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dule 절차 툴&테크닉 목적 및 주요 내용 산출물/결과물 TOOL

Agile 핵심 
Agile Boot Camp

Agile 핵심 체득 훈련 
(Agile Simulation Game)

Scrum 100% 실습 
Kanban 실습 
Doing vs Being Agile 실습

Agile 핵심에 대해 프로젝트 모의 시뮬레이션 게임 기반으로 Scrum 100%를 체득하도록 함 
금융권 프로젝트 애자일 전환 사례 : 도이치뱅크, 호주/ANZ,  NH농협은행, 하나은행
ICT/R&D 애자일 전환 사례 : 네이버랩스(인공지능 스마트워치) 및 현대모비스R&D연구소

1. Epic/ Feature/ User Story
2. Backlog & Backlog Refinement
3. DoD + Story Mapping
4. DoR (Definition of Ready)
5. Story Point (Planning Poker)
6. Burn-down
7. Risk (PI-Matrix)
8. [Release Plan] Sprint Plan 
9. Daily Scrum/Standup & Issue
10. Sprint Review & Retrospective

Agile Simulation Game 
(Analog)

디자인 마인드 셋
( User Observation )

디자인 사고 방법 
사용자 관찰 활동

디자인 마인드셋의 특성 이해 
디자인 사고  40가지 방법 적용 
고객 전 단계인 사용자 세그먼트 분류 기법, 니즈/페인 포인트 관찰 및 타당성 검증 기법  

1. 디자인 마인드셋 이해
2. 40가지 디자인 실습 결과물
3. 사용자 세그먼트, 니즈/페인포인트

Design Thinking 
-40 Design map, Segment map, 
  Needs/Pain Point searching skill
Facilitation Methods

디자인 시스템 사고 
( Empathize User/Mapping)

사용자 니즈/페이포인트 탐색
공감 프로세스 제작 활동

디자인 시스템 사고의 특성 이해
사용자 페르소나 및 사용자 여정지도 제작 
페르소나와 여정지도의 적합성 검증 및 개선을 통한 공감 프로세스 제작

1. 디자인 시스템 사고 이해 
2. 사용자 페르소나, 사용자 여정지도 제작
3. 사용자 페르소나, 사용자 여정지도 검증
4. 사용자 인터뷰 디자인

Design Thinking 
-Persona, Journey map, Interview
 skill, Empathy process map
Facilitation Methods

디자인 비즈니스 사고
( Define Problem/Identify )

사용자 문제 정의
적합성 검증 활동

디자인 비즈니스 사고의 특성 이해, 
사용자 문제 유형 분류와 가설 수립 및 검증, 사용자 문제 유형의 시각화 작업 및 검증 
사용자 문제의 정의 및 문제로 부터 가치 제안 가설 수립과 검증
프로토타입 제작 및 검증을 통한 최소기능 제품(MVP) 도출 

1. 디자인 비즈니스 사고 이해
2. 문제의 특성 및 문제 유형 분류
3. 사용자 문제 가설, 검증, 시각화 작업
4. 문제 정의, 가치제안 가설 및 검증
5. 프로토타입 및 최소기능제품(MVP)

Design Thinking 
-Problem type, Hypothesis testing,
 Visualization map, Prototyping,  
 MVP 
Business Model Methods
Facilitation Methods

디자인 프로세스 사고
( Ideation/User Story 정의 )

공감, 문제, 아이디어의 
시각화 및 개발 활동

디자인 프로세스 사고의 특성 이해
사용자에서 고객으로 전환 검증, 고객 관점에서 니즈/페인포인트, 문제 및 가치제안 타당성 검증
고객가치 중심한 최소기능제품(MVP)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개발 프로세스 시각화

1. 디자인 프로세스 사고 이해
2. 사용자로 부터 고객 정의
3. 고객 니즈/페인포인트, 문제 및 가체제안 도출 
4. MVP관련 비즈니스프로세스 및 개발 프로세스

Design Thinking
-Customer Transform map, Value
 map, MVP process map,   
 Visualization map
Facilitation Methods

디자인 사고
(고객가치의 이해)

비지니스 모델 캔버스 
Lean UX Canvas

프로젝트 실행에 수반되는 제반 요소들의 상관관계 및 투입요소 등을 고객가치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고객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학습함
- 비즈니스모델 캔버스(9 block)의 구성요소 및 작성방법의 이해 
- Lean UX 캔버스를 사용한 고객가치의 이해

1. 비즈니스모델
2. Customer Value
3. Customer 정의

Business Model Canvas(9 block)
Lean UX canvas

시스템 사고
(비즈니스 가설/고객 인터뷰)

Customer Type  & Work-flow
Market type & Ecosystem
Business Hypothesis
Customer Interview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있는 소생태계 및 이해관계자들이 고객을 중심으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고객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 수립과 검증을 위한 인터뷰 방법론을 학습
- 디자인 워크시트를 이용한 고객/경쟁 활동 관찰
-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 수립 및 인터뷰 진행 방법론 학습

1. 고객(Persona) 정의
2. 경쟁시장 환경 정의
3. 비즈니스 가설 도출
4. 고객 인터뷰 디자인

Customer Job(Persona)
Custoemr Day-life Hack
Custoemr Work-flow(Fish-bone)
Ecosystem canvas
Business Hypothesis Sheet
Interview List

비즈니스 사고
(비즈니스 모델/린 고객 개발)

고객검증 패턴 도출
BMC(Revised)작성
MVP 도출  

비즈니스 프로젝트에 대한 고객검증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의미있는 고객 인사이트를 찾아내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 MVP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학습
- 고객 인터뷰 결과에서 고객의 관습적 행동 패턴(고객 인사이트)을 도출
- 도출된 고객 인사이트를 근거로 비즈니스 프로젝트 제반요소를 수정
- 수정된 비즈니스 프로젝트 요소가 정확하게 구현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MVP(Minimum Viable Product) 제작

1. 고객 인터뷰 패턴(인사이트)
2. 수정된 Business Model Canvas
3. MVP 디자인 워크시트

Interview Pattern
Business Model cans(9 block revised)
MVP worksheet

프로세스 사고
(Backlog/Feature 정의) Value Definition

(Feature/Function)

고객검증 및 MVP 테스트 등을 통해서 획득한 고객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Value를 정의하고, 구현해해야 할 
고객가치의 주요 특징/기능(Feature/Function)을 세부적으로 정의 1.Value Map Value Map

Scaled Agile 체득 훈련 SAFe v5.1 BOA, 도이치뱅크 등 해외 #1 금융권에서 채택중인 SAFe v5.1 https://www.scaledagileframework.com/ 표준 기반으로 
실제 업무(프로젝트 Value Project Map /오퍼레이션 Value Stream Map)에 적용하는 기법을 체득

1. [SAFe] OKR 
2. [SAFe] PI Planning 
3. [SAFe] Iteration Planning 
4. [SAFe] Daily Standup 
5. [SAFe] Iteration Review 
6. [SAFe] Iteration Retrospective 

SAFe v5.1 
https://www.scaledagileframework.com/ 

Jira/Confluence (혹은) Notion Atlassian Jira/Confluence
애자일/프로젝트 관리 도구로 국내 대기업이 상용하고 있는 (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등) 애자일 협업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Task 협업 및 산출물 협업을 관리하는 기법에 대한 

1. [Enterprise] Jira 활용 기법 
2. [Enterprise] Confluence 활용 기법 
3. [Personal/Team] Notion 활용 기법 

https://atlassian.com/

MSA/Container AWS,GCP,AZURE DX 가장 간단한 Mobile Welcome (feat. Hello World)에 대해 MSA/Container 기반으로 기획(CE) > 개발(CI) > 
배포(CD)에 대한 DevOps Pipeline을 Amazon 플랫폼(혹은 Google, Azure 택1) 기반으로 배포하는 기법 

1. CE /  Figma or Confluence 
2. CI /   GitLab
3. CD /  GitLab

https://about.gitlab.com/

Human Sync 애자일 방식의 협상/토론 기법

유닛의 리더십과 팔로워십
유닛원 성격 유형별 소통 방법
긍정 피드백 및 소통 방법
유닛 미팅 및 의사결정/설득 방법

1. Agile mindset 
2. Growth mindset
3. Agile Value : Commitment,Focus, Openness, 
Respect, Courage

PMI PMP/Hybrid/Agile Content Outline 

디자인씽킹
Design Thinking 

린 스타트업 
Lean Startup 

(New Product/SVC)

Agile 응용 
Agile Advanc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