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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소개

유호균
Service�Reliability�Engineering

3년차주니어소프트웨어엔지니어👩💻

네이버에서3년차검색SRE로근무하고있습니다.

트래픽이슈,�천재지변에도검색서비스가안정적으로제공되도록

신뢰성을보장하는일들을하고있습니다.

6년차대외활동러버🌈

2015년이후로도시문제,�IT�서비스개발,�해커톤,�연사등

끊임없이대외활동에참여하고있습니다.

다양한사람들과만나고인사이트를교류하는것을즐깁니다.



1. 진부하지만,,,
“애자일” 이란?



1.1 잘 모르지만애자일이래…

1. 평범한컴퓨터공학학부생👩🎓
=> 교수님도움을받아팀원들과 "애자일" 방법론으로게임개발

2. 오프라인 IT�대외활동🌈
=> 멘토, 팀원들과 “애자일” 방법론으로앱/웹서비스개발

3. 네이버검색 SRE�🔎
=> 리더, 팀원들과 “애자일” 방법론으로 SRE 도구개발



1. 평범한컴퓨터공학학부생
=> 교수님도움을받아팀원들과 "애자일" 방법론으로게임개발

2. 오프라인 IT�대외활동🌈
=> 멘토, 팀원들과 “애자일” 방법론으로앱/웹서비스개발

3. 네이버검색 SRE�🔎
=> 리더, 팀원들과 “애자일” 방법론으로 SRE 도구개발

1.1 잘 모르지만애자일이래…



지루하겠지만…애자일에대해서들어보신분들은2장부터집중해주세요.

(네이버에검색하면더잘나옵니다.)

For�Junior�Track이므로

애자일을모르는학생이나주니어들을위해서정석대로갑니다.

(입벌려3분안에애자일들어간다!)

1.2 애자일의정의: 선언문, 원칙



[Agile]
애자일

[Agile�Methodology]
애자일방법론

[Scrum]
스크럼

[Canvan]
칸반

[Agile�Squad]
애자일스쿼드

[XP]
익스트림프로그래밍

[Sprint]
스프린트

[Retrospect]
회고

⁉

1.2 애자일의정의: 선언문, 원칙



https://agilemanifesto.org/iso/en/manifesto.html https://agilemanifesto.org/iso/en/principles.html

1.2 애자일의정의: 선언문, 원칙

선언 원칙

https://agilemanifesto.org/iso/en/manifesto.html
https://agilemanifesto.org/iso/en/principles.html


https://agilemanifesto.org/iso/en/manifesto.html https://agilemanifesto.org/iso/en/principles.html

1.2 애자일의정의: 선언문, 원칙

선언 원칙

프로세스,툴 <개인과개인간의상호작용

포괄적문서<동작하는소프트웨어

계약<고객과의협력

계획<변화에대한대응

https://agilemanifesto.org/iso/en/manifesto.html
https://agilemanifesto.org/iso/en/principles.html


https://agilemanifesto.org/iso/en/manifesto.html https://agilemanifesto.org/iso/en/principles.html

1.2 애자일의정의: 선언문, 원칙

선언 원칙

1. 애자일의정의는선언문과원칙그대로이다.

2. 책도읽고,�강연도듣고,�멘토님들께여쭤보며나름대로내려본애자일의정의:

“소프트웨어를개발할때불확실성을잘다루면서,�구성원들이함께더잘하기위한방법론”

3. 애자일의정확한정의그자체는,이발표에서크게중요하지않다.

https://agilemanifesto.org/iso/en/manifesto.html
https://agilemanifesto.org/iso/en/principles.html


2. 애자일하지않았던
우리의문제점들



2.1 Top-Down의 한계

리더

팀원1 팀원2 팀원3

이거지금필요한데,

기능구현을해야하네요 !

FROM�신생 TF



2.1 Top-Down의 한계

리더

팀원1 팀원2 팀원3

제가맡겠습니다 !

FROM�신생 TF



2.1 Top-Down의 한계

🥵



2.1 Top-Down의 한계

🥵뭐개발팀이일할때

흔히있는상황이죠?

그런데문제는…!



2.1 Top-Down의 한계



2.1 Top-Down의 한계



😱

2.1 Top-Down의 한계



물론 Top-Down이단점만있는것은아닙니다.�👇

전체프로젝트를바라볼수있는리더가진두지휘하며🌟

빠르게필요한부분만개발하는데유용하니까요!�👩💻

2.1 Top-Down의 한계

사람을갈아서애자일하자.



물론 Top-Down이단점만있는것은아닙니다.�👇

전체프로젝트를바라볼수있는리더가진두지휘하며🌟

빠르게필요한부분만개발하는데유용하니까요!�👩💻

2.1 Top-Down의 한계

사람을갈아서애자일하자.

Top-Down방법그자체가문제라기보다는
기능개발필요->�기능개발이슈생성->�ASAP�해결

버그발생->�핫픽스이슈생성->ASAP�해결

개선필요->개선이슈생성->ASAP�해결

체계가희미하게주먹구구식으로일하다보니

열심히하더라도전체프로젝트관점에서

진도를나가기어려운현상이문제였습니다.



일이위에서내리꽂히니⚡

자율성이없어힘들다

2.1 Top-Down의 한계



학교팀플
졸업프로젝트

수업과제프로젝트
텀프로젝트

스타트업
기업의생존과직결된

프로젝트
파일럿프로젝트

대외활동
대학생연합동아리

프로젝트
직장인사이드
프로젝트

대기업
팀의흥망성쇠가달린

프로젝트

2.2 팀원의이탈

세상에존재하는

다양한팀과프로젝트



저창
업하
려구
요

제가
대외
활동
에합
격해
서…

학교팀플
졸업프로젝트

수업과제프로젝트
텀프로젝트

스타트업
기업의생존과직결된

프로젝트
파일럿프로젝트

대외활동
대학생연합동아리

프로젝트
직장인사이드
프로젝트

대기업
팀의흥망성쇠가달린

프로젝트

제가취업해서…

제가취업해서…

제가취업해서…

저팀옮기려구요

저대
기업
으로
이직
해요

혼돈의카오스

팀원 State�Diagram

2.2 팀원의이탈

저이직
합니다



리더

팀원1 팀원2 팀원3

저퇴사합니다.FROM�신생 TF

2.2 팀원의이탈



127 / 2 == 60개이슈==야근각

2.2 팀원의이탈

🤬



2.2 팀원의이탈



팀원1 팀원2

리더

호균님,

아기출산으로

제가… 한달간휴가를가요

ㅠㅠ

의지할한명의팀원마저장기부재😱

2.3 팀원의장기부재



세상모든이슈나에게오라

2.3 팀원의장기부재

🥊



밀린이슈처리

팀원1

리더

신규이슈유입

호균님,

지금이게좀급해서요.

처리가가능할까요?
2.3 팀원의장기부재



밀린이슈처리

팀원1

리더

신규이슈유입

호균님,

지금이게좀급해서요.

처리가가능할까요?
2.3 팀원의장기부재

추가로기존시스템운영까지…



2.3 팀원의장기부재



팀원이장기휴가를가면,

나는언제휴가를갈수있을까…

2.4 내 휴가는…?



문제해결전,

2019년개인연차단 3일!

2.4 내 휴가는…?



문제해결전,

2019년개인연차단 3일!

2.4 내 휴가는…?

와…이건뭔가…

좀아닌데…

😭



3. 어떻게격파해나갈것인가?



3.1 인력충원

우선,일하는방법의문제라기보다는;;

일의총량으로봤을때리소스가

절대적으로부족하다!

2명뿐인팀원

각자할일이바빠불투명한업무공유

계속바뀌는요구사항

상황에따라달라지는업무우선순위

팀원의이탈 (장기휴가,이직)

개선할점이많은기존프로젝트유지보수

새로개발해야할프로젝트설계지연



3.1 인력충원

2명뿐인팀원

각자할일이바빠불투명한업무공유

계속바뀌는요구사항

상황에따라달라지는업무우선순위

팀원의이탈 (장기휴가,이직)

개선할점이많은기존프로젝트유지보수

새로개발해야할프로젝트설계지연

리더님,얼른훌륭한팀원충원해주세요!

#리더님께#팀원보충

#노래를#부르자



리더

팀원1 팀원2 팀원3

3개월후,

훌륭한팀원 1명

채용완료

3.1 인력충원



리더

팀원1 팀원2 팀원3

3개월후,

훌륭한팀원 1명

채용완료

3.1 인력충원

새팀원합류로살림살이나아질줄알았더니,

초기커뮤니케이션비용은2배로증가…



리더

팀원1 팀원2 팀원3

3개월후,

훌륭한팀원 1명

채용완료

3.1 인력충원

1. 전담멘토링

2. 멘토링에서사용되는자료는온보딩WIKI에문서화

3. 현재담당가능한업무부터시작



리더

팀원1 팀원2 팀원3

3개월후,

훌륭한팀원 1명

채용완료

3.1 인력충원

새멤버가올수록쌓이는온보딩자료들

(이때까지는정리X)



리더

팀원1 팀원2 팀원3

3개월후,

훌륭한팀원 1명

채용완료

3.1 인력충원

주먹구구방식이었지만새팀원이빠르게적응하고,

이슈해결에투입되니조금안정화



3.2 애자일은도대체어떻게하는걸까…

어…?불확실성?

예전에멘토님이이런프로젝트를

다룰때애자일을쓰라고하셨는데

2명뿐인팀원

각자할일이바빠불투명한업무공유

계속바뀌는요구사항

상황에따라달라지는업무우선순위

팀원의이탈 (장기휴가,이직)

개선할점이많은기존프로젝트유지보수

새로개발해야할프로젝트설계지연

문제들을묶어서해결하려고,

공통점을파악하던도중



1.�독서

함께자라기

카이젠저니

애자일스크럼프로젝트관리

3.2 애자일은도대체어떻게하는걸까…



2.�온라인세션

[장표맨뒤참고자료]참조

3.2 애자일은도대체어떻게하는걸까…



3.�아티클

[장표맨뒤참고자료]참조

3.2 애자일은도대체어떻게하는걸까…



3.2 애자일은도대체어떻게하는걸까…

궁긍적인목표

제로베이스

작은
목표

Divide-and-conquer랑비슷한것같기도하고;;

작은
목표

개선
⚡

개선
⚡

개선
⚡

개선
⚡

작은
목표

협력과피드백기반의

꾸준한개선



3.2 애자일은도대체어떻게하는걸까…

매체에는다좋은이야기만있다.

1. 그런데실제로팀에어떻게적용하지?

2. 이게우리팀리소스에가당키나한이야기일까?



3.2 애자일은도대체어떻게하는걸까…

[사례]를기반으로애자일방법론을정리한책한권

+

[협력] + [피드백]을기반으로제언을담은책한권



3.2 애자일은도대체어떻게하는걸까…

[사례]를기반으로애자일방법론을정리한책한권

+

[협력] + [피드백]을기반으로제언을담은책한권

제일쉬운것,

작은것부터해보자!
#�Do�#�Small�#�Things



3.3 데일리스크럼회의

스크럼프로젝트관리에서는,

데일리스크럼회의를하던데,

우리도한번해볼까요?

2명뿐인팀원

각자할일이바빠불투명한업무공유

계속바뀌는요구사항

상황에따라달라지는업무우선순위

팀원의이탈 (장기휴가,이직)

개선할점이많은기존프로젝트유지보수

새로개발해야할프로젝트설계지연



3.3 데일리스크럼회의

1.�DONE:
- 어제한일

2.�TODO:
- 오늘할일

3.�ISSUE:
- 일을진행하면서문제점

업무흐름이끊기지않도록

오전 10시 30분오프라인

모두가하나의모니터로



3.3 데일리스크럼회의

1.�DONE:
- 어제한일

2.�TODO:
- 오늘할일

3.�ISSUE:
- 일을진행하면서문제점

업무흐름이끊기지않도록

오전 10시 30분오프라인

모두가하나의모니터로

팀원이6명이라면?



3.3 데일리스크럼회의

1.�DONE:
- 어제한일

2.�TODO:
- 오늘할일

3.�ISSUE:
- 일을진행하면서문제점

업무흐름이끊기지않도록

오전 10시 30분오프라인

모두가하나의모니터로

팀원이6명이라면?

팀원출근시간이오후나저녁이라면?



3.3 데일리스크럼회의

1.�DONE:
- 어제한일

2.�TODO:
- 오늘할일

3.�ISSUE:
- 일을진행하면서문제점

업무흐름이끊기지않도록

오전 10시 30분오프라인

모두가하나의모니터로

팀원이6명이라면?

팀원출근시간이오후나저녁이라면?

=>데일리메신저스크럼으로전환



3.3 데일리스크럼회의

피드백을통해

우선순위높은곳에리소스가

사용될수있게되었음

피드백



3.4 스크럼

불확실에대응하는방법

1. 가능한작은태스크와예측

2. 유연하게바뀔수있는할일

3. 달성가능한작은목표

4. 개선을위한회고

2명뿐인팀원

각자할일이바빠불투명한업무공유

계속바뀌는요구사항

상황에따라달라지는업무우선순위

팀원의이탈 (장기휴가,이직)

개선할점이많은기존프로젝트유지보수

새로개발해야할프로젝트설계지연



3.4 스크럼

불확실에대응하는방법

1. 가능한작은태스크와예측

2. 유연하게바뀔수있는할일

3. 달성가능한작은목표

4. 개선을위한회고

시간이많이소요되고,복잡도가높은이슈는

작게쪼개서분리



3.4 스크럼

불확실에대응하는방법

1. 가능한작은태스크와예측

2. 유연하게바뀔수있는할일

3. 달성가능한작은목표

4. 개선을위한회고

측정을위한최소한의예측

스토리포인트!



3.4 스크럼

불확실에대응하는방법

1. 가능한작은태스크와예측

2. 유연하게바뀔수있는할일

3. 달성가능한작은목표

4. 개선을위한회고

유연한사이클기간,

급한이슈는2주이내에구현되도록라벨링



3.4 스크럼

불확실에대응하는방법

1. 가능한작은태스크와예측

2. 유연하게바뀔수있는할일

3. 달성가능한작은목표

4. 개선을위한회고

추석을고려하여조금여유롭게

2주간인당실행가능한평균5개의이슈



3.4 스크럼

불확실에대응하는방법

1. 가능한작은태스크와예측

2. 유연하게바뀔수있는할일

3. 달성가능한작은목표

4. 개선을위한회고

KPT회고프레임워크

K:�Keep ->계속유지하고싶은부분

P:�Problem ->불편하다고느낀부분,개선하고싶은부분

T:�Try -> Problem을해결하기위한Action�Item



3.4 스크럼

Action�Item



3.4 스크럼
Ice�Breaker

코로나블루*대응을위한

회고시간합법적잡담파티 *�코로나블루는코로나19와우울감(blue)이합쳐진신조어



3.4 스크럼

불확실에대응하는방법

1. 가능한작은태스크와예측

2. 유연하게바뀔수있는할일

3. 달성가능한작은목표

4. 개선을위한회고



3.4 스크럼

불확실에대응하는방법

1. 가능한작은태스크와예측

2. 유연하게바뀔수있는할일

3. 달성가능한작은목표

4. 개선을위한회고



3.4 스크럼

불확실에대응하는방법

1. 가능한작은태스크와예측

2. 유연하게바뀔수있는할일

3. 달성가능한작은목표

4. 개선을위한회고



3.5�예측·수행·회고·개선, 그 효과는?

해결된이슈개수가모든것을말해주지는못하지만,

스토리포인트의총합이어느정도대변한다.

스토리포인트:
이이슈는얼마나복잡한가예측!



3.5�예측·수행·회고·개선, 그 효과는?

해결된이슈개수가모든것을말해주지는못하지만,

스토리포인트의총합이어느정도대변한다.

21�points 44�points



3.5�예측·수행·회고·개선, 그 효과는?

해결된이슈개수가모든것을말해주지는못하지만,

스토리포인트의총합이어느정도대변한다.

22�points 22�points



3.5�예측·수행·회고·개선, 그 효과는?

해결된이슈개수가모든것을말해주지는못하지만,

스토리포인트의총합이어느정도대변한다.

52�points 50�points



3.5�예측·수행·회고·개선, 그 효과는?

해결된이슈개수가모든것을말해주지는못하지만,

스토리포인트의총합이어느정도대변한다.

77�points 59�points



3.5�예측·수행·회고·개선, 그 효과는?

해결된이슈개수가모든것을말해주지는못하지만,

스토리포인트의총합이어느정도대변한다.

119�points�🔥 28�points�ings…�🤣



3.5�예측·수행·회고·개선, 그 효과는?

해결된이슈개수가모든것을말해주지는못하지만,

스토리포인트의총합이어느정도대변한다.

Now�🔥 Plan…

🚀 ?!



3.5�예측·수행·회고·개선, 그 효과는?

해결된이슈개수가모든것을말해주지는못하지만,

스토리포인트의총합이어느정도대변한다.

Now�🔥 Plan…

🚀 ?!

우리가중요하다고생각하는건

늘어가는숫자따위에불과한스토리포인트가아니라,

일하는방법이점점개선되고있고,

성장하고있다는팀원들의느낌이더중요한가치다!



3.6 스크럼도이건못막지: Truck�Factor

2명뿐인팀원

각자할일이바빠불투명한업무공유

계속바뀌는요구사항

상황에따라달라지는업무우선순위

팀원의이탈 (장기휴가,이직)

개선할점이많은기존프로젝트유지보수

새로개발해야할프로젝트설계지연

2.팀원
컴포넌트2
컴포넌트3

장기휴가

😇

컴포
넌트

1

매니
징?!

1. 팀원
컴포넌트1
매니징

장기지옥

🥵



3.6 스크럼도이건못막지: Truck�Factor

2명뿐인팀원

각자할일이바빠불투명한업무공유

계속바뀌는요구사항

상황에따라달라지는업무우선순위

팀원의이탈 (장기휴가,이직)

개선할점이많은기존프로젝트유지보수

새로개발해야할프로젝트설계지연

어찌하면팀원이장기부재더라도,

프로젝트가잘굴러갈까?

Truck�Factor를높이는것이관건🚚



3.6 스크럼도이건못막지: Truck�Factor
#�Truck�Factor?

극단적으로,팀원중몇명이트럭에치여야

프로젝트가심각한상태에놓이는지나타내는지표!

Truck�Factor는높을수록좋다.

예를들어 Truck�Factor가1이라면1명만프로젝트에서

사라져도프로젝트가심각해진다.



3.7 Truck�Factor를 높이는방법:�Ops�Log

Ops�Log를작성함으로써한사람에게만가중되는

특수한일을팀원과공유하여Truck�Factor를높인다.

(ex.�장애처리,서버증설)



3.7 Truck�Factor를 높이는방법:�지식공유

팀지식공유세션을통해업무에필요한공통지식을나누고,�

새롭게합류한인원들에게도자연스럽게기본교육을제공한다.�



3.7 Truck�Factor를 높이는방법

2명뿐인팀원

각자할일이바빠불투명한업무공유

계속바뀌는요구사항

상황에따라달라지는업무우선순위

팀원의이탈 (장기휴가,이직)

개선할점이많은기존프로젝트유지보수

새로개발해야할프로젝트설계지연

2.팀원
컴포넌트1
컴포넌트2
컴포넌트3

장기휴가

😇

매니
징

1. 팀원
컴포넌트1
매니징

소화가능

👩💻

평상시업무공유로

유사시다른사람이대비가능



3.8 Truck�Factor를 높이면좋은점

🤕 이젠아파서갑자기쓰는휴가도

🎊 급한경조사도

⛱ 장기여행도

마음편히다녀올수있습니다 !



3.9 기타문제점의해결

2명뿐인팀원

각자할일이바빠불투명한업무공유

계속바뀌는요구사항

상황에따라달라지는업무우선순위

팀원의이탈 (장기휴가,이직)

개선할점이많은기존프로젝트유지보수

새로개발해야할프로젝트설계지연

높아진이슈처리효율성 +좋아진 Truck�Factor

자연스럽게가용리소스가늘어나서해결✅



3.10 On�Boarding�Process

팀원이나가고,새로운팀원이들어오는과정에서

인수인계,업무적응에너무많은시간이걸릴뿐더러멘토의리소스가너무많이들어가요.

방법이없을까요?🧐



3.10 On�Boarding�Process

Rule�: 문서는항상Outdated,�새멘티가오면멘토가 Update해놓기



Vision,�Mission,�Value을누군가만들어서대문에걸어둔다고좋은팀이될수있을까?

3.11 회사와팀,�그리고개인의 Align



Vision,�Mission,�Value을누군가만들어서대문에걸어둔다고좋은팀이될수있을까?

3.11 회사와팀,�그리고개인의 Align

같이만들어야 Align할수있다!



3.11 회사와팀,�그리고개인의 Align

Start�With�Why

우리는왜프로젝트를하는가?

우리는어떻게프로젝트를하는가?

우리는어떤프로젝트를하는가?

=>서술



3.11 회사와팀,�그리고개인의 Align

Start�With�Why

우리는왜프로젝트를하는가?

우리는어떻게프로젝트를하는가?

우리는어떤프로젝트를하는가?

=>압축



애자일, 스크럼, 워터폴, 칸반, 린
익스트림프로그래밍, 테스트주도프로그래밍,�페어프로그래밍

지라 ,트렐로, 슬랙, 컨플루언스, 노션, 깃헙, 젠헙

뭐쓰세요?

3.12 애자일도구들



3.12 애자일도구들

Issue

Milestone

Project

Story�Point

Kanban�Board

Burndown�Chart

Wiki

Onboarding

Ops-Log



3.12 애자일도구들

Issue

Milestone

Project

Story�Point

Kanban�Board

Burndown�Chart

Wiki

Onboarding

Ops-Log

Tool은중요하지않다.

우리에게중요한것은더나은팀이되는것이다.

새구성원들이쉽게적응할수있도록가능한Simple할것!



V 1.2

• 백로그&스프린트
⚬ 엉성한스크럼시작
⚬ 플래닝포커

=>메신저스크럼으로전환

V 1.5

• 회고,스크럼안정화
⚬ KPT�회고프레임워크
⚬ 스킬맵

=>안정적인이터레이션으로,

생산성향상

V 1.8

• 팀위키정리
⚬ 온보딩프로세스
⚬ 지식공유위키

=>안정을넘어서팀의가치를고민

V 2.0

• 약간의XP�도입희망
⚬ CI�고도화
⚬ 몹,페어프로그래밍

=>더함께잘성장하려면무엇을해야할까?

NOW팀원2명으로시작! 3명 4명 6명

2019.08 2019.11 2020.05 2020.08 2020.12

3.13 우리팀의애자일이거쳐온길

V 1.0

• 데일리스크럼
⚬ 스크럼의첫단계시작
⚬ Done,�TODO,�Issue

=>투명한업무공유시작



앞으로도전할과제:
코드리뷰, 페어프로그래밍, 몹 프로그래밍을팀에정착시키려면어찌해야할까?

3.14 Future



4. 마무리



4.1 3줄 요약

1. 개선의효과는복리로돌아온다.

2. 할수있는가장 “작은것”부터시작하라.

3. 은탄환은없다.



4.1 3줄 요약

1. 개선의효과는복리로돌아온다.

2. 할수있는가장 “작은것”부터시작하라.

3. 은탄환은없다.

투명한업무공유를하자 ->데일리스크럼회의,방식개선

나도휴가좀가보자 -> Truck�Factor개선

체계를가지고루틴하게일해보자 ->스크럼도입,개선

팀원적응에손을덜써보자 ->온보딩프로세스도입,개선

자연스럽게생산성이증가하고

레거시유지보수,리팩토링,새프로젝트를시작할리소스가생겨났다.



4.1 3줄 요약

1. 개선의효과는복리로돌아온다.

2. 할수있는가장 “작은것”부터시작하라.

3. 은탄환은없다.

우리는당시우리리소스수준에서할수있는

가장작은것인오프라인데일리스크럼미팅부터시작했다.

제대로된스크럼&회고가정착하기까지는약 1년이걸렸다.

가능한작은것부터시작하고꾸준히개선하자.

그리고팀원과함께성장하자.



4.1 3줄 요약

1. 개선의효과는복리로돌아온다.

2. 할수있는가장 “작은것”부터시작하라.

3. 은탄환은없다.

애자일,스크럼,워터폴,칸반,린 ,�익스트림프로그래밍,테스트주도프로그래밍,�페어프로그래밍

지라 ,트렐로,슬랙,컨플루언스,노션,깃헙,젠헙

우리입맛에딱맞는정답이하나도없다.

장점은다갖추고,단점은없는만능도구와방법론따위는세상에없다.

좋은건잘고치고조합해서우리것으로만들자.



4.2 진짜끝으로…

애자일?

아이러니하지만,발표를하는나도아직정확히애자일이무엇인지는모르겠다.

애자일은정확히정의되는무언가가아닌것같다.

다만내가느끼기로애자일은방법론이고문화이기때문에정답은없다.�

애자일은명확한규칙과정해진프로세스가아니기때문에

전문가가아닌누구나할수있는것이고,문화를만드는것이기에가장연차가적은나도동참할수있었다고생각한다.

그렇기에나도,우리팀과함께도입할수있었고,당신의팀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계속개선해나가야할필요성이있는수많은무언가를잘하기위한방법중에하나인것이다.

꼭탑다운부터시작할필요는없다.�팀플레이어모두가업무방식은변화시킬수있다.

우리도바텀업으로시작했고진행중이다.

당신이어떤규모와구성원으로팀과함께하고있는지알지못한다.

하지만나도,우리팀도당신의팀의K-Agile과성장을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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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진짜끝으로…

부정의아이콘 K-…
한국형인공지능K-AAA

한국형무기K-BBB

한국형시스템K-CCC

사전적정의의한국형K:� '한국특유의형식이나방식’

내가생각하는K-Agile의 K:�‘한국각팀들특유의꼭맞춘형식이나방식!’



4.2 진짜끝으로…

여러분팀에꼭맞는

K-Agile의성공적인도입과개선을

응원합니다.



4.3�채용합니다

https://recruit.navercorp.com/naver/job/detail/004/?annoId=20003755

[Search]�SRE�시스템신입/경력개발자모집

(모든건채용을위한물밑작업이었다.)

채용에대해궁금하신건 yoohoogun114으로 [카톡] 주세요!�

커피사드립니다 (시국에따른줌도환영!)

https://recruit.navercorp.com/naver/job/detail/004/?annoId=20003755


4.4�DO�NOT�HDD

HDD�(Hype�Driven�Development)

https://lazygyu.net/blog/hype_driven_development

https://lazygyu.net/blog/hype_driven_development


4.4�DO�NOT�HDD

HDD�(Hype�Driven�Development)

https://lazygyu.net/blog/hype_driven_development

[!]�WARNING
CDD (Conference�Driven�Development)에기반하여

“우리팀에도그대로갖다붙여야지”

는동작하기어렵습니다😱

https://lazygyu.net/blog/hype_driven_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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