에 설계한 시스템

의 적합성을 볼 수 있었는데, 한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데 42초가 걸렸다. 보통 사

용자도 참을성이 없다고들 하는데, 박사학위를 가진 분자생물학자가 42초를 기다리고 있는 모

습을 상상해 보라! 이건 재앙이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일부의 시스템을 미리 디자

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히 바꾸며, 적합한 시간에 디자인을 마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식을 찾

고자 했다.  

또 팀들이 좀 더 교차기능적이 되기를 원했다. 회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제노미카는 대부

분의 조직들처럼 운영되었다. 개발된 제품은 완성된 후에야 테스트 팀으로 넘겨졌다. 앞으로

는 모든 팀 멤버들이 진행 상황을 자주 공유하길 원했고, 진행 상황을 매일 맞춰 보는 것이 

목표였다. 과거에는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늦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복잡해졌다. 다른 

영역의 사람들 간의 소통 빈도도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들과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스크럼이 제노미카에 적합할 것이라고 생

각했다. 

제노미카 결과 
우리가 처음 스크럼을 받아들이기로 했을 때 스크럼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처음으로 슈와버

와 비들이 스크럼에 대해 쓴 책은 그다음해인 2001년이 되어서야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구할 수 있

는 정보를 끌어모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는 이전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나아

졌다(표 1.1).

표 1.1 제노미카 스크럼 결과

기준 폭포수 모델 스크럼

노력 10 1

속도 1 7

고객 만족도 나쁨 훌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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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측면에서 봤을 때, 비교할 만한 양의 제품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스크럼 개발 방식

은 기존의 계획 주도의 폭포수 모델 개발 방식을 이용했을 때의 10분의 1(1명당 1개월 노력의 양 

기준)의 노력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점은 스크럼 개발 방식은 폭포수 모델 개발 방식

의 7배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주어진 시간 내에 스크럼 개발 방식이 폭포수 

개발 방식에 비해 7배 더 가치 있는 제품 기능들을 생산해 냈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 파트너의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 출시에 맞추어 예상한 시간 내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파트너십 강화를 가능하게 했고 제노미카

의 주식 가치를 크게 증가시켰다.

당신에게도 스크럼이 도움이 될까?
스크럼을 사용하기 전 제노미카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제품 기능을, 예정보다 늦게, 낮은 품

질로 제공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다른 많은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제노미카 역시 경쟁자보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1980년대 중반에 내가 처음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사

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거의 30년이 지났는데도 상황은 나아

지지 않았다. 

오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함께 모여 “여러분은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팀이 내고 있는 결

과에 만족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우리가 고객에게 가치 있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경제

적으로, 제 시간에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과연 뭐라

고 대답할까? 

전 세계를 다니며 트레이닝 및 코칭을 하는 동안 만난 사람들 다수가 이 두 가지 질문 모

두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프로젝트 실패율이 너무 높다”, “결과

물이 늦다”, “투자 대비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낮다”, “생산성이 민

망할 정도이다”, “아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직원들의 도덕성이 낮다”, “직원 

이직률이 너무 높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라며 비웃는 사

람들도 있다.

이러한 불만들을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생기는 불만족은 현

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듯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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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럼 개발 방식을 성실하게 적용한 기업들은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그림 1.2 참고). 

스크럼의 혜택 

고객의 기쁨

투자 대비 성과 증진 

비용 감소

빠른 결과

복잡한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더 많은 즐거움

그림 1.2 스크럼의 혜택 

이 기업들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첫날 구상했던 제품 기능을 포함해, 

고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공하여 고객들을 계속해서 기쁘게 하고 있다. 또 그들은 

더 작은 규모로 더 자주 출시(release)하면서 투자 대비 이익이 개선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조직의 비효율적인 부분과 낭비(waste)를 가차없이 드러내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스크럼은 잘 작동하고, 통합되고, 테스트된, 상업적 가치를 가진 제품 기능을 작업 주기

마다 제공하므로써 더 빨리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게 된다. 스크럼은 시장의 경쟁자, 고객, 

사용자, 규제 기관과 다른 이해 관계자의 행동에 따라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복잡계 영역에서 

조직을 돕는 데에도 적합하다. 그리고 스크럼은 모든 참여자들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만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의미 

있는 협력을 자주 즐기면 이는 인간 관계의 발전과 팀원 사이의 상호 신뢰 증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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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스크럼은 많은 경우 탁월한 해결책이지만 모든 상황에 적절하지

는 않다는 것이다. 크네빈(Cyne�n) 프레임워크(Snowden and Boone 2007)는 의미 형성의 틀로 우

리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상황에 맞는 접근법에 

의거해 작업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이해 체계는 “단순(simple), 복잡(complicated), 혼

돈(chaotic), 복합(complex), 무질서(disorder)”라는 다섯 가지 영역의 특징을 정의하고 비교한다. 

무질서는 다른 영역 중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지 모를 때이다(그림 1.3). 크네빈 프레임워크를 이

용해 스크럼이 적합한 상황과 적합하지 않은 상황을 알아보자. 

복합
조사, 감지, 반응

혼돈
행동, 감지, 반응

•문제에 대해 배우기 위한 탐색, 검토, 그리고 적응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요구함

•패턴을 찾는 실험을 위해 실패에 안전한 환경 

조성 

•상호작용 및 소통 수준 향상

•발생의 영역

•나중에 알게 된다 

•예측 가능한 측면보다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많음

•즉각 행동하고 상황이 진정되었는지 검토한 후에 

복합 영역으로 옮기기 위해 적응을 시도함 

•내려야 할 결정은 많은데 생각할 시간이 없음 

•질서 재정립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

•정답보다는, 가능한 일을 찾음

•새로운 것의 영역

•아무도 모름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음

•상황 평가, 선택지 조사, 좋은 판단을 바탕으로 반응 

•전문가를 통해 통찰력을 얻음

•재무지표를 통해 통제

•좋은 판단의 영역

•여러 가지 정답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지만 쉽게 드러나지 않음

•예측 불가능 한 측면보다 예측 가능한 측면이 많음

•사실을 평가하고 이를 분류한 후에 정립된 관행을 

바탕으로 반응

•가장 적합한 실행의 영역 

•안정적인 영역 (거의 변화가 없음)

•누가 봐도 인과관계가 명확함

•정답이 있음

•사실 기반 관리 

복잡
감지, 분석, 반응

단순
감지, 분류, 반응

무질서

그림 1.3 크네빈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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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프트웨어 개발과 지원의 많은 부분이 크네빈 영역의 단 한 곳에만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여러 측면들이 서로 겹치고 그 활동들이 

다른 영역 모두에 나누어져 있는(Pelrine 2011) 변화가 많은 시도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프트웨

어 개발 작업은 복잡 혹은 복합 영역에 해당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복합의 영역에만 해당된

다고 단정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에 혁신적인 새 제품 개발, 지속

적인 소프트웨어 제품 관리, 운영 및 지원을 포함한다면 더욱 그렇다. 

복합 영역

복합적인 문제(complex problem)를 다룰 때는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가도 예측 가능해진다. 

정답이 있는 경우라면 나중에서야 알게 될 것이다. 이 영역은 발생(emergence)의 영역이다. 문

제를 이해하기 위해 탐험하고, 이를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검토(inspect)하고 적응(adapt)해

야 한다. 복합 영역에서 일하는 것은 창의성과 혁신을 요한다. 일상적이고 틀에 맞춰진 해결법

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험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실패해도 안전한 환경을 조

성해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상위 수준의 상호작용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혁신적인 새 제품 

개발, 현존하는 제품의 혁신적인 기능 변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스크럼은 복합 영역 운영에 특히 적합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사(탐구), 감지(검토), 반응

(적응) 능력이 특히 중요하다.

복잡 영역

복잡한 문제(complicated problem)는 전문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다. 여러 가지 정답이 있

을 수 있으나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 이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스크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시스템 수

행 최적화를 위해 변수를 조절해야 하는 과정에서는 어셈블링(assembling) 전문가가 상황을 평

가하고,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좋은 판단을 내려 반응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상당수

의 매일 반복되는 소프트웨어 관리(제품 지원 혹은 결함 문제 처리)가 이 영역에 해당한다. 식스 

시그마(Six Sigma)와 같은 많은 전략적, 계량적 접근 방식이 특히 잘 맞는다. 이러한 전략적 접

근 방식은 단순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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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영역

단순 영역에서는 누구나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다. 대부분 정답이 명확하며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단순 영역은 정해진 업무 방식의 영역이며 알려진 해결법이 존재한다. 몇 가지 사실들을 

평가한 후에 미리 정해진 해결 방법 중 어느 것이 맞을지 정할 수 있다.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스크럼을 쓸 수 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 알려진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쓸 수 있는 문제 해결 과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낸다면 잘 만들어진 조립 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스크럼을 사용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혹은 똑같은 상용제품(COTS, Commercial-O�-�e-

Shelf)을 100번째 배치할 때는 제품을 설치하고 설정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기존의 방식

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

혼돈 영역

혼돈 문제는 빠른 반응을 요구한다. 위기 상황에 바로 대처해서 더 큰 피해를 막고 일부는 복

원한다. 한 대학에서 우리 제품의 알고리즘(algorithm)에 결함이 있어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기

사를 냈다고 가정해 보자. 고객들은 우리 제품의 결과를 토대로 많은 투자를 했고, 우리 회사

를 상대로 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알고리즘 수석 디자이너는 보르네오(Borneo) 정글에

서 휴가를 보내고 있고, 앞으로 2주간 연락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스크럼은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다. 백로그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음 작업 주기에 무슨 일을 할지 결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출혈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혼돈 문제

는 상황에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무질서

다른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을 때 무질서에 해당된다.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이다. 이럴 때 사람들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상황을 분석하고 행

동하는 경향이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 영역에 적합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3장에서 논의할 

테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잘 맞지 않는다. 상황을 몇 가지 구성 요

소로 나누고 이를 다른 네 가지 영역 중 하나에 대입하는 것으로 무질서 영역을 벗어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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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크럼을 무질서 영역에 적용하려 하지 말고 무질서 영역을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인터럽트 주도 방식

스크럼은 상위 수준의 인터럽트(interrupt) 주도 방식에는 맞지 않는다. 당신이 고객 지원 기구

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데 스크럼 방식을 적용하기 원한다고 해 보자. 제

품 백로그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받는 지원 요청으로 가득 차 있다. 장기적인 

제품 백로그는 만들 수 없고, 백로그의 내용과 순서는 자주(몇 분 혹은 시간마다일 수도 있다) 

바뀐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을 작업 주기로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 정도로 미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

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지원 요청이 와서 미리 준비해 둔 계획을 다 무산시켜야 할 가능

성이 아주 높다.  

인터럽트 주도 방식 환경에서는 칸반(Kanban)이라는 다른 애자일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낫다. 칸반은 독자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고 현재의 개발 프로세스에 덧씌워지는 방법이다. 칸

반은 아래의 특정 입장을 취한다. 

• 시스템의 문제 해결 과정을 시각화한다(예: 지원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이 밟는 과정).

• 능력치를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과정마다 할 일(WIP, work in process)을 제한한다. 

•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해 일의 흐름을 측정하고 최적화한다. 

칸반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소프트웨어 보수와 지원 분야이다. 일부 칸반 사용자들은 칸

반이 (능력치에 맞춘 WIP에 의한) 과부하를 없애고 작업의 흐름의 가변성을 줄이는 동시에 변

화에 대해 진화적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복합 영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크럼과 칸반 모두 개발을 위한 애자일 방식이고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현

재 운영하는 영역을 이해한 후에 고려되어야 한다. 일부 조직에서는 스크럼과 칸반이 동시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체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크럼을 새로

운 제품 개발에 사용하는 동시에 칸반을 인터럽트 주도 지원 및 보수에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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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스크럼은 왕도도 마법 치료약도 아니다. 하지만 스크럼은 복합적인 제품 개발 노력(product 

development e�ort)에 따르는 변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제노미카를 포함해 소프트웨

어를 개발하는 데 맞는 더 나은 방식을 찾고자 한 많은 회사들에게 있어서 스크럼은 옳은 선

택이었고 또 다른 회사에도 맞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비록 스크럼 체계는 단순하지만, 스크럼을 적용하는 것이 쉽고 간편할 것이라고 생각하

는 것은 오산이다. 스크럼은 질문에 정해진 답변을 주지 않는 대신에 팀이 스스로 좋은 질문

을 떠올리고 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조직의 병폐에 요리책 같은 해결책을 주지는 않

지만, 조직이 진정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막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을 드러나게 

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많은 조직에게 고통스럽다. 하지만 만일 조직이 이러한 초기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스크럼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및 결과물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수준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까지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책의 나머지 부분들은 스크럼의 중요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다. 스크럼 체계의 역할, 활

동, 산출물, 규칙(rule) 등 전반적인 설명부터 시작할 것이다. 스크럼을 올바른 방식으로 적합

한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당신도 2000년도의 그 운명적인 날에 내 아내가 그랬던 것만큼 중요

한 가치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옮긴이_예정일에 맞춰서 출산하는 것은 매우 드

문 일이다. 그러니까 스크럼을 활용하면 예정일에 출산하듯 제품을 제때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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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념

스크럼.indb   13 2016. 11. 22.   오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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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요

스크럼 프레임워크 

Chapter 2

이번 장에서는 실제 적용을 중심으로 역할, 활동, 산출물 등을 포함한 스크럼 프레임워크의 

개요를 설명한다. 다음 장에서는 각 개념의 원칙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룰 것이다. 

개요
스크럼은 방법론적으로 순차적인 단계를 밟으며 항상 시간과 예산에 맞추어 고객을 만족시키

는 고품질 제품의 생산을 보장하는 표준화된 공정이 아니다. 그보다는 일을 조직하고 관리하

는 프레임워크(framework)라고 할 수 있다. 스크럼 프레임워크는 일련의 가치, 원칙, 실천법을 

바탕으로 조직에 기초를 제공하고 여기에 해당 기업 특유의 기술 개발 실천법과 스크럼을 실

현하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더해진다. 그 결과 조직 특유의 스크럼이 만들어진다.

스크럼 프레임워크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스크럼 프레임워크가 마치 건물의 기초

와 벽이라고 상상해 보자. 스크럼의 가치, 원칙, 실천법은 건물의 뼈대이다. 가치, 원칙, 실천

법을 무시하거나 본질을 바꾸면 붕괴 위험이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얻을 때까지 

설비와 기능을 더해 스크럼 뼈대를 원하는 대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스크럼은 정직, 개방, 용기, 존중, 집중, 믿음, 권한 분산,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참신

할 정도로 단순하고 사람 중심적인 프레임워크이다. 3장에서 스크럼의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

할 것이다. 그다음에 특정한 실천법이나 접근법이 어떤 원칙과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살

펴보겠다.

스크럼 실천법은 특정한 역할, 활동, 산출물, 관련 규칙으로 구현된다(그림 2.1). 

지금부터는 스크럼 실천법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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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스크럼 실천법

역할

제품 책임자

스크럼마스터

개발 팀

스프린트

스프린트 계획 

제품 백로그 다듬기

일일 스크럼 

스프린트 실행

스프린트 리뷰

스프린트 회고

제품 백로그

스프린트 백로그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

책 전반에 걸쳐 설명

산출물

규칙

그림 2.1 스크럼 실천법 

스크럼 역할
스크럼 개발은 각각 제품 책임자(product owner), 스크럼마스터(ScrumMaster), 개발 팀

(development team)의 세 가지 역할로 구성된 하나 이상의 스크럼 팀(Scrum team)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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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럼 역할 17

이루어진다(그림 2.2). 스크럼을 사용할 때 다른 역할이 추가될 수 있지만, 스크럼 프레임워크

에서 요구되는 역할은 이 세 가지다.

제품 책임자 스크럼마스터

개발 팀 

스크럼 팀

그림 2.2 스크럼 역할

제품 책임자는 무엇을 개발할지, 어떤 순서로 개발할지를 정할 책임이 있다. 스크럼마스

터는 넓은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팀이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따르도록 안내

하는 역할을 한다. 개발 팀은 제품 책임자가 요구한 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책임지고 

결정한다.

만약 당신이 관리자라면 그림 2.2에 “관리자”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관리자는 스크럼을 사용하는 조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13장 참고). 스크럼 프레임워크는 

스크럼의 특정한 역할을 정의할 뿐이지 스크럼을 사용하는 조직에 있거나 있어야 하는 모든 

역할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제품 책임자

제품 책임자는 제품 리더십에 권한을 가진 핵심 인물이다. 어떤 특징과 기능을 가지고 어떤 

순서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다. 스크럼 팀이 달성하

려는 명확한 비전을 유지하고 다른 스크럼 참여자들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처럼 제품 

책임자는 개발되거나 유지되는 제품의 전체적인 성공에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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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초점이 외부 제품인지 내부적인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인지에 상관없이 제품 책

임자는 기술적인 업무를 포함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팀이 제품 책임자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제품 책임자는 스크럼마스

터, 개발 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질문을 받으면 빠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9장에서 제

품 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스크럼마스터

스크럼마스터는 모든 구성원들이 스크럼의 가치, 원리,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

게 돕는다. 코치로서 모든 프로세스 진행을 돕고 스크럼 팀과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신들만의 스크럼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기업이 스크럼을 적용하는 과정

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스크럼마스터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팀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팀이 스크럼

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외부에서 팀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때 팀을 보호하고, (팀원

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리더십을 발휘해 팀의 생산성에 장애가 

되는 요인(impediment)을 제거할 책임도 있다. 스크럼마스터는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자나 

개발 팀 관리자와는 다른데, 스크럼마스터는 팀을 좌지우지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

기 때문이다. 스크럼마스터는 리더의 역할을 하지만 관리자는 아니다. 좀 더 자세한 기능 관

리자나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은 13장에서 다루겠다. 스크럼마스터의 역할은 10장에 더 자

세히 나와 있다. 

개발 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팀에는 시스템 설계자, 프로그래머, 테스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사용자 인터페이스(UI, user interface) 디자이너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이 있다. 스크럼에서

는 디자인, 설계, 테스트를 책임지는 다양한 직업군의 교차기능적 집합을 개발 팀이라는 역할

로 정의하고 있다. 

개발 팀은 제품 책임자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정하기 위해 자기조

직화된다. 개발 팀은 보통 5~9명으로 구성되며 팀의 구성원들은 좋은 품질의 작동하는 소프

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물론 더 큰 규모의 팀을 요구

하는 개발 프로세스에 스크럼을 적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35명으로 이뤄진 한 개의 스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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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으로 구성하지 않고 팀마다 5~9명 혹은 더 적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네 개 이상 팀으로 

만든다. 개발 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11장, 여러 개의 팀에 관한 설명은 12장에 있다. 

스크럼 활동과 산출물
그림 2.3은 대부분의 스크럼 활동과 산출물,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여 준다. 

스프린트 실행

일일 스크럼

스프린트 리뷰
스프린트 회고

스프린트 계획

제품 백로그

그루밍

스프린트 백로그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

적응

검토

적응

적응

검토

검토

그림 2.3 스크럼 프레임워크 

그림의 왼쪽부터 시작해서 시계방향으로 원을 그리는 화살표(스프린트)를 중심으로 도표

를 정리해 보자.

제품 책임자는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비전(큰 상자)을 가지고 있다. 상자가 너무 크기 때문

에 그루밍(grooming)이라는 작업을 통해 작은 제품 기능들로 쪼개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을 제품 백로그라고 부른다.

스프린트는 스프린트 동안에 완성해야 하는 개발 작업(스프린트 실행)을 계획하는 스프린

트 계획에서 시작되고 리뷰와 회고로 끝난다. 스프린트는 그림의 가운데 있는 반복적인 큰 원

형 화살표로 표현했다. 제품 백로그에 있는 항목들은 개발 팀이 짧은 스프린트 기간 동안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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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있는 항목보다 그 수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매 스프린트를 시작할 때마다 개

발 팀은 스프린트 내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제품 백로그의 항목 일부를 정해야 한다. 이

를 스프린트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큰 제품 백로그 상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다. 

여담으로 2011년 “스크럼 가이드”(Schwaber and Sutherland 2011)를 만들때, 스프린트 계획의 

결과물에 알맞은 단어가 예상(forecast)인지 혹은 약속(commitment)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

다. 예상이라는 단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비록 개발 팀이 스프린트를 시작했을 때 가장 정

확하게 측정했다고 하더라도, 스프린트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됨에 따라 이 예측

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중 일부는 팀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품질을 희생하거나 혹은 

목표를 하향 설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모든 개발 팀은 매 스프린트마다 달성할 수 있는 예상(측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많은 개발 팀은 약속을 끌어내기 위해 예상을 활용할 때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

지만 약속은 제품 책임자와 개발 팀 사이뿐만 아니라 개발 팀 사이에서 상호신뢰를 갖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조직 내에서 합리적인 단기 계획과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여러 개

발 팀이 함께 개발하는 경우, 한 팀에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다른 팀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서로 계획을 맞추도록 지원한다. 이 책에서 나는 약속라는 단어를 선호하지만, 문맥에 따라 

가끔 예상을 사용할 것이다.

개발 팀이 합리적인 약속을 했는지 확신을 얻기 위해 팀원들은 스프린트 플래닝할 때, 스

프린트 백로그라는 두 번째 백로그를 만든다. 스프린트 백로그는 자세한 업무 목록(task)을 통

해 팀이 어떻게 해당 스프린트 기간 동안 제품 백로그에서 선택된 기능들의 디자인, 구축, 통

합, 테스트를 시행할지 묘사한다. 

다음 단계는 스프린트 시행인데, 개발 팀이 선택된 제품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

한 작업을 한다. 스프린트 시행 기간 동안 팀 멤버들은 일일 스크럼으로 알려진 동기화

(synchronization), 검토(inspection), 계획 조정(adaptive planning) 과정을 통해 일의 흐름을 관리하

도록 돕는다. 매 스프린트 시행 기간 끝에는 제품 관리자의 비전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나타

내는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이 만들어진다. 

스크럼 팀은 두 가지 검토(inspect)와 적응(adapt)을 실행함으로써 스프린트를 완성한다. 첫

째로 스프린트 리뷰에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스크럼 팀이 제작되고 있는 제품을 검토한다. 둘째

로 스프린트 회고에서는 팀이 제품을 만드는 스크럼 과정을 검토한다. 이 두 가지 활동 결과는 

제품 백로그에 반영되거나 팀이 개발하는 과정에 포함되면서 팀의 방식을 만들고 적응한다.

이제 개발 팀이 제품 백로그에서 다음으로 완성할 가장 중요한 항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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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럼 스프린트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고 반복된다. 적당한 수의 스프린트가 완료되고 나면 

제품 책임자의 비전이 달성되고 그 해결책이 출시될 수 있다.

이 장의 남은 부분에서 각 활동과 산출물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다. 

제품 백로그 

스크럼을 사용하면 언제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하게 된다. 제품 책임자는 스크럼 팀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일의 우선순위(혹은 순서)를 결정하고 관리하며, 이를 제품 

백로그(Product Backlog)를 통해 소통할 최종 책임을 가지고 있다(그림 2.4). 새로운 제품을 개발

할 때 초기 제품 백로그 항목은 제품 책임자의 비전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품 기능들이다. 진

행 중인 제품에 대한 제품 백로그는 새로운 제품 기능, 기존 제품 기능의 변화, 개선이 필요한 

단점, 기술적인 개선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제품 기능 A

제품 기능 B

제품 기능 C

결함 23

보완 X

제품 기능 D

제품 기능 E

제품 기능 F

상위 우선순위 항목

하위 우선순위 항목

그림 2.4 제품 백로그 

제품 책임자는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제품 백로그 항목을 모으고 정한다. 그 후 

높은 가치를 가진 항목들은 제품 백로그 위에, 낮은 가치를 가진 항목들은 아래에 올바른 순서

(가치, 비용, 지식, 위험 요소 등을 고려)로 나열한다. 제품 백로그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산출물이

다. 사업 환경이 변하거나 매 스프린트 때 생산된 소프트웨어의 피드백을 통해 제품에 대한 스크

럼 팀의 이해가 증진됨에 따라 제품 책임자는 항목을 추가, 삭제, 재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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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백로그 항목을 만들거나 예상치를 내고 우선순위를 정해 다듬는 일련의 과정을 그

루밍이라고 한다(그림 2.5).

제품 기능 A
제품 기능 B
제품 기능 C

제작 및 보완 측정

우선순위 정하기

제품 백로그

그림 2.5 제품 백로그 그루밍

두 번째 여담으로 2011년도에 제품 백로그의 순서를 설명하는 데에 기존에 사용되던 우

선순위(prioritized)가 적절할지 “스크럼 가이드”(Schwaber and Sutherland 2011)에 나오는 용어인 

순서(ordered)가 적절할지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있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순서를 

정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고,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심지어 순서를 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품 백로그 목차를 정하는 방법에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여러 요소

가 있고 한 단어 안에 이 개념의 범위와 깊이를 완전히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순서 대 우선순위 논란이 이론적으로는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

들은 제품 백로그 항목을 논의할 때 두 단어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제품 백로그 항목 우선순위, 순서, 혹은 배열을 정하기 전에 각 항목의 크기

를 알아야 한다(그림 2.6).

크기는 곧 비용을 의미하고 제품 책임자는 적절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항목의 비용

을 알아야 한다. 스크럼은 제품 백로그 항목으로 어떤 크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정해 두지 않

는다. 실제 적용에서는 많은 팀들이 스토리 포인트(story point)나 이상적 날짜(ideal day) 같은 

상대적 크기(relative size measure)를 사용한다. 상대적 크기는 절대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항목과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림 2.6 예에서 제품 기능 C는 크기가 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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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품 기능 E는 크기가 8이므로 제품 기능 E의 크기가 제품 기능 C의 4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7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스프린트

스크럼에서는 스프린트라는 길게는 1개월 정도인 반복 주기 혹은 사이클 내에서 일이 진행된다

(그림 2.7). 각 스프린트에서 끝난 일은 고객이나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스프린트는 타임박스(timebox)되어 고정된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고 보통 매번 같은 길이를 

유지한다. 한 스프린트가 종료되면 바로 다음 스프린트가 시작된다. 규칙상 스프린트 도중에

는 목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나 팀원의 변화가 허용되지 않지만 사업상의 필요로 이런 

규칙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있다. 4장에서 스프린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상대적 크기 측정치
(일반적으로 스토리 포인트나 이상적 날짜)

제품 기능 A | 5

제품 기능 B | 3

제품 기능 C | 2

제품 기능 D | 5

제품 기능 E | 8

그림 2.6 제품 백로그 항목 크기 

최대 1개월인 타임박스 

시작일 마감일

고정된 길이

스프린트 1 스프린트 2 스프린트 3 스프린트 4

그림 2.7 스프린트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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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린트 계획

제품 백로그에는 하나의 짧은 스프린트 기간 안에 끝내기 어려운 몇 주 혹은  몇 개월 간의 일

이 적혀 있기도 하다. 제품 책임자, 개발 팀, 스크럼마스터는 제품 백로그에서 다음 스프린트

에 만들어질 가장 중요한 항목을 정하기 위해 스프린트 계획(sprint planning)을 한다(그림 2.8). 

스프린트 계획을 할 때, 제품 책임자와 개발 팀 사이에 다음 스프린트에서 이루어져야 할 

스프린트 목표(sprint goal)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개발 팀은 이 목표를 사용해서 제품 백

로그를 검토하며, 우선순위가 높고 팀이 장기적으로 편하게 맞춰갈 수 있는 작업 속도를 유지

(sustainable pace)하면서 현실적으로 다음 스프린트에서 완성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한다.  

작업목록 =  
어떻게 할 것인가

스프린트 계획은  
모든 스프린트의  
첫 단계이다 

스프린트 백로그

스프린트 계획

그루밍

제품 백로그 

할 일  

제품 기능 A
제품 기능 B

제품 기능 C

그림 2.8 스프린트 계획 

목표로 한 제품 기능을 완료할 수 있을지 확신을 얻기 위해 많은 개발 팀들은 기능을 한 

묶음의 작업들로 나눈다. 제품 백로그에서 파생된 이런 작업들의 묶음인 두 번째 백로그를 

스프린트 백로그(sprint backlog)라고 한다(그림 2.9).

그 후 각 작업을 마치는 데 얼마만큼의 노력이 필요할지 예상치(보통 시간 단위를 사용)를 

낸다. 제품 백로그에 있는 항목들을 작업으로 나누는 것은 설계의 한 형태이며, 어떻게 그 기

능을 완료할 것인지를 위한 적시형(just-in-time) 계획이다.  

2주에서 1개월 정도의 스프린트 기간을 가진 대부분의 스크럼 팀들은 4~8시간 안에 스

프린트 계획을 끝내려고 한다. 일주일 길이의 스프린트 계획에 두 시간 이상이 걸리지 않고 대

부분 더 짧게 끝날 것이다. 스프린트 계획을 하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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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내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사이클 접근이다. 제품 백로그를 고르고(가

능하다면 제품 책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정의한 아이템), 아이템을 여러 작업으로 나눈 후, 합리적

으로 생각했을 때 선택한 항목을 스프린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지 판단한다(이때 같은 기간 

내에 다룰 다른 항목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해당 항목을 스프린트 내에 끝낼 수 있고 다른 항

목도 더 할 여력이 있으면 같은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를 팀이 더 이상 일할 여력이 없을 때까

지 반복한다. 

UI 코딩
5시간

오류 로그 더하기
12 시간

그래픽 라이브러리 설치
8시간

아이콘 만들기
8시간

테스트 자동화 
6시간 

버퍼 테스트
2시간 

테스트 자동화
8시간

데이터베이스 개요 작성
6시간

각 제품 기능 을 작업 목록으로 나눈다 

각 작업 목록에 예상되는 
노력 시간을 할당한다.

그림 2.9 스프린트 백로그

다른 방법은 제품 책임자와 팀이 제품 백로그 중 해당 스프린트에서 할 항목들을 한꺼번

에 고르는 것이다. 개발 팀만 이를 작업 목록으로 나누고 해당 항목들을 마칠 수 있을지 확인

한다. 19장에서 각 접근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다. 

스프린트 실행

스프린트 계획이 끝나고 다음 스프린트의 내용이 합의되면 개발 팀은 스크럼마스터의 코치를 받

아 제품 기능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그림 2.10). 여기서 “완료”는 좋은 품

질의 완성된 기능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을 마쳤다는 상위 수준의 확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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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린트 실행은 각 스프린트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제품 기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팀이 해야 하는  
작업 목록이 있다

스프린트 백로그 스프린트 실행 

그림 2.10 스프린트 실행

팀이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하는가는 일의 본질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만

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드웨어나 마케팅 작업인가, 만약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 어떤 소프트웨

어인가 하는 점이다. 

아무도 개발 팀에게 스프린트 백로그에 있는 작업 수준의 일을 어떤 순서나 방식으로 할

지 지시하지 않는다. 대신 팀 멤버들이 스스로 자기 작업을 정하고 스프린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일을 조직한다. 스프린트 실행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20장을 살펴보기 바란다. 

일일 스크럼 

개발 팀원은 스프린트 기간 동안 매일, 되도록이면 같은 시간에 15분 이하로 시간이 정해진 

일일 스크럼(daily scrum)을 가진다(그림 2.11). 이 검토와 적응 활동은 간략하게 진행하기 위해 

보통 미팅 시간 동안 모두 서 있기 때문에 일일 스탠드업(daily stand-up)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통 일일 스크럼을 진행하는 접근법은 스크럼마스터의 퍼실리테이팅(facilitating)과 함께 

각 팀 멤버들이 순서대로 다른 팀 멤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래의 세 가지 질문에 대

답하는 것이다. 

• 지난 일일 스크럼을 한 이후 무엇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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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마다

일일 스크럼

스프린트 실행

적응

검토

그림 2.11 일일 스크럼

• 다음 일일 스크럼 때까지 무슨 일을 하려고 계획했는가?

• 일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나 장애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답함으로써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스프린트 목표를 향해 어

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다음날 할 일에 수정해야 할 부분은 있는지, 그리고 고려해야 할 이슈

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된다. 일일 스크럼은 개발 팀이 스프린트 

동안 빠르고 유연한 일의 흐름을 관리하도록 돕는 데 필수적이다. 

일일 스크럼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이 아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 많은 팀들이 일일 스

크럼을 마치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소그룹으로 모여 논의한다. 또한 상황 회의, 특히 프로젝

트 관리자들이 일의 진행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하던 회의와는 다르다. 하지만 팀 멤

버들 간에 스프린트 백로그 항목 진행 상황을 소통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일일 

스크럼은 주로 자기조직화된 팀이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검토, 동기화, 적응하는 일일 계획 

활동이다.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스크럼에는 누가 일일 스크럼에 참여하고 누가 단순히 관찰

만 하는지를 구분하는 돼지(pig)와 닭(chicken)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 동물 비유는 햄-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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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랙퍼스트(ham-egg breakfast)를 만들 때 닭은 참여했지만 돼지는 헌신했다는 (여러 버전을 가

진) 오래된 영어 농담에서 비롯됐다. 이 용어를 쓰는 의도는 스크럼에서 관계된 사람들(닭)과 

스프린트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돼지)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일일 스크럼에

서는 돼지만 이야기하고, 만일 닭이 있다면 관찰자로 참석한다. 

개인적으로 스크럼 팀원은 돼지, 스크럼 팀원이 아닌 사람들은 닭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

장 유용했다. 모두가 이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제품 책임자는 일일 스크럼에 참석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제품 책임자를 닭으로 여긴다.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데 어떻게 ‘헌신’을 하느냐는 것이다.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제품 책임자가 스크럼 팀원

으로서 개발 팀보다 스프린트 결과에 덜 헌신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크럼 

팀 내에서 돼지와 닭의 비유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완료

스크럼에서는 스프린트의 결과를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potentially shippable 

product increment)이라고 한다(그림 2.12). 이는 스크럼 팀이 합의한 완료의 정의에 따라 하기로 

한 일들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정의는 완성된 일이 좋은 품질이고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하다는 확신의 정도를 명시한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가장 최소한

의 완료의 정의는 디자인, 구축, 통합, 테스트, 문서화를 마친 완전한 제품 기능의 일부를 얻

는 것이어야 한다.  

공격적인 의미의 완료의 정의는 비즈니스 측이 각 스프린트에서 만들어진 것을 내외부 고

객들에게 전달(혹은 배치나 출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정확히 말해서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하다는 것은 만들어진 결과물이 실제로 출시되어

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출시라는 것은 사업적 판단이고 “충분한 기능을 갖추었거나 고객에게 

전달할 만큼 충분한 고객 흐름을 갖추었는가?” 혹은 “2주 전에 제품 출시가 있었다는 것을 고

려했을 때 우리 고객들이 또 다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사항에 자주 영

향을 받는다.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하다는 것은 스프린트에서 만들어진 것이 실제 완성품이고 중요한 

테스트나 통합 등 실질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중요한 일이 없다는 확신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사업적으로 제품 출시를 원한다면 스프린트 결과물을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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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린트 리뷰

스프린트 실행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

검토

적응

그림 2.12 스프린트 결과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

실제로 어떤 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료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임 

개발 초기에는 이 시기의 탐구적인 본질을 고려했을 때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한 제품 기능을 

만든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팀이 

다음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기능적이고 쓸 만한 피드백을 만들어 

낼 제품 기능 조각을 완성하는 것이 완료의 알맞은 정의가 될 수 있다. 완료의 정의를 더 자세

히 알고 싶다면 4장을 살펴보자. 

스프린트 리뷰 

스프린트 끝에는 두 가지 추가적인 검토와 적응 활동이 있다. 이 중 하나는 스프린트 리뷰

(sprint review)라고 불린다(그림 2.13).

이 활동의 목표는 제작되고 있는 제품을 검토하고 적응하는 것이다. 이 활동에 중요한 것

은 스크럼 팀, 이해관계자, 스폰서, 고객, 관심 있는 다른 팀 멤버 등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지

는 대화이다. 대화의 초점은 전체적인 개발 맥락에서 이제 막 완성된 제품 기능을 검토하는 

데 맞춰진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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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 가이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성공적인 리뷰의 결과는 양방향 정보 흐름이다. 스크럼 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개발 노

력에 발을 맞추고 방향성을 잡는 것을 도와준다. 동시에 스크럼 팀 멤버들은 어떻게 하면 제

품이 좀 더 고객과 사용자를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피드백을 자주 받음으로써,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사업과 마케팅 측면의 깊은 평가를 얻게 된다. 따라서 스프린트 리뷰는 제품을 

검토하고 조정할 기회이다. 실제 상황에서는 스크럼 팀원이 아닌 사람들이 스프린트 내의 제

품 기능들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스크럼 팀이 스프린트 목표를 더 잘 성취하도

록 도울 수 있다. 스프린트 리뷰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21장에 있다. 

검토
검토

적응
적응

스프린트 리뷰는 스프린트 끝에서 두 번째 활동이다

스프린트 리뷰
스프린트 회고

잠재적으로 출시 가능한 
제품 증분 

그림 2.13 스프린트 리뷰 

스프린트 회고

스프린트 맨 마지막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검토와 적응 활동은 스프린트 회고(sprint 

retrospective)이다(그림 2.14). 스프린트 리뷰 후, 다음 스프린트 계획 전에 이루어진다. 

스프린트 리뷰가 제품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시간이라면, 스프린트 회고는 프로세스를 점

검하고 조정할 기회다. 스프린트 회고를 진행할 때, 개발 팀, 스크럼마스터, 제품 책임자가 모

여 스크럼 및 관련된 기술적 실천법 중 어떤 것이 잘 되고 어떤 것이 잘 안 되는지 논의한다.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해 좋은 스크럼 팀을 훌륭한 스크럼 팀으로 만드는 데 회고의 초

점이 있다. 스프린트 회고가 끝날 때 스크럼 팀은 다음 스프린트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

의 개선 사항들을 찾고 실제로 개선을 실행하도록 약속해야 한다. 스프린트 회고에 대한 자세

한 내용은 22장을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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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검토

적응

적응

스프린트 회고는 스프린트의 마지막 활동이다

스프린트 리뷰
스프린트 회고

그림 2.14 스프린트 회고 

스프린트 회고가 완전히 끝난 후에는 전체 과정이 다시 반복되는데, 팀이 집중해야 하는 

현재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 일을 정하기 위한 스프린트 계획부터 시작한다.

마무리
이 장에서는 스크럼 프레임워크의 역할, 활동, 산출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하는 데 초점

을 두고 스크럼 실행의 핵심을 설명했다. 핵심에 속하지는 않지만 많은 스크럼 팀에서 사용하

는 상위 수준의 계획과 진행을 파악하는 실천법들도 있다. 각각의 개념은 해당 장에서 더 자

세히 설명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스크럼의 근본이 되는 핵심 원칙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 핵심 원칙은 각 개념을 설명하는 장을 읽을 때,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더 깊고 쉽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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