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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일 제품 백로그 재사용 : 백로그 팩토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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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le Product Backlog Reuse : Backlog Factoring Approach

Ji-H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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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표는 제품 백로그 항목의 재사용을 위해 일반화된 애자일 프로세스에 소프트웨어 재사용 기술
의 도입이다. 소프트웨어 공학 커뮤니티에는 애자일 방법과 소프트웨어 재사용을 통합하려는 연구들이 있다. 대부분
의 통합 연구는 프로덕트라인 공학에 애자일 프랙티스를 도입하는 연구들이며 애자일 방법에 재사용을 도입하는 연
구는 많지 않다. 애자일 방법이 제공하는 활동과 산출물에는 재사용을 촉진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
된 애자일 프로세스에서 재사용을 위한 촉매활동과 특성을 식별하고 제품 백로그 항목을 위한 재사용 기술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제품 백로그 항목의 재사용을 위해 일반화된 애자일 프로세스에 백로그 팩토링 기
술을 통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제안된 방법을 식당 체인점 응용에 적용하고,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백로그 항목의 
재사용을 얻을 수 있었다.

주제어 : 제품 백로그, 소프트웨어 재사용, 애자일 재사용, 애자일 방법, 소프트웨어 공학

Abstract  The aim of the study is to introduce a software reuse technique into a generalized agile process for 
a reuse of a product backlog item. The software engineering community has made some efforts to integrate 
software reuse and agile methods. Most studies have emphasized the use of agile practices in software product 
line engineering, whereas reuse in agile methods has received little focus. Nevertheless, the activities and 
artifacts that provided by an agile method exhibit characteristics that promote reuse. In this paper, we identify 
catalytic activities and characteristics that promote reuse in a generalized agile process, and we suggest a reuse 
technique for a product backlog item. Based on our results, we integrate a backlog factoring technique into a 
generalized agile process for reuse. In addition, we apply the proposed technique and demonstrate a prototype 
of backlog item reuse in agile methods for a restaurant chai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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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속한 기술 변화와 비즈니스 경쟁 환경으로, 개발자

는 빠른 제품 출시를 요구받아 새로운 방법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장기 인 계획주도의 개발 방식보다는 단기

간의 빠른 제품 인도가 가능한 애자일 방식의 개발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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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 변화가 진행 이다[1].

애자일 방법은 반복 이고, 코드 심 이고, 문서를 

최소화하면서 동작되는 제품의 빠른 인도를 통하여 고객

에게 가치 달을 강조하고 있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

으며, 향후 10-15년간 성장이 상되고 있다[2]. 한편 소

트웨어 재사용은 빠르고 렴한 비용, 좋은 품질의 소

트웨어 개발에 오래 동안 사용된 기술로서 지난 수십 

년간 소 트웨어 개발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솔루션으로 

인식 되어왔다[3].

오늘날, 산업체에서는 애자일 방법과 소 트웨어 재사

용 기술의 장 을 통합하는 연구가 공개 인 이슈이며 

여러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4]. 이들 노력들은 주로 소

트웨어 재사용을 추구하는 로덕트 라인 공학에 애자

일 방법의 도입에 집 되어있다[5,6]. 그러나 인기가 많은 

애자일 방법에서의 재사용 통합 연구는 부족한 실이다. 

애자일 방법에는 재사용을 진하는 특징이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개발 기 단계

에서 백로그의 재사용뿐만 아니라 후속작업에서 추가

인 재사용 가능성을 높여 다.

본 논문에서는 애자일 방법이 제공하는 애자일 제품 

백로그의 재사용을 한 특성을 식별하고, 백로그 팩토

링을 이용하는 백로그 수 의 재사용 방안을 제안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기  연구에 속하는 애자일 

방법, 일반화된 애자일 로세스, 그리고 백로그 팩토링

에 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백로그 팩토링을 이용한 애

자일 제품 백로그 재사용을 지원하는 확장 로세스를 

제안하고, 4장에서는 로토타이핑을 보인다. 5장에서는 

련 연구를 비교하고, 6장에서 결론을 기술한다.

2. 기초 연구

2.1 애자일 방법과 제품 백로그

변화하는 비즈니스 는 기술 환경에서 빠른 개발이 

요구되는 오늘날, 애자일 방법은 폭포수형 개발의 엄격

한 계획, 설계, 문서화 로세스에 따른 문제 을 개선하

기 해 새로 제시된 경량  소 트웨어 방법들을 총칭

한다[7]. 애자일 방법 가운데 잘 알려진 방법으로는 익스

트림 로그래 (XP)과 스크럼 등이 있다. 애자일 로

세스는 선제 이거나 사 의 상세한 계획을 억제하면서 

요구사항 변경을 해결하고 있다. 모든 애자일 로세스

는 애자일 매니페스트에서 정의된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제품 백로그(product backlog)는 제품에 원하는 사항

들의 우선순 화된 목록으로, 모든 로젝트 참가자가 

액세스 할 수 있고 애자일 개발활동의 심에 있는 표

인 산출물이다[8]. 이는 로젝트에서 개발해야할 것과 

개발의 우선순 에 하여 일 되고 공통 인 이해를 제

공한다. 제품 백로그는 제품 백로그 항목(backlog item)

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새로운 기능, 개선사항, 수정사

항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 항목의 표 은 일반 으로 

사용자 스토리 형태로 작성되며, 우선 인 요구사항은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백로그 상 에 치시키고 하

지 않은 요구사항은 덜 자세한 형태로 백로그 하단에 

치시킨다. 

애자일 로젝트의 이터 이션에서 나타나는 유사 

는 동일한 백로그 항목들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2.2 일반화된 애자일 프로세스

애자일 로젝트는 작은 릴리스의 연속으로 완성되며, 

각 릴리스는 일련의 이터 이션으로 이루어진다. 반복 

개발의 기본  랙티스와 인기 있는 애자일 방법의 공

통  요소를 기반으로 한 일반화된 애자일 로세스는 

[Fig. 1]과 같다[9,10].

[Fig. 1] Generalized Agile Process

시스템 정의 : 시스템에 요청되는 사항들은 로젝트 

기간 동안 언제든지 정의, 추가, 변경, 삭제 할 수 있다. 

이들은 개발 참여자가 쉽게 근할 수 있는 앙 장소

에 유지되며 크기가 큰 요구 사항은 필요할 때 작은 크기

로 분할될 수 있다. 

릴리스 계획 : 릴리스 계획에서는 각 릴리스 주기의 

시작 때 제품 소유자와 개발 이 함께 모여, 릴리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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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터 이션을 어떻게 구성하고 작업할 것인지에 

한 범 와 일정활동의 계획을 결정한다. 릴리스 계획은 

비즈니스 가치,  개발 속도 등의 변동 요인에 의해 변

경될 수 있다.

이터 이션 : 이터 이션은 계획, 개발, 인도의 3단계

로 구성된다. 계획 단계에서는  이터 이션에서 개발

할 항목을 선정한다.  제품 소유자는 이들 항목을 충분히 

설명하고, 각 원은 필요한 작업(task)을 정의하고 추정

한 후 개발을 서약한다. 개발단계에서는 각 원이 약속

한 백로그 항목의 태스크가 개발된다. 인도단계에서 개

발 은 새로운 버 의 시스템을 인도한다. 

작은 릴리스 : 릴리스 사이클의 정은 새로운 버 의 

출시이다. 애자일 방법의 반복 인 개발 방식은 더 작고, 

더 빈번한 출시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잦은 피드백을 통

하여 실패 험을 이고 시간 내 요구사항의 처리로 빠

른 출시를 가능하게 한다.

추 과 조정 : 개발 로세스에서 피드백, 처리량, 번

차트 등을 이용하여 상태를 추 하고 과정을 조정하는 

지속 인 과정이다.

2.3 백로그 팩토링

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는 원들은 여러 활동을 통

해 이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므로 다른 문제 해결에도 

이 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근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

백로그 팩토링이란 각 이터 이션의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이나 작업을 결정할 때, 이  백로그와 동일 

는 유사 유무를 간단하게 발견하여 재사용 가능한 백로

그 항목을 제시하는 기술이다[11]. 

백로그의 재사용을 허락하는 백로그 팩토링 차는 

착수-발견-결정의 반복  활동으로 구성되며 모든 원

에 의해 수행된다. 백로그 착수는 백로그 팩토링에 필요

한 기 작업을 비하는 활동이다. 이는 백로그 항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 린트 기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

록 여러 개 작은 크기의 항목으로 분해하여, 간단한 이름

을 할당한다. 백로그 발견은 최우선순 로 개발을 해 

제시된 후보 백로그 항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 개발

된 백로그 항목이 있는지를 검색하는 활동이다. 백로그 

결정은 발견 활동이후 재사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항목을 결정하는 활동이다.

3. 애자일 제품 백로그 재사용과 처리

3.1 애자일 제품 백로그 재사용과 특성

3.1.1 애자일 제품 백로그 재사용

     (Agile Product Backlog Reuse : APBR)

애자일 제품 백로그 재사용이란 애자일 방법으로 소

트웨어 로젝트를 하면서 재사용을 한 별도의 노력

과 투자를 피하고, 매 이터 이션을 통해 얻어지는 이해

와 산출물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제품 백로그 항목의 재

사용을 말한다. 이는 소 트웨어 개발 기에 재사용 지

원의 특징을 가지며, 이어지는 분석, 설계, 코딩, 테스

의 작업에서  다른 재사용의 기회를 열어 다.

3.1.2 APBR을 위한 촉매활동과 특성 

애자일 로세스가 기본 으로 제공하는 이터 이션, 

계획회의, 시스템 정의활동들의 반복을 통해 얻게 되는 

<Table 1>과 같은 지속 인 배경, 요구사항, 산출물에 

한 악과 이해는 재사용을 진하는 매활동이다. 

Reuse Catalytic Activity

1 Continuous Context Understand

2 Continuous Requirement Understand

3 Continuous Artifacts Understand

<Table 1> Reuse Catalyst for APBR

이터 이션 마다 거듭되는 매활동에 의해서 재사용

을 진하는 애자일 방법은 <Table 2>와 같은 애자일 

제품 백로그 재사용을 지원하는 특성을 갖는다.

백로그 심 : 백로그는 로젝트 기간 동안 개발 참

여자에게 근이 용이하고 매 이터 이션 마다 처리의 

심에 치하여 개발의 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백로그에 있는 백로그 항목은 재사용 가능한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

분할과 정복 : 애자일 방법이 제공하는 분할은 일의 

추정, 이해, 단  기간 내 완료를 가능하게 한다. 분할은 

한 자산의 발견, 이해  재사용을 진한다. 를 들

면, 애픽과 같은 큰 요구사항을 여러 개의 작은 스토리로 

분할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재사용의 가능성을 높여 다.

한 김에 재사용 : 매번의 개발 주기마다 시스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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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이터 이션의 순 화와 같은 활동으로 얻어진 각

종 이해와 결과물들은 해당 요구사항 구 뿐만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자산의 발견과 재사용에도 쓰일 수 있다. 

이는 복되는 개발 노력의 낭비를 이고 이미 획득한 

개발의 노력과 결과물을 필요한 부분에 최 로 활용하려

는 극  재사용 근이다.  

Characteristics Example

Backlog Centric Product backlog, Iteration backlog 

Divide & Conquer Epic/Stories

By-product Reuse Backlog Item, Catalyst activity

<Table 2> Characteristics of APBR

  

이와 같은 특성은 제품 백로그 수 의 재사용을 진

하고 애자일 방법에서 경제 인 비용으로 효율 인 재사

용을 지원한다.  

3.2 APBR을 위한 역할 및 협동

3.2.1 APBR을 위한 역할 

식별된 애자일 방법의 매활동과 특성을 활용하는 

재사용에는 리자, 분리자, 비교자, 매, 장소의 5개 

역할이 있다.

리자(Manager)는 반복 처리를 주도하면서 이터

이션의 기반이 되는 백로그 항목을 리한다. 분리자(Splitter)

는 한 이터 이션 동안 수행 가능한 한 크기의 백로

그 항목으로 분할을 담당한다. 비교자(Comparator)는 기

존 산출물과 처리 인 백로그 항목의 재사용성을 검사하

고 처리한다. 매(Catalyst)는 반복 활동에 따른 지속  

이해를 통해 효과 인 리자, 분리자, 비교자의 재사용

활동을 진한다. 장소(Repository)는 개발에 련된 

각종 정보를 장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구성요소에 제

공한다.

3.2.2 APBR을 위한 협동

백로그 심, 분할과 정복, 한 김에 재사용을 최 로 

활용하는 비용의 효과 인 애자일 백로그 재사용의 달

성은 [Fig. 2]와 같이 크게 수행자, 매, 그리고 장소 

역할들의 동으로 이루어진다.

수행자는 애자일 백로그의 재사용을 수행하는 분리자, 

리자, 비교자를 말한다. 리자는 각 반복을 주도하며 

반복의 기본 산출물인 백로그 항목의 생성, 추가, 우선순

화, 삭제  선택을 리하며 재사용을 유도한다. 분리

자는 매가 제공하는 배경  요구사항의 이해를 바탕

으로 한 크기나 주제에 의하여 작업 는 재사용이 

용이한 백로그 항목으로 분할을 담당한다. 비교자는 

매에 의해 통상 으로 얻어진 요구사항과 산출물의 지속

 이해를 바탕으로 백로그 팩토링에 의해 백로그 항목

의 동일, 유사, 상이성을 결정  리한다. 장소는 개

발을 한 계획, 분석, 설계, 테스트  구 에 련된 산

출물의 장과 제공을 담당한다. 장소는 로젝트의 

규모나 특징에 따라 여러 종류의 백로그가 지원되며, 이 

가운데 제품 백로그의 백로그 항목은 재사용 가능한 자

산이다. 매는 장소와 수행자 간에서 거듭되는 이

터 이션으로 얻게 된 자산에 한 지속 인 이해를 통

하여 수행자의 작업을 진 한다.

[Fig. 2] Collaboration for APBR

3.3 APBR을 지원하는 애자일 프로세스

3.3.1 APBR 특성을 활용하는 재사용

경제 이고 효과 인 백로그 수 의 재사용을 얻기 

해서는 애자일 방법의 장 과 특징의 활용이 필수 이

다. 매 반복에서의 핵심  처리는 [Fig. 3]과 같이 새로 

개발할 항목을 선정하고, 작업하기에 한 크기로 분

할하면서 재사용성을 검한 후 구  작업에 연결시킨다.

제일 먼 , Get_Backlog()는 매 이터 이션의 작업을 

주 하는 리자의 한 부분으로서  비즈니스 가치나 

환경 변화에 따른 백로그 항목의 업데이트와 우선순  

조정을 하고 최우선순 의 항목을 제공한다. 이어서, 

Split_BacklogItem()은 분리자의 한 부분으로서 백로그 

항목을 이터 이션에 맞는 한 크기로 분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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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BacklogFactoring()은 비교자의 한 부분으로 새로 

개발할 백로그 항목과 동일 는 유사한 이 의 산출물

을 식별하고 재사용된 항목을 제시한다.

[Fig. 3] Steps for APBR

3.3.2 애자일 프로세스의 확장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애자일 방법과 소 트웨어 재사

용 기술을 통합하는 애자일 제품 백로그 재사용을 한 

확장 애자일 로세스는 [Fig. 4]와 같다.

[Fig. 4] Extended Agile Process for APBR

기존의 일반화된 애자일 로세스에 추가된 백로그 

재사용(Backlog Reuse)은 3.2 과 3.3 에 제시된 APBR

을 한 활동이다. 이는 재사용을 한 매활동을 바탕

으로 APBR 특성을 활용하는 애자일 방법과 백로그 팩토

링으로 수행된다.

 

4. 적용과 프로토타이핑

본 장은 3장에서 제안한 애자일 제품 백로그 재사용 

기술을 식당 체인  응용에 용하고 백로그 수 에서 

재사용의 로토타이핑 보인다.

⦁ 동일 스토리의 용

새로운 이터 이션에서 개발할 백로그 항목에 한 

애자일 백로그 재사용을 살펴본다. [Fig. 5]의 상  부분

은 기 수행된 여러 스토리 가운데 재사용 상이 되는 

Epic5(회원 일 편집)와 한 크기로 분해된 2개의 스

토리인 Story5.1(회원검색)과 Story5.2(회원편집)을 보여

다. 

[Fig. 5] Backlog Reuse(Same Item)

2번째 화면은 3.3.1 에 소개한 Backlog_Reuse()를 통

해 시작되는 재사용을 보인다. 새로운 이터 이션에서 

처리 인 임시 스토리인 TempStory9.1(회원검색)과 이

 이터 이션에서 이미 수행된 Story5.1(회원검색)의 동

일성이 발견되어 SAME(Story5.1, TempStory9.1)의 

용을 통한 재사용을 보이고 있다.

⦁ 유사 스토리의 용

여러 이터 이션을 끝내고 유사 스토리가 용되는 

제품 백로그 항목의 재사용을 한 백로그 팩토링을 살

펴본다. [Fig. 6]의 상단 화면은 이  이터 이션에서 처

리된 Epic3(식당평가)의 3개 분할(Story3.1(총 평가), 

TempStory3.2(범주별평가), TempStory3.3(상세평가))과 

첫 번째 스토리 Story3.1(총 평가)의 수행을 보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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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화면은 새로운 이터 이션에서의 TempStory3.2 처

리를 보이고 있다. TempStory3.2(범주별평가)는 여러 단

수항목들로 구성되는 일종의 복수항목 평가이다. 범주별

평가의 각 항목은 이미 처리된 단일항목평가인 Story3.1

과 유사성이 식별되어 SIMILAR(TempStory3.2, Story3.1, 

Story3.2)가 용되고, 재사용성이 있는 Story3.2(Restaurant 

evaluation(category))의 할당을 보이고 있다.

[Fig. 6] Backlog Reuse(Similar Item)

5. 관련 연구 비교

애자일 방법과 소 트웨어 재사용의 통합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측면은 애자일 개발에 소 트웨어 재사용 지

원을 통한 결합이다. McCarey는 애자일 개발환경에서 

개발자에게 재사용 가능한 컴포 트의 추천을 통한 통합

을 제시하 다[12,13]. Hummel은 테스트 주도의 애자일 

개발환경에서 필요한 컴포 트를 웹에서 수확하여 제공

하는 연구를 하 다[14]. 이들 연구는 개발 후반부 코딩

에서의 재사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개발 기

에서의 재사용을 추구하고 있다. 

두 번째 측면은 소 트웨어 재사용에 애자일 방법의 

지원을 통한 결합이다. Tian과 Cooper[6]는 애자일 방법

과 로덕트라인 공학을 비교하고 로덕트라인 공학에 

애자일 원칙의 도입이 더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었다[15]. 

Carbon[5]은 PulSE-I을 이용하여 애자일 원칙을 로덕

트라인 공학에 용하 다. 이들 연구는 소 트웨어 재

사용 가운데 규모  소 트웨어 패 리의 재사용을 지

원하는 소 트웨어 로덕트라인에 집 되어있다. 본 연

구에서는 애자일 방법에 재사용을 제안하 다. 

최근에, Pacheco는 요구사항 카탈로그에 있는 소 트

웨어 요구사항의 재사용을 한 모델을 제안하 다[16]. 

이 모델은 요구사항 로세스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정의

하고 RequisitePro를 통한 재사용의 타당성을 보이고 있

다. 이는 IEEE 표  명세로부터의 요구사항 재사용을 다

루고 있는데 비하여, 본 연구는 애자일 개발에서의 백로

그 재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사용과 애자일 통합의 

연구는 여러 에서 꾸 히 계속되고 있다. 

6. 결론

본 논문은 일반화된 애자일 방법과 제품 백로그 수

의 재사용과의 통합을 연구하 다. 먼  재사용을 진

하는 매활동과 애자일 방법이 제공하는 재사용 특성을 

식별하 다. 그리고 일반화된 애자일 로세스에서 백로

그 팩토링을 이용하는 백로그 재사용 방안을 제안하 다.

로토타이핑을 통해, 식당 체인  응용에 확장 로

세스를 용하고, 제품 백로그 항목의 재사용을 보일 수 

있었다.

본 기술은 애자일 개발 기 단계에서의 재사용과 후

속 인 작업에서의 재사용과 연계 사용될 수 있다고 사

려 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애자일 개발에서 산출되는 여러 재

사용 가능한 결과물간의 연  개발 방안을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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