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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은 빠른 개발과 배포를 추구하기 때문에 애자일 방법론을 주로 채택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런 애자일 기법을 교육하기 위해 교육용으로 경량화 된 스크럼 프로세스를 개발

하여 2022년도 상반기에 학생들에게 배포하였지만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학생 친화적인 교육용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다. 학생들이 스크럼 방법론을 학습하고 나아가서는 실습환경까지 조성해 줄 수 있는 프레임워크는 크게 베이

스 프로젝트, 툴 체인, 스크럼 가이드로 구성되어있다. 학생들이 스크럼 프로세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프레임워크의 단계만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Since recent software development pursues rapid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software development projects are 
mainly carried out by adopting Agile methodology. In order to educate these Agile techniques, a lightweight scrum 
process was developed for education and distributed to students in the first half of 2022, but the results were not as 
good as expected.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auses of these problems and propose a student-friendly educational 
scrum framework as a way to supplement them. The framework that allows students to learn the scrum methodology 
and further create a practical environment is largely composed of base projects, tool chains, and scrum guides. Even 
if students are not familiar with the scrum process,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 able to learn naturally by 
performing only the steps in this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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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빠른 개발을 추구하는 현대에는 소프트웨어 방법

론으로 애자일 방법론을 주로 채택한다. 저자가 속

한 대학교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애자일 및 스

크럼에 대한 이론 교육을 수행하였으나 설문조사 

결과 어려웠다는 답변이 약 65%였다[1]. 이런 현상

을 보완하기 위해 본 대학교는 대학생의 소프트웨

어 개발을 위한 경량화 된 스크럼 프로세스를 개발

하여 2022년도 상반기에 소프트웨어 공학을 수강하

는 3학년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팀 프로젝트를 진행

하였다[1]. 그 결과 학생들의 애자일에 대한 이해도

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각 팀의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형상관리가 부족했고, 팀 활동에 참여

하지 않은 학생들이 존재했으며 결국엔 몇몇 학생

들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고자 

교육용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교육용 스크

럼을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하더라도 

본 프레임워크를 따라가기만 해도 스크럼을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서 기반이 된 스크럼

은 앞서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던 경량화 된 스크럼 

프로세스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배경

지식인 스크럼 개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

용 애자일 프레임워크인 SAFe에 대해 소개한다. 3
장에서는 본 논문이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구성에 

대해 기술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

구를 기술한다.
      

Ⅱ. 관련 연구

2.1 스크럼

스크럼은 사람, 팀 및 조직이 복잡한 문제에 대

해 적응형 솔루션을 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량화 된 프레임워크로 정의한다[3]. 스
크럼은 애자일 방법론 중 하나이며 한 스프린트는 

보통 2주간으로 구성되며 그림 1과 같이 스프린트 

계획, 데일리 스크럼, 스프린트 리뷰, 스프린트 회고

의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스크럼은 주로 팀

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거나 변화에 대해 빠르게 적

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스크럼은 제품의 가치를 관리 및 극대화하는 제

품 소유자(Product owner), 스크럼이 조직 내에서 잘 

수행되도록 이끌어나가는 스크럼 마스터(Scrum 
master), 구성된 스프린트를 수행하는 개발팀

(Development team)으로 팀이 구성된다[3].

2.2 SAFe

애자일 프레임워크 SAFe(Scaled Agile Framework)
는 대기업에 맞춰 확장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4]. 
대기업일수록 스타트업처럼 유연하지도 수평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애자일 방법론의 도입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애자

일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포

기하지 못하는 대기업을 위해 설계된 것이 바로 

SAFe 이다. 이를 위해서 SAFe는 개발, 운영, 제조, 
법률, 마케팅, 재무 등 기술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

여 린 혹은 애자일 기법을 적용한다[5].

Ⅲ. 교육용 스크럼 프레임워크

앞서 소개한 SAFe는 기업을 대상으로 프레임워

크를 구성하고 개발 이외에도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같이 다룬다. 그러나 스크럼 프로세스 자체를 익히

고 실습해 보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제공

하는 법률, 마케팅, 재무 등의 요소들은 적절치 않

다. 또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강의가 존재하지만 

수강료가 있고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 교육에 맞게 

불필요한 기술적인 요소들은 제외하고, 교육용 스크

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가이드

를 만들어 학생 친화적인 교육용 스크럼 프레임워

크를 구성하였다. 교육용 스크럼 프레임워크는 아래

와 같이 구성된다.

Ÿ 툴체인

Ÿ 베이스 프로젝트

Ÿ 스크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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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크럼 프로세스와 툴 체인 통합
Fig. 1. Integration of scrum process and tool chain

3.1 툴 체인

툴 체인은 그림 1과 같다.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노션을 사용하고 형상관리를 위해 깃허브를 사용하

며 지속적 통합·배포를 위해 젠킨스와 메이븐을 사

용한다. 프로젝트는 이클립스를 통해 개발된다.
이렇게 구성된 툴 체인은 학생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도구 가이드를 

제작하였다. 도구 가이드는 툴 체인의 구성요소인 

노션, 깃허브, 젠킨스 그리고 메이븐에 대한 매뉴얼

이 수록되어있다. 각 도구들의 설치 및 환경설정과 

스크럼 프로세스에 맞게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사진과 함께 서술되어있다.

3.1.1 노션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도구인 레드

마인(Redmine)이나 지라(Jira) 등 여러 도구들이 많

다. 그러나 본 프레임워크에서는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노션을 사용하였다. 우선 레드마인은 항상 작

동하는 서버에 탑재하여 언제든 접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주어야 하지만 학교에서는 서버를 제

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

다. 그에 비해 지라는 레드마인과 달리 서버가 필요 

없다. 깔끔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칸반보드, 번다

운 차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렇기 때문

에 초반에는 사용법을 익히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

른 도구들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

쳐야한다. 그러나 노션은 깔끔한 인터페이스와 처음 

접해보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

이 좋다. 그리고 다른 도구들과 연동하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리 도구로 노션을 선정하

였다. 노션에 구현된 템플릿의 요소는 표 1과 같다.

표 1. 노션으로 만든 프로젝트 관리 템플릿
Table 1. Project management template with notion

Product
Backlog DB

Ÿ Product backlog
Ÿ User story management

Task DB
Ÿ Task management
Ÿ Extracting tasks from user
stories

Master DB
Ÿ Automatic generation of user
story ID and task ID

GitHub PR
Ÿ GitHub sync
Ÿ Current status of GitHub PR

Comprehensive
Board

Ÿ Management of user story and
task through Kanaban board

Tool Guide Ÿ Tool chain guide

Scrum Guide Ÿ Guide to using th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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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베이스 프로젝트의 깃 브랜치 네트워크
Fig. 2. Git branch network graph of base project

프로덕트 백로그 DB는 사용자 스토리 및 프로덕

트 백로그를 저장 및 관리하는 페이지이다. 이곳에

서 개체를 생성하면 해당 개체의 사용자 스토리의 

아이디가 자동으로 발급되고, 담당자와 상태(진행 

예정, 진행 중, 완료), 우선순위(낮음, 중간, 높음)를 

설정할 수 있다. 생성 일시는 사용자 스토리를 처음 

만든 당시로 고정된다. 그리고 스프린트 항목을 통

해 해당 사용자 스토리가 속한 스프린트를 설정할 

수 있다. 하위 태스크를 일감 DB로부터 할당이 가

능하고, 이 하위 태스크들의 완료 여부에 따라 해당 

사용자 스토리의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다.
일감 DB는 사용자 스토리를 분해한 결과인 태스

크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페이지이다. 프로덕트 백로

그 DB와 마찬가지로 개체를 새로 생성하면 태스크 

아이디는 자동으로 발급되고, 담당자, 상태, 우선순

위를 설정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사용자 스토리와 

현재 진행 중인 스프린트를 지정할 수 있다. 깃허브

의 풀 리퀘스트와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여 현재 개

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각 요구사항이나 태스크

로부터 어느 부분이 개발이 되었는지 추적가능하다.
Master DB는 사용자 스토리 및 태스크 ID의 자

동 발급을 위한 페이지이다. 노션에는 숫자를 순차

적으로 발급해주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

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따라서 프로젝트 진행 시 학

생들은 이 부분은 따로 수정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없다.
GitHub PR은 깃허브를 연동하고 연결된 저장소

의 풀 리퀘스트 현황을 보기 위한 페이지이다. 이 

페이지는 깃허브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자동

으로 업데이트한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생

성된 풀 리퀘스트 목록과 상태(open, closed, merge) 
여부, 생성자, 생성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 보드는 사용자 스토리, 태스크 현황, 체크 

리스트를 한 번에 보기 위한 게시판이다. 사용자스

토리와 관련 태스크 현황을 칸반 보드를 통해 한눈

에 볼 수 있으며 각 스프린트마다 필터를 설정하여 

해당 스프린트의 작업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

문에 가시성이 좋다. 이 페이지에서 사용자 스토리

와 태스크의 개체를 생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 이 페이지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체크 리스트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각 스프린트 마다 수행되어야

할 목록으로 진행상황과 다음 수행 단계를 쉽게 파

악할 수 있다.

3.1.2 깃허브

형상관리와 코드, 나아가서는 스프린트 관리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 깃 플로우 모델은 논문[6]에서 

고급 플로우 전략을 차용하였다. 이 깃 플로우 모델

을 따르면 크게 (task, sprint), (sprint, master) 브랜치

의 관계로 나눠진다. 여기서 브랜치란 분기를 생성

하여 다른 분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병렬적으로 개

발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7]. 이러한 특징을 활

용하여 task, sprint, master 브랜치를 생성하였다.
그림 2는 베이스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이다. 

제일 위쪽에 있는 검은 선이 master 브랜치,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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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이 sprint 브랜치, 나머지 브

랜치들은 모두 task 브랜치이다. task 브랜치는 개발

을 수행하기 위한 브랜치로 각 태스크마다 하나의 

task 브랜치를 갖는다. sprint 브랜치는 개발한 코드

들을 병합하는 브랜치이다. 마지막으로 master 브랜

치는 한 스프린트가 종료될 때마다 sprint 브랜치로

부터 병합대상이 되는 브랜치이다.
먼저 (task, sprint)의 관계는 개발 단계이다. 개발

팀은 할당된 태스크 브랜치로 개발을 진행하고 완

료되면 스프린트 브랜치에 병합 요청을 한다. 그 후 

스크럼 마스터는 검토 후 스프린트 브랜치에 병합

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이때 스크럼 마스터가 병

합을 승인한다는 것은 한 태스크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sprint, master)의 관계는 한 스프린트의 완료를 

의미한다. 한 스프린트가 완료되면 스크럼 마스터는 

sprint 브랜치를 master 브랜치에 병합시킨다. 이를 

통해 한 스프린트가 끝날 때 마다 릴리스 버전이 

마스터 브랜치에 표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
림 2를 보면 sprint 브랜치에서 master 브랜치로 향

하는 화살표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한 

스프린트가 완료된 시기이다.

3.1.3 젠킨스와 메이븐

젠킨스를 사용하여 지속적 통합(CI, Continuous 
Integration)을 만족한다. 데일리 빌드를 통해 스프린

트 브랜치 혹은 마스터 브랜치의 코드가 제대로 통

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메이븐을 사용하여 지속적 배포(CD, Continuous 

Deployment)를 만족한다. 젠킨스가 수행되면 메이

븐도 함께 수행되어 빌드된 결과물을 war 파일로 

변환시켜 준다. 변환된 war 파일은 스크럼 마스터

에게 데일리 빌드 수행 결과와 결과물이 메일로 

전송된다.
인수 테스트 단계에서 스크럼 마스터는 스프린트

가 끝날 때 마다 자동으로 수행되는 젠킨스를 통해 

통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한다. 그 후 

메이븐을 통해 만들어진 war 파일을 메일시스템을 

이용하여 스크럼 마스터에게 전송한다. 스크럼 마스

터는 이렇게 전송된 war 파일을 압축하여 노션에 

업로드 한다. 이를 통해 매 스프린트마다의 산출물

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3.2 베이스 프로젝트

베이스 프로젝트는 교육용 스크럼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어 같이 배포되는 프로젝트이다.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스크럼을 진행한다. 베이스 프

로젝트에서 개선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기능들을 선

정하여 세 번의 스프린트 동안 구현한다.
베이스 프로젝트는 교육용 스크럼으로 진행한 사

례연구[8]를 스크럼 프레임워크의 프로세스에 맞춰 

개발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프로젝트는 깃허브에 업

로드 된다.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각 

팀의 스크럼 마스터가 스크럼 가이드에 수록된 프

로젝트 URL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발환경으로 복사

하거나 포크(Fork)를 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

를 한다.
이 프로젝트는 도서관 웹 페이지를 주제로 개발

되었으며 총 6개의 페이지로 그림 3과 같다. 기본이 

되는 홈 페이지를 기준으로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 
도서 등록 페이지, 도서 리스트 페이지, 도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 마지막으로 유효하지 않

은 접근 혹은 잘못된 URL 접근으로 인한 404 에러 

등을 처리하기 위한 예외 페이지로 구성된다.

그림 3. 베이스 프로젝트 구성도
Fig. 3. Configuration of bas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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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스크럼 가이드

교육용 스크럼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하고 프레임

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수록되어 있다. 
가이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Ÿ 프레임워크에 내재된 교육용 스크럼에 대해 설

명한다. 이 스크럼의 구성, 각 역할의 행동과 주차

별 일정에 대해 정의한다.
Ÿ 교육용 스크럼을 기반으로 제작된 프레임워크

에 대해 설명한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사용되는 

툴 체인과 베이스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한다.
Ÿ 총 9주차 동안 활동해야할 내역에 대해 설명한

다. 이 목록은 주차 별 각 역할의 행동에 대해 설

명하고,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체크리스트와 함께 

수록되어있다.

각 주차에 대한 활동 구성은 표 2와 같다. 1, 2주
차에서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3주차부터 8주차 까지는 2주차씩 스

프린트를 세 번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9주차에서는 

수행한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표 2. 교육용 스크럼 프로세스 단계
Table 2. Steps of educational scrum process

Week Steps
1 R&R, Project Planning
2 Creating a Product Backlog
3

Sprint 1
4
5

Sprint 2
6
7

Sprint 3
8
9 Completion of Project and Presentation

팀이 랜덤하게 구성되기 때문에 1주차에는 서로

를 알아가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 킥오

프 미팅을 진행한다. 킥오프 미팅이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진행

하는 첫 미팅이다[9]. 이를 통해, 소통을 중시하는 

스크럼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킥오프 미팅을 통

해 낯선 팀 내에서도 원활한 소통을 진행할 수 있

도록 유도한다. 역할은 스크럼 마스터 1명, 제품 소

유자 1명, 나머지는 개발 팀으로 분담한다. 스크럼 

마스터를 맡게 된 학생은 빌드 및 산출물을 관리하

기 위해 자신의 로컬 환경에 툴 체인을 세팅한다. 
팀원들은 베이스 프로젝트에 대해 파악하고 각 팀

에게 필요한 개발 공부를 선행한다. 1주차의 체크리

스트는 표 3과 같다.

표 3. 1주차 체크리스트
Table 3. Checklist of week 1

1st Week
□ Configuration of team
□ Role and responsibility
□ Setting of tool chain
□ Studying the necessary skiils

2주차에는 고객 요구사항에서 사용자 스토리를 

추출하고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활동을 한다. 고객과 

소통하며 제품의 품질을 담당하는 제품 소유자가 

이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끈다. 그러나 교내 실습에

는 실제 고객이 없기 때문에 제품 소유자는 아이디

어 회의를 통해 세 번의 스프린트 동안 진행할 고

객의 요구사항을 가장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요구사

항을 사용자 스토리로 가공하고 우선순위를 할당한

다. 그 이후 각각의 사용자 스토리에 인수 조건을 

정의하고 노션의 “프로덕트 백로그 DB”에 업로드하

며 마무리한다. 2주차의 체크리스트는 표 4와 같다.

표 4. 2주차 체크리스트
Table 4. Checklist of week 2

2nd Week
□ Selecting customer requirements
□ Extracting and prioritizing user stories
□ The acceptance criteria for each user story
□ Creating a user story on Notion

3~8주차에는 2주씩 세 번의 스프린트를 진행한

다. 하나의 스프린트는 스프린트 회의, 개발 및 데

일리 미팅, 인수 테스트, 스프린트 리뷰 및 회고로 

이뤄진다. 스프린트 회의에서는 스크럼 마스터의 주

도로 해당 스프린트에서 개발할 사용자 스토리를 

결정하고 사용자 스토리로부터 태스크를 추출하여 

노션의 “일감 DB”에 업로드 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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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태스크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그리고 

SNS 등 채팅도구를 통해 매일 자신의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하는 데일리 미팅을 수행한다. 인수 테

스트 단계에서는 개발된 기능이 2주차에서 계획한 

인수 조건에 부합하는지 테스트를 한다. 부합하지 

않는다면 태스크를 추가적으로 추출하여 개발을 다

시 진행한다. 스프린트 리뷰 단계에서는 하나의 스

프린트를 통해 만들어진 제품인 war 파일을 노션에 

업로드하고 제품을 시연하여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마지막으로 스프린트 회고를 통해 스프린트를 진행

하면서 겪은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점을 찾는다. 
3~8주차의 체크리스트는 표 5와 같다.

9주차에는 완료된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이때 프

로젝트의 평가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

트와는 달리 완성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스크럼을 

잘 수행하였는가?”에도 중심을 둔다. 예를 들어 세 

번의 스프린트 동안 세 번의 제품을 추출하였는지, 
매 스프린트 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용자 스토

리를 진행하였는지, 팀원 들의 참여도 등을 평가하

게 된다.

표 5. 3∼8주차 체크리스트
Table 5. Checklist of week 3 through week 8

Sprint planning
□ Selecting user stories to develop
□ Extracting tasks from user stories
□ Creating a task on Notion

Development
□ The scrum master assigns tasks to the developme
nt team

□ The developers develop their own parts
□ Daily meeting

Acceptance Test
□ Test of developed user stories to meet acceptance
criteria

□ The scrum master merges the sprint branch into
the master branch

Sprint Review & Retrospective
□ Upload the .war file sent from Jenkins to the
Notion

□ Demonstration of the product
□ Identifying the most helpful changes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 The minutes of a meeting

3.4 적용 사례

스크럼 프레임워크의 툴 체인과 스크럼을 이용하

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한 사례를 소개한다. 
프로젝트 초반에는 프레임워크의 프로세스를 따르

기 위해 매번 가이드를 살피고 행동하여 진행 속도

가 더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레임워크

의 프로세스에 대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가이드가 

없더라도 그림 4와 같이 스스로 다음 단계를 밟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 프레임워크

는 베이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며 스스로 스크럼 프로세스

를 학습하고 내재화하여 사용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개발 사례에서의 깃 브랜치 네트워크
Fig. 4. Git branch network of case study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저자가 속한 대학교에서는 대학생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경량화 된 스크럼 프로세스를 개발하

여 2022년도 상반기 전공 수업에 배포하였다. 그러

나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실제 진행한 팀 프로젝트의 스크럼 개

발 방법론 프로세스 적용 실패를 원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 친화적인 교육용 스크럼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툴 체인, 베이스 프로

젝트, 스크럼 가이드로 구성되어 교육과 학습, 실습

을 위주로 만들어졌다.
본 프레임워크에는 스크럼 기법을 녹여내 만들었

기 때문에 이 가이드를 따르기만 해도 스크럼 방법

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베이스 

프로젝트나 각종 오픈소스 도구의 설치 및 사용 방

법에 대해 전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해보

더라도 금세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스크럼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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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현실감 있게 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향후에는 본 프레임워크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팀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사례연구를 진행

하고 그 효과와 개선점을 분석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를 채점할 수 있는 기준

을 정규화하고, 스코어링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

여 채점을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S. Park, G. Kwon, and D. Jeong, "Lightweight 
Scrum Process for SW Development with University 
Students", Proc. of KIIT Conference, Jeju, Korea, 
Vol. 17, No. 1, pp. 295-299, Jun. 2022. 

[2] S. Jo, N. La, and G. Kwon, "Analysis of Students 
Term Project with Scrum Software Process", 
AEICP, Vol. 5, No. 2, pp. 346-349, Jul. 2022.

[3] K. Schwaber and J. Sutherland, "The Scrum 
Guide", Scrum Alliance, 2020.

[4] A. Putta, M. Paasivaara, and C. Lassenius, 
"Benefits and Challenges of Adopting the Scaled 
Agile Framework(SAFe): Preliminary Results from 
a Multivocal Literature Review", PROFES 2018, 
LNCS, pp. 334-351, 2018. https://doi.org/10.1007/ 
978-3-030-03673-7_24.

[5] Scaled Agile Inc.:About – Scaled Agile 
Framework, https://www.scaledagileframework.com/ 
about/. [Accessed: Oct. 30, 2022]

[6] S. Jo, G. Kwon, and D. Jeong, "Student Friendly 
Git Flow Model for Supporting Scrum Development 
Process", Proc. of KIIT Conference, Jeju, Korea, 
pp. Vol. 17, No. 1, pp. 288-291, Jun. 2022.

[7] About branches – GitHub Docs, https://docs.github 
.com/en/pull-requests/collaborating-with-pull- requests 
/proposing-changes-to-your-work-with-pull-requests/ab
out-branches. [Accessed: Nov. 16, 2022]

[8] J. Chang, G. Kwon, and D Jeong, "A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ook Management System 
based on Educational Scrum Process", Proc. of 

KIIT Conference, Jeju, Korea, Vol. 17, No. 1, pp. 
300-304, Jun. 2022. 

[9] D. Hamburger, "Project kick-off: getting the 
project off on the right foot",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Vol. 10, No. 2, pp. 
115-122, May 1992.  https://doi.org/10.1016/0263- 
7863(92)90064-G.

저자소개

조 수 희 (Suhee Jo)

2018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부과정

관심분야 :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안전성

박 소 희 (Sohee Park)

2018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부과정

관심분야 :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안전성

권 기 현 (Gihwon Kwon)

1985년 2월 : 경기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사)
1987년 8월 : 중앙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석사)
1991년 2월 : 중앙대학교 

전자계산학과(공학박사)
1991년 2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2006년 ~ 2007년 : 미국 카네기멜론대학 전산학과 

방문교수

2014년 ~ 2016년 : 한국정보과학회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회장

2021년 ~ 현재 : 경기대학교 SW중심대학 사업단장

2022년 ~ 현재 : 경기대학교 소프트웨어경영대학 학장

관심분야 :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 안전성


	학생 친화적인 교육용 스크럼 프레임워크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관련 연구
	Ⅲ. 교육용 스크럼 프레임워크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