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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지났고, 재시작을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아 보인다. 왜냐고? 애자일

의 단순하고 작은 메시지가 그동안 뒤죽박죽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애자일

은 린Lean이나 칸반Kanban, LeSS, SAFe, 모던Modern, 숙련Skilled 등 많은 개념과 

섞여 버렸다. 이런 다른 아이디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원래 애자일의 메

시지는 아니다.

자, 이제 우리 조상들이 1950~60년대에 알았던, 그리고 우리가 2000년에 

다시 배운 것을 또다시 떠올릴 시간이다. 애자일이란 진짜로 무엇인지 되짚

어 볼 때가 되었다.

이 책에서 특별히 새로운 것이나 놀라운 것, 충격적이거나 틀을 깨는 혁

명적인 내용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2000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애자

일에 관하여 다시 이야기할 것이다. 아, 다만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할 것이

고,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배운 것도 몇 가지 추가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책의 메시지는 2001년의 메시지, 그리고 1950년대의 메시지다.

오래된 메시지지만, 옳은 메시지다. 이 메시지는 작은 일을 하는 작은 소

프트웨어팀이 겪는 작은 문제에 대한 작은 해결책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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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업 동반자였던 내 친구 짐 뉴커크Jim Newkirk는, 우리가(특히 나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개인적 고난을 견디는 와중에도, 애자일을 퍼트리기 위

하여 끊임없이 노력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멘토Object Mentor Inc.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언급

하고 싶다. 이들은 모두 초기에 애자일을 도입하고 홍보하는 위험을 짊어졌

다. 아래 사진에 대부분 나와 있는데, 최초의 XP 이머전XP Immersion 수업을 

시작할 때 찍은 것이다.

 �뒷줄:�론�제프리즈,�필자,�브라이언�버튼,�로웰�린드스트롬,�켄트�벡,�미카�마틴,�안젤리크�마틴,�
수잔�로소,�제임스�그레닝

 �앞줄:�데이비드�파버,�에릭�미드,�마이크�힐,�크리스�비게이,�앨런�프란시스,�제니퍼�콘크,�탈리
샤�제퍼슨,�파스칼�로이

 �사진에 없음: 팀 오팅거, 제프 랭어, 밥 코스, 짐 뉴커크, 마이클 페더스, 딘 웜플러, 데이비드 
첼림스키

그리고 또 애자일 얼라이언스를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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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옮긴이의 꼼꼼한 주석은 문화적∙세대적(!) 차이를 좁혀 준다. 

− 아샬(마이크로프로텍트 CTO)

엉클 밥은 ‘지혜롭게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애자일 선언문

을 만드는 데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실천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이 책을 통해 실천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스

스로 ‘애자일에 대한 내 기억, 내 의견, 내 고함과 호통 소리’라고 이야기할 만

큼 읽다 보면 마치 엉클 밥이 난롯가에서 자신이 애자일을 도입하며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친절하게 들려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 “이 책을 하루 동안 다 읽고 내일부터 이렇게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애자일을 시작하면 안 된다. 애자일을 실행하는 현장에서 동료들

과 함께 애자일하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 나은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고민

하는 과정이 있어야 진정한 애자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유진호((주)티켓플레이스 CTO)

애자일팀에 속한 개발자로 이 책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땐 ‘간단한 리뷰 정

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책을 다 읽고 난 후 애자일을 새로 알

게 된 거 같은 느낌이 든다. 아마도 애자일을 규칙처럼 따랐을 뿐, 애자일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기회를 가져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 책은 애자일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가치로 독자를 설득하고 있어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다. 또한 왜 프

로젝트 중간 일정은 맞추는데 끝은 맞추기 어려운지, 왜 조직에 애자일을 

도입하기 어려운지, 왜 애자일이 변질되는지와 같은 프로젝트를 둘러싼 현

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어 프로젝트 매니저, CTO, 개

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필독서가 될 거라 감히 예측해 본다. 

− 이경준(GE App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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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애자일 소개2

2001년 2월, 개탄스러운 소프트웨어 개발 현실을 논의하기 위해 17명의 소

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유타주 스노버드에 모였다. 당시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대부분 폭포수Waterfall나 비대해진 래셔널 통합 프로세스Rational Unified 

Process, RUP 같은 프로세스를 사용했는데, 이런 프로세스는 비효율적이고 복

잡한 데다 매우 형식적이었다. 그래서 17명의 전문가들은 더 효율적이고, 

가벼운 접근 방법을 소개하는 선언문을 작성하고자 했다.

절대 쉽지 않은 과제였다. 17명은 모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이

들의 의견은 너무나도 제각각이었다. 이런 모임에서 합의를 기대하기란 쉽

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뜻을 하나로 모아 애자일 선언

을 만들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운동이 탄생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운동은 빤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 처음에는 소수

의 열렬한 지지자가 있다. 동시에 미친 듯이 비방을 퍼붓는 사람도 조금 있

다. 하지만 대다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많은 운동이 이 단계에서 사그라들

거나, 영원히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aspect-oriented 

programming이나 논리형 프로그래밍logic programming, CRC 카드1를 보라. 하지

만 일부는 이 관문을 넘어서서 이례적으로 유명해지고 논란의 소재가 된다. 

그중 또다시 일부는 이 논란을 뒤로하고 주류의 일원으로 여겨지게 된다. 

객체 지향Object Orientation, OO이 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애자일도 마찬가지다.

불행하게도 어떤 운동이 인기를 얻으면, 오해나 잘못된 사용 때문에 운

동의 이름이 퇴색하기 마련이다. 실제 운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품이

나 방법론이 이름을 가져다 쓴다. 운동의 인기와 존재감에 편승하여 돈을 

벌려는 것이다. 애자일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1 (옮긴이) CRC 카드는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사용되는 브레인 스토밍 툴이다(출처: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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