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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일(Agile)과 데브옵스(DevOps) 트랜드
전 세계의 IT기업들은 산출물 배포 가속화, 요구사항 변경 관리 및 생산성 강화, 그리고 품질 향상을 위해
빠르게 애자일(Agile), 데브옵스(DevOps) 등과 같은 경량 개발 방법론을 채택
• 생산성

• 프로젝트 성공률

2

사업 배경 및 목적
SW 개발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경량 개발 방법론 개발과 이의 성공적인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적

배경

목적

국내 애자일 및 데브옵스의
느린 전파와 적용 실패

한국형 경량 개발 방법론
개발 및 적용

• 국외 SW기업의 애자일
방법론 도입 지속적으로 증가
• SW개발 기업들의 상품
시장 출시 기간 단축 필요
(+ 품질 확보)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빠른 요구사항 대응 필요
(+ 품질 확보)

한
상

국
황

SW중소기업을
위한 경량 개발
방법론

• 국내외 경량 개발
방법론 현황 분석
• 한국형 경량 개발 방법론
가이드 개발
• 컨설팅 및 가이드 교육을
통한 한국형 경량 개발
방법론 내재화
• 시범 적용을 통한 케이스
분석 통해 실무 효용성 입증

o 국내의 경우 애자일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국내 기업의 애자일 정착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음
한국 특유의 수직적 조직문화, 하향식(top-down) 명령하달구조, 수동적 업무 프로세스에 익숙해져 있어 애자일은 도입과
동시에 그 목적성을 잃고 오히려 기존 문화에 동화되기도 하며, 심지어 방법론의 도구 중 하향식 관리에 유리한 점만 몇
가지 추출돼 도입 주체의 입맛에 맞게 개조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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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업 목표
SW 개발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경량 개발 방법론 개발과 이의 성공적인
확산에 기여

국내 SW 개발 기업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경량 개발 방법론 개발 및 확산에 기여

국내외 경량 개발
방법론 현황 분석
및 한계점 분석

새로운 방법론 및
지원 도구
가이드 및
시범적용

(중소)기업 실무자
활용 가능한
경량 개발 방법론
개발

새로운 방법론을
지원하는 적절한
도구 체인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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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전문가 참여
Phd. Stuart Reid, 애자일 프로세스 및 경량 개발 방법론 관련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전문가 참여

PhD. Stuart Reid

- STA 컨설팅 CTO
- 국방, 항공 SW 등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철도,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SW컨설팅 전문가
- ISO/IEC/IEEE 29119 소프트웨어 테스팅
국제표준제정위원장
- 국제 SW 테스팅 자격시험 ISTQB 초대회장
- 영국 BCS Specialist Group in Software Testing 의장
- ISEB Software Testing Panel 의장
- 2001년 European Testing Excellence 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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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조직 구성도
국내외 전문가들의 프로젝트 참여 – 각 참여 인력은 다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
전문가 협의체

• 권호열 교수
• 조승빈 팀장
• 심우곤 수석
• 엄위상 소장
• 김창준 대표
• 박준표 코치
• 외부 연구원(파일럿
프로젝트 개발사)

Project Manager
권원일 대표 (STA)

• Stuart Reid
• Isabel Evans
• 이재왕 대표
• 유희진 수석
• 송홍진 책임
• 강응길 책임

강원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감리협회 회장

전
문
가

조승빈 팀장

60~90여명의 개발자 조직의 애자일 코치 겸 매니
저, 개발 실무자

심우곤 수석

LG 전자의 애자일 개발 활용 초기 멤버로 LG전자
에서 수많은 애자일 코치 진행 경험 보유

협
의
체

엄위상 소장

LG 전자의 애자일 기술 분야 리더겸 의사결정권
자

김창준 대표

국내 애자일 분야를 개척한, 애자일 코치를 양성
하는 애자일 분야 최고 전문가

박준표 코치

국내 애자일 개발 방법론 적용 컨설팅 및 코치 양
성 과정 강의

Isabel Evans

애자일 컨설팅 전문가, 애자일 강의

이재왕 대표

애자일을 활용한 개발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유희진 수석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관리 컨설턴트, 부PM

송홍진 책임

애자일 개발 방법론 및 애자일 테스터 강의

강응길 책임

OTM 개발 경험 보유, CI/CD 경험 보유

Project Leader
Phd. Stuart Reid (STA)

방법론 및 적용 가이드 개발

권호열 교수

조직 구성도

교육 및 컨설팅
• 이재왕
• 유희진
• 송홍진
• 강응길

대표
수석
책임
책임

실
무
담
당

시범 적용 리드 및 참여자
• 이재왕 대표
• 유희진 수석
• 송홍진 책임
• 강응길 책임
• 외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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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일정
구분

세부업무
국내외 경량 개발 방법론 현황 분석

방법론 개발

상태

7월

8월

9월

10월

11월

진행중

방법론 요구사항 식별

완료

방법론 속성 결정

완료

방법론 설계

완료

방법론 가이드 개발

6월

진행중

방법론 - 교육 니즈 분석
방법론- 교육 자료 설계/작성/리뷰

도구 활용
가이드 개발

기술 요구사항 식별

완료

도구 및 도구 체인 리서치

완료

도구 및 도구 체인 평가 및 선별

완료

CI & CD 도구 체인 설계

완료

도구 체인 개념 증명(PoC)

완료

도구 체인 가이드 개발

진행중

기술 - 교육 니즈 분석
기술-교육 자료 설계/작성/리뷰
시범 프로젝트 선정

진행중

방법론 교육

시범 사업

도구/도구 체인 교육
시범 프로젝트 수행
개선방안 도출 및 가이드 보완
7

경량 개발 방법론 Big Picture
LeDeMe Roles
• Product Owner
• Team Leader
• Team Member
• Specialist
• User
• Customer
LeDeMe Activities
• Release Planning (after Sprint Zero)
• Sprint Zero (Project Preparation and
Release Planning)
• Product Backlog Management
• Sprint Planning
• Acceptance Testing
• Retrospective
• Stand-Up Meeting
• Development
• Testing
LeDeMe Work Products
• User Story
• Acceptance Criteria
• Product Backlog
• Sprint Backlog
• Taskboard (Development & Test
Process)
• Release Plan
• Release Burndown Chart
• Deliverable Code
• Test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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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D 도구 및 도구 체인
CI/CD 지원을 위한 도구 및 도구체인으로 공개SW 도구를 선정

Continuous Delivery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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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D 도구 및 도구 체인
DevOps 지원을 위한 도구 및 도구체인

Plan

Code

Build

Test

Release

Deploy

Operate

LeDeMe DevOps
Continuous Deployment
Continuous Delivery
Continuous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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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프로젝트 참여 업체 혜택 및 기대효과
시범 프로젝트 참여 업체에게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와 혜택 제공

제공되는 서비스 및 혜택

참여 업체 기대 효과

• 국내 최고 경량 개발 방법론 컨설턴트에

• 프로젝트 가시성 높임

의한 컨설팅 제공

• 급변하는 요구사항(우선 순위) 대처 가능

• 경량 개발 방법론 가이드 및 교육 자료 제공

• 배포 속도 향상

• 도구(CI/CD) 가이드 및 교육 자료 제공

• Time to Market 실현

•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SW개발

• 프로젝트 비용 절감

기반 조성

•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

• 국내 SW개발 기업 문화를 반영한 경량

• 프로젝트 예측 가능성 향상

개발 방법론 적용

• 프로젝트 위험 감소
•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성 향상
• 팀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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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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