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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글�

지난 3 년 동안 NBT 는 칸반을 사용해서 캐시슬라이드 등의 제품을 

개발해왔습니다. 칸반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직접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채용할 필요도 없고, 그 동안 

없었던 새로운 역할을 만들 필요도 없으며, 기존 프로세스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 그대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리 변화에 

목마르더라도 큰 변화 앞에서는 움츠러드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는 조금씩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품만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도 점진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칸반 메소드가 지닌 최대의 장점입니다. 

경영진과 관련 부서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좋습니다. 대부분의 개발 

조직은 외부에서 바라보면 그 속을 알 수 없는 블랙 박스에 가깝습니다. 

칸반을 사용하면 현재 일하는 모습을 모두가 투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조직 외부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조금씩 

좋아지는 성과도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때 더 

많은 이해 관계자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일단 업무를 시각화하면, 그 

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개선 지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다 함께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개선하는 것과 각자의 머릿속에만 

담아둔 것들을 개선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만큼이나 다릅니다. 칸반 

보드 앞에 매일 모여서 오늘은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팀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상상만해도 행복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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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방법이 다 그렇지만, 단순히 실천법만을 따라 하는 것과, 가치와 

원칙을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조정하면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칸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보다 많은 조직과 개인이 매일 매일 개선을 이뤄내는 모습을 

꿈꿔봅니다. 

2017 년 2 월 

조승빈 (selfothercontext@gmail.com) 

김모세 (creatinov.kim@gmail.com) 

유지은 (jinyvallen@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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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칸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어떠한 지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칸반을 사용하면, 업무 진행 규칙이 무엇인지,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내부 및 외부 고객에게 결과물을 얼마나 잘 제공하고 

있는지 등,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얻고 나면, 개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측성이 더욱 

높아지고 보다 지속 가능한 속도로 일 할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업이 

늘어납니다. 품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위험 

관리에 대한 타고난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칸반을 사용하면 전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칸반은 약속을 관리하고 업무 흐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훨씬 더 기민해 집니다. 시장 상황이 변화하거나 의존성이 있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칸반을 기민함으로 가는 또 다른 길 Alternative Path to Agility 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2011년, 린 칸반 유니버시티 Lean Kanban University는 칸반 교육 및 실천법에 대한 

품질 표준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은 

물론 커뮤니티 이벤트 및 자원을 포함하는 모든 수준의 칸반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LKU 트레이너와 코치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칸반의 

품질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칸반 지식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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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작은 책은 칸반의 핵심 개념을 다룹니다. 이 

책은 칸반에 헌신하고 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활기찬 글로벌 커뮤니티의 기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니스 린든-리드 Janice Linden-Reed 

린 칸반 주식회사 Lean Kanban, In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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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이 작은 책은 칸반의 정수, 즉 칸반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몇 쪽 안되는 분량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대부분 그 범위를 좁혔기 때문에, 칸반을 완전히 

설명하기보다 주제를 소개하는 수준입니다.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형식으로, 칸반의 모든 주요 개념과 지침을 소개할 수 있는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마지막 절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칸반의 핵심 

개념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칸반의 탐험과 

활용이라는 긴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여정을 

지속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칸반이라고 부르게 될, 칸반 메소드는 지식 업무를 

위한 흐름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업무 항목이 여러 단계를 이동하면서,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흐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무 항목들은 시스템마다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규모 

관리팀의 “할 일” 항목일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의 신규 기능일 

수도 있으며, 포트폴리오 관리 그룹이 감독하는 다양한 “계획”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칸반이 실행되는 모습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칸반의 

기반을 이루는 공통의 가치, 원칙, 실천법을 설명하고, 칸반 메소드를 

적용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의 용어를 제공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칸반 커뮤니티에서 사용하기를 

권장하는 용어들을 정의한 광범위한 칸반 용어 사전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는 칸반의 핵심을 가능한 쉽게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세부 사항, 조언, 선택, 구체적 예시 등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칸반 메소드의 원전인 데이비드 앤더슨의 『Kanban: Successful 



 xi 

Evolutionary Change for Your Technology Business』 (Blue Hole Press, 

2010)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칸반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2013 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칸반 메소드에 대한 책이 데이비드의 것 말고는 불과 몇 권 

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칸반이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주로 사용했던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도구 판매사의 불완전한 

애드온이나 제품 홍보용 마케팅 자료였습니다. 칸반 메소드는 워크숍과 

콘퍼런스에 참여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칸반의 인기가 많은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늘어갔지만, 칸반을 실행하던 많은 곳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서, 칸반 메소드를 사용하고 

논의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통의 이해가 생길 수 있도록, 이 책은 칸반의 

모든 필수 요소를 소개합니다. 이 책을 통해,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이 

칸반 메소드를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타임 박스가 없는 스크럼이다”, “고객 지원에는 적합하지만,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다”, “할 일 목록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작은 

변화를 위한 변화 방법이다”, “애자일이라기보다 폭포수에 가깝다”. 

“규칙이 세 가지 밖에 없어서,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프로세스가 

없는 방법이다”와 같이 칸반 메소드를 잘못 설명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칸반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블로그나 논문을 찾아보았다면, 이런 견해들을 

접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칸반 메소드에 대한 오해를 없애서 

칸반이 유용한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애자일 조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칸반 메소드는 주요 프로세스로 

또는 스크럼과 같은 다른 방법과 조합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보고서가 늘 그렇듯,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원래의 

정의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로 칸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리팀이 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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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학습의 출발점으로 이 책을 펴냈습니다. 

데이비드 J. 앤더슨 David J Anderson, 워싱턴 주 시애틀 

앤디 카마이클 Andy Carmichael, 영국 사우샘프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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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을�읽는�방법�

용어 사전에는 칸반에서 널리 사용하는 많은 용어 정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용어가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습니다. (예: 제공율 Delivery Rate) 

칸반 Kanban(이라는 단어)은 이 책에서 여러 번 나타나지만, 독자는 그 

단어가 항상 대문자로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칸반 

메소드라는 이름은 2007 년에, 마이크로소프트(Anderson, 2005)와 

코비스 Corbis에서 데이비드가 사용하던 관리 방식에 대한 발표 자료, 그리고 

이와 비슷한 아이디어를 갖고 활동하던 커뮤니티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칸반 메소드 Kanban Method, 칸반 Kanban, 칸반 커뮤니티 Kanban community 와 같이 이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항상 첫 글자에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본어 단어인 (그 의미가 “신호”, “신호 카드”, “기록”, “대형 

시각화 보드”인) “칸반”은, 도요타가 생산 공장에서 진행 중 업무 work in 

progress 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해 온 시스템에 “칸반 시스템 kanban 

system”(Shimokawa, 2009)이라는 이름을 붙인 1960 년대 이래로 프로세스 

정의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칸반 메소드와 비슷하긴 

하지만, 칸반 시스템은 칸반 메소드에 영감을 준 여러 줄기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칸반 시스템 kanban systems, 칸반 kanbans(칸반 

시스템에서 진행 중 업무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 카드 또는 

가상 신호), 칸반 보드 kanban boards 를 가리킬 때에는 첫 글자에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본어로 칸반의 복수형은 “칸반 kanban”이지만, 영어로 쓰인 이 책에서는 

복수형으로 “칸반들 kanbans”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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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반이란�무엇인가요?�

칸반 Kanban 이란 전문 서비스, 창의성이 필요한 노력, 물리적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설계 등과 같이, 지식 업무 knowledge work 를 제공하는 

서비스 services 를 정의하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칸반은 조직의 

목표와 일치하는 유익한 변화에 맞서는 저항을 줄이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직 변화를 이루기 위한 촉매로써, “현재 상태 그대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서비스가 적당량의 업무를 진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없는 

지식 업무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칸반 메소드의 기초입니다. 

여기에서 업무란 고객이 요청하고 필요로 하며, 서비스에 그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용량이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칸반 

시스템 kanban system, 즉 시각적 신호를 사용하여 진행 중 업무 work in 

progress(WiP)의 양을 제한하는 제공 흐름 시스템 flow system 을 사용합니다. 

칸반 kanbans1 이라고도 하는 신호 메커니즘은, 칸반 보드 kanban boards 위에 

표시하며 WiP 제한 WiP Limits 을 나타냅니다. WiP 제한은 시스템에 들어오는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도록 해서, 고객에게 가는 가치의 흐름을 

개선합니다. WiP 제한 정책 policies을 사용하면 당김 시스템 pull system이 됩니다. 

새로운 업무를 요청 받았을 때 그 업무를 시스템 안으로 “ 어” 넣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업무를 완료하고 가능한 수용량이 있을 때 새로운 

업무를 시스템 안으로 “당겨” 오는 시스템이 당김 시스템입니다. 

칸반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대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조직의 서비스 services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services 에는 업무를 요청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어떤 요구가 있는지 

알아내는 대상이 되기도 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완료된 업무를 제공 

받으면 그 업무를 받아들이거나 승인하는 것도 고객입니다. 서비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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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제품이 있더라도, 제품 그 자체보다 제품의 정보 콘텐츠(가장 

일반적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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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반이�추구하는�가치�

칸반 메소드의 중심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칸반 메소드는, 기업의 상호 

협력에 기여하는 모든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믿음으로부터 탄생했습니다. 

칸반이 추구하는 가치는 “존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반의 원칙과 실천법이 존재하는 이유를 감싸고 있는 (존중을 

포함한) 아홉 가지 가치 2 로 확장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그림 1) 

투명성 Transparency 정보를 널리 

공유하면 비즈니스 가치의 흐름을 

공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분명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 가치의 

일부입니다. 

균형 Balance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측면, 관점, 역량이 모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요구량과 수용량 같은) 어떤 측면의 

균형이 오랫동안 무너진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협업 Collaboration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칸반 메소드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도록 

탄생했기 때문에, 협업은 칸반의 

핵심입니다. 
그림� 1� 칸반이�추구하는�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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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중심 Customer Focus 시스템의 목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칸반 

시스템은 가치를 실현시키는 지점, 즉 고객이 필요한 항목 또는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때로 흐릅니다. 이 관점에서는 고객이 서비스 외부에 있지만, 

조직 전체로 보면 고객은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칸반에서 고객 그리고 고객이 받는 가치는 자연스러운 

초점입니다. 

흐름 Flow 그 흐름이 연속적이든 일시적이든, 업무는 가치의 흐름이라는 

인식입니다. 칸반을 사용할 때에는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한 

출발점입니다. 

리더십 Leadership 본보기, 대화, 성찰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량입니다. 대부분의 조직에는 어느 정도 계층 

구조가 있지만, 칸반에서는 가치를 제공하고 개선하려면 모든 계층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해 Understanding 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인 및 조직 모두의) 자기 

인식입니다. 칸반은 개선 방법이며 출발점에 대한 이해가 기본입니다. 

합의 Agreement 목표를 향해 함께 움직이고, 의견이나 방식의 차이를 

존중하며, 가능하다면 그 차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입니다. 합의란 의견 

일치를 통한 관리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역동적 공동의 헌신입니다. 

존중 Respect 사람에 대한 배려에 가치를 두고, 이해하며,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치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마땅한데, 다른 나머지 가치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상호 협력하는 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칸반의 

동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칸반 

메소드를 제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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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반의�어젠다�

칸반은 “현재 상태 그대로 시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칸반을 시작할 

때에는 변화의 유형이나 목적에 대한 어젠다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칸반에는 조직의 요구에 따라 강력한 행동 지침이 되는 

세 가지 어젠다 agendas 가 있습니다. 

1. 지속 가능성 어젠다 The Sustainability Agenda 는 지속 가능한 속도를 찾고 

초점을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2. 서비스 지향 어젠다 The Service 

Orientation Agenda 는 성과와 고객 

만족에 중점을 둡니다. 

3. 생존 가능성 어젠다 The 

Survivability Agenda 는 경쟁력과 

적응력 유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어젠다는 조직 

내부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어젠다의 목표는, 지나친 업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도 요구량과 

수용량의 균형을 맞추어 

서비스를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 만족, 구성원 

참여, 협업, 비용 등과 관련하여 

서비스 성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요구량이 수용량을 

앞지르는 상황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림� 2� 칸반의�어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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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업무를 서비스하면서 생기는 지나친 부담을 줄이면 대개는, 완료 

업무량, 업무 항목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 구성원 사기 등에 곧바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어젠다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서비스 지향 어젠다는 조직의 목적으로부터 고객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어젠다는 모든 조직에서 가장 분명하고 명시적이어야 

합니다. 그 목표는 목적에 적합한, 즉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넘어서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익성이나 주주 

가치 반환처럼,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하위 

목표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즉 모든 부서와 모든 

서비스가 고객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면, 조직은 스스로 뛰어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칸반은 서비스 제공과 개선을 위한 것이고, 서비스 

지향 어젠다는 그 성공을 위한 핵심입니다. 

생존 가능성 어젠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조직이 반드시 살아남아 번창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모든 주요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변화 속도와 방해자의 출현은, 어떤 조직도 현재의 

프로세스와 기술이 향후 몇 년 동안 충분하다고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전한 실패에 집중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프로세스와 

기술의 다양성을 촉진하며,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를 존중하고 

참여시키는 칸반의 점진적 변화 방식은 이러한 끊임 없는 도전에 적절한 

대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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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반의�기본�원칙�

칸반에는 여섯 가지 기본 원칙이 있으며, 그 원칙은 변화 관리 원칙과 

서비스 제공 원칙이라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림 3) 

변화 관리 원칙 

조직은 개인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이며,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변화에 

저항합니다. 칸반은 세 가지 

변화 관리 원칙 change management 

principles 을 통해 이러한 인간적 

측면을 인정합니다. 

1. 현재 상태 그대로 

시작합니다. 

• 지금의 프로세스를 

실제 실행되고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 기존의 역할, 책임, 

직함을 존중합니다. 

2. 개선은 점진적 변화를 

통해 추구한다는 데에 

합의합니다. 

3. 각 개인부터 고위 

경영진까지, 모든 계층의 

리더십 행동을 장려합니다. 
그림� 3� 칸반의�원칙�



 8 

“지금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후에 맞닥뜨릴 도전에 모든 이들을 동참시키기 

위해, 현재의 실천법과 그것을 실천해 온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존중하면, 이것이 변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 진가를 충분히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기존의 프로세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명백한 결함에는 지혜와 복원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맥락이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가져와서는 안되며, 대신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추구한다는 데에 합의해야 합니다. 현재의 실천법으로부터 

출발하면 향후에 일어나게 될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 및 효율성의 

기준선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원칙 

규모가 큰 조직은 전부 상호 의존적 서비스로 이루어진 생태계입니다. 

칸반은 단지 하나의 서비스만이 아닌 전체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서비스 제공 원칙 service delivery principles 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1.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2. 업무를 관리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조직화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고객 및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원칙은 서비스 지향 어젠다 및 고객 중심 가치와 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 그 자체 그리고 그 업무가 나타내는 고객 가치 흐름을 

분명하게 눈으로 볼 수 없다면, 조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그 서비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바쁜가? 사람들이 충분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었는가? 고객 그리고 고객이 받는 가치를 나타내고 

있는 업무 항목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습니다. 이 원칙들은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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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그리고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받는 가치로 초점을 되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10 

흐름�시스템�

칸반은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정의하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합니다. 칸반은 물리적 항목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이루어진 산출물이 있는 지식 업무에 적용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일련의 지식 발견 단계 및 관련 정책 policies으로 정의할 수 있고, 

그림 4 에 있는 것처럼 칸반 보드 kanban board 위에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드는 업무 항목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 흘러가는 흐름 시스템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흐름 시스템이 칸반 시스템 kanban system 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우선, 진행 중 업무 work in progress(WiP)를 제한하는 

신호(대개는 시각적 신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진행 중 업무 

제한 Work in Progress Limits 을 나타내는 (열 윗부분에 있는 사각형) 카드와, 

활동 activity 을 표현하는 열의 조합에서 신호가 발생합니다. 덧붙여, 칸반 

시스템 kanban systems에는 약속 commitment 지점과 제공 delivery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림� 4� 칸반�보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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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이란 다음과 같은 고객과 서비스 사이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합의입니다. 

1. 고객은 항목을 원하며 그 항목을 제공하면 받아들일 것이고, 

2. 서비스는 그 항목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약속 지점 이전이라면 아직 처리하지 않은 여러 요청(또는 아이디어 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요청은 선택될 수도 있고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 options 중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 지점 이전의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칸반을 디스커버리 칸반 Discovery Kanban3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공 지점을 

지나면 항목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합니다. 

항목이 약속 지점과 제공 지점 사이에서 처리 중인 시간을 그 항목의 

리드 타임 Lead Time(또는 시스템 리드 타임 System Lead Time)이라고 합니다. 고객 

리드 타임 Customer Lead Time 과는 다를 수도 있는데, 고객 리드 타임은 고객이 

항목을 기다리는 시간(보통 요청으로부터 인수까지)을 말합니다. 요청이 

발생 또는 들어오는 것과, 그 요청을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구분한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이것을 약속 유예 deferred commitment 라고 부릅니다. 시스템 

리드 타임과 고객 리드 타임의 정의가 서로 다른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고객은 당김 시스템 적용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수용량이나 

업무 처리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제공 받고자 하는 업무를 시스템에 어 

넣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광범위한 서비스 

네트워크의 내부에 있고 고객의 요청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요청을 대신하는 “고객”이 이미 업무를 약속해버리면 

서비스 쪽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시점에 대상 시스템 내에 있는 항목의 수, 또는 항목의 집합을 진행 

중 업무 Work in Progress 또는 WiP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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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제공되는 속도를 제공율 Delivery Rate 이라고 합니다. 제공율은 가장 

마지막 제공 시점과 그 이전 제공 시점 사이의 기간으로 계산하며, 

산출물 수를 기간으로 나누면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제공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틀의 법칙 

경향성이 없는 4 (그리고 선택된 모든 항목을 제공하는) 흐름 시스템에는 

특정 기간에 대해 이 지표들의 평균 사이에 단순한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관계를 리틀의 법칙 5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각 지표 위에 그어진 선은 산술 평균을 나타냅니다. 

약속 지점과 제공 지점 사이 이외에도, 칸반 시스템 kanban system 에 있는 다른 

부분의 흐름 지표를 살펴보기 위해 리틀의 법칙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리드 타임 Lead Time 이 아니라 항목이 대상 

프로세스에 머물러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처리 시간 Time in Process, 즉 TiP6 를 

사용합니다. 개발 시간, 테스트 시간, 시스템 시간(시스템 리드 타임 System 

Lead Time 과 동의어), 대기 시간과 같이 더욱 구체적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프로세스의 마지막이 제공 지점 delivery point 이 아닌 경우 제공율 Delivery Rate 

대신 처리량 Throughput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7 

이런 경우에는 리틀의 법칙을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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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누적 흐름도 Cumulative Flow Diagram 를 이용하면 

리틀의 법칙의 많은 부분을 시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누적 흐름도는 

시스템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항목의 누적 횟수를 나타냅니다. 

도표를 보면 대략적인 평균 리드 타임(평균 리드 타임의 근사값)과 

대략적인 평균 WiP(평균 WiP 의 근사값)를 알 수 있습니다. 표시된 

삼각형 빗변의 기울기가 이 기간의 평균 제공율이며, 리틀의 법칙에 따라 

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드 타임 및 WiP 의 정확한 평균은 각 항목마다 별도로 계산해야 하지만, 

경향성이 없는 시스템에서는 그 결과가 근사값과 비슷합니다. 

리틀의 법칙은 칸반 시스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업무 항목의 리드 타임 Lead Time 을 최적화하려면, 반드시 진행 중 업무 Work in 

Progress 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WiP 제한은 칸반의 일반 실천법 중 

하나입니다. 

 

그림� 5� 누적�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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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반의�일반�실천법�

칸반의 일반 실천법은 칸반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한 

핵심 활동입니다. (그림 6) 일반 실천법에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1. 시각화합니다. 

2. 진행 중 업무를 제한합니다. 

3. 흐름을 관리합니다. 

4. 정책을 명시화합니다 

5. 피드백 루프를 

실행합니다. 

6. 함께 개선하고, 실험을 

통해 발전시킵니다. 

이 실천법은 모두 다음을 

포함합니다. 

• 업무 및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정책을 확인한 

다음 

• 점진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합니다. (유용한 

변화는 유지 및 

확대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변화는 학습의 

계기로 삼으면서 

되돌리거나 

약화시킵니다.) 그림� 6� 칸반의�실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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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일반 실천법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각화합니다 

그림 4 와 같은 칸반 보드는 업무 및 그 업무가 흘러가는 프로세스를 

시각화 하는 여러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흐름 시스템이 

아니라 칸반 시스템 kanban system 이 되려면, 약속 지점과 제공 지점을 

정의해야 하며, 이 지점 사이의 각 단계에서 진행 중 업무를 제한하는 

WiP 제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벽에 붙이든, 전자 디스플레이 또는 그 외 

다른 수단을 사용하든, 업무와 정책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은, 현재 시스템을 이해하고 잠재적 개선 영역을 찾을 수 있는 

중요하고 긴 협업 과정의 결과입니다. 

또한, 정책을 시각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목을 어떤 

열에서 다음 열로 옮기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열 

사이에 요약하여 둘 수 있습니다. 

보드는 사용 방법에 따라 칸반 시스템마다 매우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림 7 의 칸반라움 Kanbanraum 등을 참조) 칸반 메소드에서는 

보드를 설계하는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칸반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도구에는 실질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칸반 소프트웨어는 2 차원 평면 위에 각 업무 항목 정보를 

표시하는 패널을 배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열은 프로세스 단계를 

나타내며, 항목의 상태 states 를 구별하기 위해 그 단계 내부를 가로로 

나누기도 합니다. (둘 이상의 열을 가로질러 나누는 경우는 

레인 swimlanes 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물리적 보드는 그러한 제약 없이, 

다른 서비스의 보드와 연결하는 것처럼, 팀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표시할 다른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설계하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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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비소테크
Visotech

의� “칸반라움"은�업무,�업무�유형,�활동을�보여주기�위해�매우�

다양한�형태로�시각화하고�있습니다.
8
�

업무 항목을 설명하는 카드 또는 패널의 설계는 시각화의 또 다른 필수 

요소입니다. 항목이 다른 서비스와의 종속성이나 그 밖의 이유로 

차단되었을 때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행 중 업무를 제한합니다 

WiP 제한을 도입하고 그 제한을 준수하면 “ 기" 시스템이 “당김" 

시스템으로 바뀌고, 그러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또는 드물게는 

중단 aborted 할 때까지) 새로운 항목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완료한 업무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낭비이며 많은 비용이 들고, 

결정적으로 리드 타임이 길어져, 조직이 고객에게 그리고 환경 및 기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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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반을 성공시키려면 진행 중 업무의 양을 관찰하고 제한해서 최적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그림 8), 그렇게 하면 서비스 리드 타임이 개선되고, 

품질이 향상되며, 산출물을 내놓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9 

반대로, 유휴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업무를 공급해서, 모두가 

“바쁜” 상태를 유지하도록 인력과 자원 활용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비효과적인 관리 행위입니다. 10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의 

양에 짓눌려서 명시적으로 지시 받은 작업만 받아들이고,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조직 및 고객의 전체 목표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야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 8�WiP�제한이�토론과�개선을�유발합니다.�([Anderson,�2011]의�표지) 

흐름을 관리합니다 

칸반 시스템에서 업무 흐름은 가치 제공을 최대화하고, 리드 타임을 

최소화하며, 가능한 매끄러워야 (즉,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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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목표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데, 대개는 제품이 복잡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투명성, 검토, 적용을 통한 경험적 제어가 필요합니다. 

특정 하위 프로세스에 의해 흐름에 제약이 생긴 병목 지점과 다른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블로커를 주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치 흐름을 이해하고 최대화하기 위한 핵심은 업무 항목의 지연 

비용율 cost of delay(CoD)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항목 구현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 가치의 양을 지연 비용이라고 부르고, 그 가치가 변화하는 속도(시간 

당 지연 비용)를 긴급도 urgency 또는 지연 비용율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지연 비용과 긴급도 모두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칸반에서는 긴급, 고정일, 표준, 무형의 네 가지 원형을 사용하여 

지연으로 인해 항목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류합니다. (그림 9) 

이러한 원형은 업무 항목의 순서를 정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업무 

유형이 달라서 다른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서비스 클래스 classes of service 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11 

 

그림� 9� 지연�비용율�프로파일�

서비스 소비자, 즉 고객과의 관계는 흐름 관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공율, 결함율 (그리고 그 밖의 품질 기준), 공급 예측성 등 다른 요소도 

중요하긴 하지만, 핵심 고객 지표는 리드 타임, 특히 고객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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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입니다. 칸반 시스템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 

수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수준 기대 Service Level Expectation 고객이 기대하는 것 

• 서비스 수준 역량 Service Level Capability 시스템이 제공할 수 있는 것 

• 서비스 수준 합의 Service Level Agreement 고객과 합의한 것 

• 서비스 적합성 한계 Service Fitness Threshold 고객이 서비스 제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 

정책을 명시화합니다 

명시적 정책이란 업무 흐름 정의 이상의 프로세스를 분명히 설명하고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업무 흐름 및 정책으로 표현되는 프로세스는 

행동을 제약하는데, 이 두 가지는 제약 안에서 자율권을 부여하고, 실험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창발적 특성을 불러옵니다. 프로세스 정책은 가볍고, 

단순하며, 잘 정의되어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항상 적용되어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와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가 동시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WiP 제한을 설정한 다음, 상황이 바뀌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제한을 바꾸어야 할지 확인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바꾸거나, 제한을 깨뜨리는 일이 없다면, 이 실천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책을 따른다 하더라도, 복잡한 시스템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명백해 보이는 정책(예를 들어, “빨리 시작할수록 

빨리 끝날 것이다.”)이 직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 적용하는 정책을 명시화 하는 것은 핵심 

실천법이며, 정책이 역효과를 낳거나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정책을 

의심하고 바꿀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으며 간단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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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각�열의�상단에�있는)�다양한�업무�단계에�대한�정책�

WiP 제한도 정책 중 하나이며, 수용량 할당 및 배분, “완료의 정의", 또는 

프로세스 단계에 머물러 있는 업무 항목에 대한 그 밖의 정책도 

포함합니다. (그림 10 참조) 가능한 수용량이 있을 때 새로운 업무를 

선택하는 재보충 Replenishment 정책과 서비스 클래스 사용도 또 다른 정책의 

예시입니다. 

피드백 루프를 실행합니다 

피드백 루프는 모든 프로세스 제어의 핵심이며 점진적 변화를 위해 특히 

중요합니다. 피드백 개선은 모든 프로세스 영역에서 중요하지만, 다음의 

영역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 전략적 일치 

• 운영 조정 

• 위험 관리 

• 서비스 개선 

• 재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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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 

• 고객 산출물 

칸반에서는 구체적 피드백의 기회, 즉 케이던스 cadences 를 일곱 가지로 

정의합니다. 케이던스란 점진적 변화를 만들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기적 회의 또는 리뷰를 말합니다. 1 일 또는 1 개월과 같은, 리뷰 

주기를 “케이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바른 케이던스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뷰가 너무 

잦으면 이전 변화의 영향을 확인하기도 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케이던스가 너무 드물면 성과가 낮은 상태가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림� 11� 피드백�루프를�보여주는�케이던스�세트�

그림 11 에 있는 일곱 가지 케이던스 구성은, 일반적 기업 또는 여러 

서비스가 있는 상황에 적당한 리뷰 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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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 리뷰 Strategy Review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선택하고 “목적 

적합성"이라는 개념에 따라 이 서비스들을 정의합니다. 또한 서비스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감지합니다. 

2. 운영 리뷰 Operations Review 여러 서비스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고, 고객의 

기대에 걸맞는 가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배치합니다. 

3. 위험 리뷰 Risk Review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위험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리뷰입니다. 블로커 클러스터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제공 리뷰 Service Delivery Review 서비스의 효율성을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각 서비스 마다 실행하는 

케이던스입니다.) 

5. 재보충 회의 Replenishment Meeting 항목을 약속 지점 이후로 (시스템 안으로) 

옮기고 향후 선택을 위한 옵션 준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6. 칸반 회의 The Kanban Meetin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하는 사람들이 

(보통은) 매일 조정하고, 스스로 조직화 하며, 리뷰 계획을 

수립합니다. 업무 항목 완료와 차단 이슈 해제에 집중하면서 짧고 

활기찬 회의를 장려하기 위해 “스탠드업”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7. 제공 계획 회의 Delivery Planning Meeting 고객에게 제공하는 산출물을 

살펴보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곱 가지 케이던스를 실행한다는 것이 조직에 일곱 가지 새로운 회의를 

추가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재보충 회의와 칸반 회의는 거의 모든 칸반 

실행에서 기본으로 간주합니다. 처음에는 각 케이던스의 의제를 기존 

회의에서 다루어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다면, 한 회의에서 여러 케이던스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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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던스 네트워크 도표(그림 11)에 있는 피드백 루프는 정보의 흐름과 

리뷰 사이의 변경 요청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각 계층의 

의사 결정을 촉진합니다. 

함께 개선하고, 실험을 통해 발전시킵니다 

칸반은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한 방법입니다. 변화 계획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프로세스를 미리 정해 놓은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입니다. 반대로 칸반은 조직의 현재 상태에서 시작하며,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업무를 가치의 흐름으로 

보는) 린 흐름 패러다임 12 을 사용합니다. 끊임 없이 변화하는 적합성 

지형 fitness landscape 에서는 완벽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프로세스에는 끝이 없습니다. 칸반은 조직 내에서 유익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고, 자연스러운 또 다른 진화 프로세스, 즉 멸종으로부터 그 

변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 프로세스를 활용합니다! 조직이 진화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조직이 스스로 진화하거나 진화 당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재하는 외부 위협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보다,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칸반은 이 

부분을 촉진합니다. 

진화 과정에는 분화(의도적인 특징의 모방 또는 돌연변이), 적합성 선택, 

그리고 비효율적 변화의 완화 및 역전 그리고 유용한 변화의 유지 및 

확대가 포함됩니다. 13 

상황에 맞는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모델과 과학적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 환경에서 최선의 목적 적합성을 찾아내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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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반�도입�

칸반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업무가 항목을 요청 받을 때부터 그 

항목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까지의 가치 흐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업무와 그 업무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시각화한 다음, 가치, 원칙, 

실천법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됩니다. 14 

시스템의 특성이 출발점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 

칸반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칸반 시스템 kanban system(시각적 신호를 

사용해서 진행 중 업무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채, 또는 칸반 

시스템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채 칸반을 적용하는 조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칸반 시스템에서는 피드백 루프를 통해 요구량과 

수용량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추고, 서비스 클래스 classes of service 를 통해 

최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아직 칸반의 일반 실천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지만 칸반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는 시스템을 프로토칸반 protokanban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15 

눈으로 볼 수 없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등, 프로토칸반 

시스템은 조직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프로세스 변화의 

마지막이라고 보아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칸반 메소드에는 칸반 도입 접근법(STATIK)과 칸반 진행 

상태를 평가하는 테스트(리트머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칸반 도입을 위한 시스템 사고 접근법 (STATIK) 

시스템 사고 16 는 시스템이 동작하는 방법을 개별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시스템 사고는 

칸반을 조직에 도입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정의하는 데 핵심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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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칩니다. 이 프로세스의 각 단계가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즉, 상호 협력하는 환경에서는 어떤 

단계에서 배운 것을 다른 단계에 알리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학습을 

사용합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0 서비스를 확인한다. 

각 서비스에 대해. . . 

단계 1 고객의 목적에 적합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단계 2 현재 시스템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을 이해합니다. 

단계 3 요구량을 분석합니다. 

단계 4 수용량을 분석합니다. 

단계 5 업무 흐름을 모델링합니다. 

단계 6 서비스 클래스를 찾아냅니다. 

단계 7 칸반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단계 8 시스템과 보드 설계를 공유하고 실행 방법을 협의합니다. 

STATIK 은 하나의 서비스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하나 이상인 

경우라면, 여러 서비스 사이의 요구와 흐름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칸반 실천법과 케이던스를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시스템 사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개선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분 최적화”가 됩니다. 

고객에게 가는 가치의 흐름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시스템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STATIK 을 적용하는 첫 번째 서비스가 조직 

내에 제공하는 내부 서비스가 아니라, 상위 수준에서 운영하고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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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STATIK 의 단계는 다양한 순서로 실행할 수 있으며, 향후 개선을 

위해 단계를 다시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칸반 리트머스 테스트 

칸반 리트머스 테스트는 조직이 칸반 진행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고 어떤 

영역에서 효과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지 판단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네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고, 첫 번째 질문이 나머지 세 가지 

질문의 전제 조건입니다. 

1. 관리자의 행동 management behavior 이 칸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습니까? 

2. 고객 인터페이스 customer interface 가 칸반에 일치하도록 변화하였습니까? 

3. 고객과의 약속 customer contract 이 칸반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변화하였습니까? 

4.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모델 service delivery business model 이 칸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였습니까? 

1. 관리자의 행동 

칸반을 적용하는 조직은 칸반 시스템의 정책을 존중하고, 고객 중심을 

가치로 삼으며, 서비스 제공 원칙에 따라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 .  

• 관리자의 행동이 칸반의 약속 유예 deferred commitment, 당김 시스템 pull system 

방식과 일치합니까? 

• 관리자는 (멀티태스킹을 줄이기 위한 개인 당 WiP 제한과 같은) 

개인 차원의 제한이 아니라 시스템 차원에서 WiP 제한을 존중합니까? 

• 변화의 이유가 항상 고객 중심입니까? 



 27 

2. 고객 인터페이스 

조직의 서비스에는 업무 일정을 수립하고, 순서를 정하고, 선택하기 위해 

약속 유예와 재보충 회의가 있는 진정한 칸반 시스템 kanban systems 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수용량이라는 제약 안에서 가치 흐름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하는 고객 인터페이스를 얻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 . 

• 진행 중 업무를 제한하는 당김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 요청에 대한 

일정을 수립하고 선택하는 방식입니까? 

• 약속 지점과 제공 지점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고 리드 타임과 

제공율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 정기적인 재보충 회의가 있습니까? 

3. 고객과의 약속 

공식 서비스 수준 합의 service level agreement 든 동의한 서비스 수준 기대 service level 

expectation 든, 고객과의 약속은 리드 타임과 제공율 같은 서비스 성과 측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추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 . 

• 고객과의 약속은 합의 또는 동의한 서비스 수준(명시적 서비스 수준 

합의 service level agreement 또는 서비스 수준 기대 service level expectation)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까? 

• 이러한 수준이 칸반 시스템에서 얻은 리드 타임 및 제공율을 사용한 

확률적 예측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4.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칸반 시스템을 사용하는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클래스, 수용량 할당, 요구 

구체화, 차등 가격 시스템 등을 통해 가치를 개선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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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추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 . 

•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모델은 (지연 비용율과 같은) 비즈니스 위험을 

근거로 업무 항목 선택 결정을 촉진하고 대기열 규칙 queuing discipline 

정책을 권장하기 위해 서비스 클래스를 적절하게 사용합니까? 고객의 

기대를 이해하고 있고 비슷한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새로운 서비스 클래스를 

탐색하고 있습니까? 

• 다양한 요구 출처와 다양한 업무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수용량이 시스템에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 요구가 

많은 기간 동안 우선 순위가 높은 작업으로 자원을 돌릴 수 있습니까? 

• 위험 및 변동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유동성 system liquidity 을 높이고 시스템 

평준화 system leveling 를 할 수 있도록 상호 의존적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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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반에서의�역할�

칸반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현재 상태 그대로 시작”하는 방법이며, 시작할 

때에는 아무도 새로운 역할이나 책임 또는 직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반에는 필수 역할이 없으며 조직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널리 사용하는 실천법에서 두 가지 역할이 

등장했고, 지금의 칸반 메소드는 그 두 역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직함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의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이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모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요청 관리자 Service Request Manager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고, 

재보충 회의에서 업무 항목의 선택 및 순위 결정을 촉진하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제품 관리자, 제품 책임자, 서비스 관리자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관리자 Service Delivery Manager 는 선택한 항목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 흐름을 책임지고 칸반 회의 및 제공 계획 수립을 

촉진하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흐름 관리자, 제공 관리자, 또는 

플로우 마스터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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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과�지표�

정확하게 예측해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오랫동안 어려운 

관리 문제였습니다. 프로젝트 완료일은 전통적으로 “공수 + 위험 추정” 

방식을 사용하여 예측해왔습니다. 칸반 시스템에서는 (일부에서는 더 믿을 

만하다고 이야기 할) 확률적 예측 probabilistic forecasting 이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수 + 위험이라는 전통적 방식은 (프로젝트 같은) 큰 업무를 아주 작은 

항목으로 나눈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추정한 공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그런 다음 받아들일 수 있는 날짜 또는 팀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다른 

변수는 팀 크기에 리드 타임을 곱한 값이 위험 및 이익을 설명하기에 

추정 공수보다 충분히 더 큰지 확인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남겨 놓습니다. 

여기에서 “위험 요인”은 대개 2 에서 10 사이의 값이 됩니다. 이 방법은 

어떤 크기의 프로젝트에 적용하더라도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며, 크기가 

크고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특히 그렇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프로젝트를 예측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칸반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칸반을 적용한 팀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프로젝트보다 훨씬 작은 업무 항목에 요약된) 가치 흐름을 

관찰해서 얻은 예측에 근거하여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집된 

업무 항목 변동성, 리드 타임, 제공율 데이터가 있는 기존 팀(또는 

비슷하게 구성된 새로운 팀)에 간단한 모델을 사용하면 확률적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팀으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면, 실제 데이터 

흐름이 시작될 때까지 범위 추정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여러 번 실행하는 몬테카를로 방법 Monte Carlo method 을 사용하면, 가능성이 

높은 완료일 범위를 백분율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에게 이 결과를 제공하면 비용 및 위험과 일정 및 약속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더 좋은 방식을 찾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2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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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카를로 모델을 실행해서 얻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임의의 

값을 선택하여 수행한 모의 실험을 통해 확률적 예측의 근거가 되는 예측 

일자 분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 12� 완료한� “스토리"�수와�제공율의�불확실성을�보여주고�있는�확률적�예측.�

완료일의�확률이� 50%,�85%,�95%인�곳에�표시가�되어�있다.�

또한 칸반 시스템에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분석 및 확률적 

예측을 적용하여 고객과의 적절한 서비스 수준 합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흐름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러한 시스템의 관리자는, 특히 믿을 만한 

예측을 해야하는 관리자는 중요하고 광범위한 흐름 지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17 처음에는 최소한, 리드 타임, 제공율, WiP, 비용 (대개는 주로 

서비스에 필요한 인일 당 공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확률적 예측은 서비스 성과에 대한 실제 이력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장 훌륭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차선책으로 범위 추정값을 사용합니다.) 이제는 다양한 유형의 시스템에 

대해 중요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에서 리드 

타임의 형태 또는 제공율 분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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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4, 15 의 그래프에서 얻은 지표는 항목이 “개발”, “테스트”, 

“완료”로 바뀐 날짜 데이터로 만든 것입니다. 회계 비용 또는 인일 

관점에서, 일부 비용 데이터 또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림� 13� 동일한�흐름�데이터를�각기�다른�모습으로�보여주는�도표�

위:� 항목의�제공일의�리드�타임�산포도�

아래:� 날짜�별로�개발,�테스트,�완료�항목의�누적수를�보여주고�있는�누적�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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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LT,�DR,�WiP,�WiP�수명의�추세도�및�관리도�

흐름 시스템의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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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타임 산포도 (그림 13 참조) 

• 프로세스 또는 프로세스의 일부에 들어오고 나가는 누적 횟수를 

보여주는 누적 흐름도 (CFD) (그림 13 참조) 

• 평균 리드 타임, 제공율, WiP, WiP 수명의 추세도 (그림 14 참조) 

• 리드 타임 또는 WiP 수명 관리도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세도 

또는 산포도에 관리 범위를 추가하면 관리도가 될 수 있으며, 

관리도는 항목을 바람직한 범위 안에 유지하는 행동의 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식 업무에서는 원래 변동이 더 크고 예상 변동도 더 

크기 때문에, 관리도는 칸반에서보다 제조업에서 더 널리 사용합니다. 

(그림 14 참조) 

• 리드 타임과 제공율 분포 히스토그램 (그림 15 의 예시 참조) 

 

그림� 15� 리드�타임�분포�히스토그램�

그림 14 의 추세도는 같은 기간 동안 이 지표에 대한 7 일 연속 평균 

변동을 보여줍니다. WiP 수명 도표는 추가적으로 “가장 오래된” 진행 중 

항목의 수명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분석 또는 개입의 계기가 되는 

관리선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 관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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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적 예측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분포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림 15 는 

리드 타임 분포 히스토그램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예측이나 의사 결정에 

(평균과 같은) 단일 값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형의 데이터 및 맥락의 패턴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일부 값 범위는 

다른 값보다 더 자주 나타나며, 칸반 프로세스에서는 여러 개의 

최대값(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값)과 최소값(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는 값)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값은 흔히 업무 유형이 다르거나, 업무 우선 

순위가 다르거나, 서비스 클래스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시스템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측성을 개선하려면, 분석 중인 업무 유형 또는 

서비스 클래스에 올바른 범위를 선택하도록, 이러한 분포 값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6 

칸반�적용의�확대�

칸반 적용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규모가 더 큰 맥락에서 칸반을 적용하면 됩니다. 

일단 하나 이상의 서비스에 칸반 시스템을 적용하고 나면, 조직 안에서 

칸반을 확대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을 고려합니다. 

가로 확대 Width-wise growth 업무 흐름의 종단부를 상류 및 하류 방향으로 

확장하여 업무 항목 생애 주기 범위를 더 넓게 포함시킵니다. (그림 16 

참조) 예를 들어, 원래 서비스가 개발팀의 프로세스만을 모델링하고 

있었다면, 그 항목이 개발에 들어가기 전과 “완료”되어 개발팀에서 나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해봅니다. 프로세스 범위가 넓어지면 

고객에게 가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림� 16� 가로�확대�예시.�이�보드는�최소�및�최대�WiP�제한�사용도�함께�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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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확대 Height-wise growth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항목의 계층을 고려하는 

방법인데, 각 계층은 잠재적으로 흐름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스토리”가 모여 소프트웨어 제품의 “기능”이 되고, 기능이 모여 

소프트웨어 릴리스가 됩니다. 각 계층마다 업무 흐름과 정책을 달리 해서 

별도의 칸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로 확대가 가능한 것은 “규모에 

구애 받지 않는” 칸반의 특성 때문입니다. 즉, 칸반에서는 업무 항목의 

크기에 상관 없이 같은 원칙과 일반 실천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규모로 인해 업무 특성이 달라서 시스템과 정책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17) 

 

 

그림� 17� 세로�확대�예시�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1. 개인 Personal 개인 또는 소규모 팀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퍼스널 칸반 Personal Kanban19 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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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Team 팀 업무를 “서비스"로 이해하고 예측 가능한 가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칸반 실천법을 적용합니다. 

3.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Product or Service Delivery 제품 관리에는 가치 증대를 

위한 옵션의 효과적 조정과 경쟁 우위를 위한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변화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팀 수준의 업무 항목보다 상당히 커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품의 고객 또는 사용자가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프로젝트보다는 훨씬 작아야 합니다. 

4. 포트폴리오 Portfolio 이 수준에서 칸반은 신규 또는 기존 프로젝트에 

변화를 주기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에 대한 투자 

수준의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더 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의 일종이 아니라, 금융 포트폴리오 관리와 더 

비슷한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투자 수익률을 위해 서로 다른 

시간대, 그리고 다양한 성과와 시장 변화를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하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시켜서, 회복력이 높고 

안티프래질한 20 조직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깊이 확대 Depth-wise growth 칸반을 깊이 있게 실행하려면, 칸반을 깊숙이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이 가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체 

서비스를 꿰뚫어 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깊이 확대는 서비스 사이 

수용량의 균형을 맞추는 피드백 루프(케이던스)를 통해 같은 계층에 있는 

다수의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그림 18 은 한 서비스에서 차단된 항목이 

다른 전문가 서비스에 어떻게 종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비스는 

특정한 한 가지 직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IT, HR, 회계 등),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제품 개발 또는 영화 및 텔레비전 서비스 등) 칸반 

생태계의 확장이라는 도전은 상호 의존적인 모든 서비스 사이에서 균형과 

흐름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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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깊이�확대�예시�

주의 사항: 칸반의 가치, 원칙, 실천법의 정의는 규모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예시, 설명, 조언은 상당 부분 규모 및 상황과 관련이 있는 특정 

가정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항상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특정 규모에서 내린 가정을 더 큰 규모에서도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특성에 큰 차이가 있어 흐름 시스템의 맥락이 

서로 다른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칸반의 진화와 대규모 조직의 칸반 적용에서 최근 중요한 발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플래닝 Enterprise Services Planning 

(ESP)21 입니다. ESP 에는 관리자에게 잠재적으로 수많은 상호 의존적 

서비스가 서로 연결된 상태에 칸반을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확신을 

제공하는 관리 교육 요강을 갖추고 있습니다. ESP 는 이 책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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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지만, 여기에서 설명한 칸반의 정의를 사용합니다. 이 책은 ESP 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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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반에�대해�더�알고�싶다면�

칸반 메소드의 핵심을 쉽고 가벼운 형태로 제공하고, 칸반 메소드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점진적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이론적 근거, 예시, 사례 

연구 등을 포함하여 현재 칸반 메소드의 정의를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는 

참고 문헌 목록입니다. 

이 책은 칸반의 주요 요소를 요약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은 칸반의 

원전인 “파란 책", 즉 『Kanban: Successful Evolutionary Change for Your 

Technology Business』 (Anderson, 2010)에서 더 깊이 있게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이 책은 칸반 메소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핵심 

배경, 예시, 실천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Kanban From the Inside』 (Burrows, 2014)와 『Kanban Change 

Leadership』 (Leopold, 2015)처럼 좀 더 최근에 나온 칸반 메소드 책은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Kanban From the Inside』는 칸반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원칙 그리고 실천법을 정의하고 더욱 상세히 

풀어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칸반의 여러 실천법이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을 훌륭하게 파헤치면서, 린, 제약 이론, 애자일과 같은 다른 

방식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Kanban Change Leadership』은 

칸반을 적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문화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며, 

칸반 메소드의 실천법과 그것을 변화 계획에 적용하는 방법을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린 칸반 유니버시티 (LKU) 웹 사이트 (Dzhambazova, 

2015)에서는 칸반을 적용한 여러 사례 연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모두 칸반 메소드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지식 기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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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재의 칸반 실천법과 다른 방법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Kanban in Action』 (Hammarberg, 2014)은 여러 

가지 칸반 실천법, 특히 시각화, 진행 중 업무 제한, 흐름 관리를 

사용하여 시작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Real-World 

Kanban』 (Skarin, 2015)도 실용적인 칸반 책인데, 이 책은 수많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실천법을 설명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Personal 

Kanban』 (Benson, 2011)은 칸반을 시작하는 소규모 팀에서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을 체계화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칸반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으며 대규모 서비스 또는 복합적인 서비스로 확장할 때에도 

칸반이 유용하다는 점이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짐 벤슨의 

『Why Limit WIP: We Are Drowning in Work』 (Benson, 2015)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칸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현재 그리고 향후에 나올 칸반 책 

뿐만 아니라, 도요타 생산 시스템과 린 제조 22, 시스템 사고 23, 제약 이론 24 

등 칸반 메소드의 기초를 쌓은 사람들의 책을 살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있는 모든 것을 칸반 메소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통찰은 오늘날 칸반 실천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가벼운 안내서이지, 칸반을 실행하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하는 

자습서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실수를 저지른 다음 방어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칸반에는 원칙과 

일반 실천법이 있지만, 반드시 다양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지속 가능성, 서비스 지향, 생존 가능성이라는 공통의 

어젠다를 추구하면서 적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칸반을 실천하는 

여정은 익숙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으로 떠나는 

모험입니다. 그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겠지만, 모든 발걸음이 가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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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이 용어 사전에 있는 많은 정의는 대부분 『Kanban from the Inside』 

(Burrows, 2014)에 실려 있는 Kanban Glossary 와 Lean Kanban 

University 웹 사이트(LKU, 2015)에서 발췌해 온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 없이 그대로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모두 허가를 얻어 

여기에 수록하였습니다. 

가중 최단작업 우선 Weighted Shortest Job First (WSJF) 항목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업무 항목을 우선 

처리하여 지연 비용율을 최소화하는 대기열 규칙. 34 

가치 Values 칸반의 관점에서, 가치란 바람직하다고 널리 합의된 속성과 

행위를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많을 수록 좋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제공하고, 유용한 실천법 및 산출물을 제안하거나 체계화하거나 

표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칸반의 아홉 가지 가치(투명성, 균형, 협업, 

고객 중심, 흐름, 리더십, 이해, 합의, 존중)는 칸반 메소드의 실천법과 

원칙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거나 조직 문화에 차이가 

있다면 다른 가치를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비교와 선택에 가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어젠다 

고객 리드 타임 Customer Lead Time 고객이 업무 항목을 기다리는 시간. 

일반적으로 고객 리드 타임은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서비스를 

인수할 때까지로 측정합니다. 

측정 단위: 시간 단위 

관련 용어: 리드 타임, 시스템 리드 타임, 처리 시간 

관리도 Control chart 프로세스가 특정 의미에서 “관리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관리 범위의 바깥을 보여주는 도표. 보통 추세도 또는 산포도의 



 44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리드 타임 예외 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또는 

그 외 분석의 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과 비교해보았을 때 

지식 업무는 원래 변동성이 더 크고 예상되는 변동성도 더 크기 때문에 

칸반에서는 관리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관련 용어: 추세도, 산포도 

긴급도 Urgency 지연 비용율 참조. 지연 비용율과 지연 비용 사이에 혼동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긴급도가 더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누적 흐름도 Cumulative Flow Diagram(CFD) 일정 기간 동안 프로세스 또는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누적 횟수를 보여주는 도표. 

관련 용어: 관리도, 추세도, 산포도 

당김 시스템 Pull system 업무에 대한 요구가 있고 제공 가능한 수용량이 있을 

때에만 일정을 수립하고 제공하는 시스템. 업무 항목에 대한 요청이 없고 

시스템 내에 그 항목을 제공할 수 있는 수용량이 없다면 업무 항목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칸반 시스템은 WiP 제한을 사용하여 가능한 수용량을 

나타내고 수용량이 있을 때 항목을 당겨오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당김 

시스템의 예시입니다. 

관련 용어: 칸반 시스템, WiP, WiP 제한 

대기열 Queue 업무 흐름 안에서, 업무 항목이 어떤 향후 활동에 앞서 

머물러 있는 장소. (대개 칸반 보드에서 열로 표시함) 

대기열 규칙 Queuing discipline 업무 항목 선택을 제어하는 정책 집합. 

선입선출(FIFO)와 가중 최단 작업 우선(WSJF)이 두 가지 예시입니다. 

디스커버리 칸반 Discovery Kanban 혁신과 변화의 관점에서 가장 유리한 업무를 

찾아내는 데 적용하는 칸반의 일종. 28 

대체 용어: 업스트림 칸반 Upstream Kan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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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 Swimlane 카드의 흐름을 따라 둘 이상의 열을 가로질러 칸반 보드 위에 

가로로 나 있는 통로. 업무 항목 유형, 업무를 요청한 고객, 또는 서비스 

클래스와 같은 범주로 카드를 분류하여 레인을 구성합니다. 

리드 타임 Lead Time (LT) 업무 항목이 약속 지점으로부터 제공 지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비공식적으로 또는 추가 단서가 있는 경우, 

프로세스의 특정 부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리드 타임 참조합니다. 

측정 단위: 시간 단위 

대체 용어: 시스템 리드 타임 

관련 용어: 처리 시간 (TiP), 고객 리드 타임 

리틀의 법칙 Little’s Law 대기열과 흐름 시스템 속성 사이의 간단한 관계. 

원래는 도착율, 대기열 길이, 대기 시간 사이의 관계를 공식으로 만든 

것이며, 5 칸반 시스템에서는 

 또는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각 지표 위에 그어진 선은 특정 기간 동안의 

산술 평균을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시스템은 반드시 통계적으로 안정적 30(경향성이 

없는)이거나, 또는 WiP 가 0 인 두 지점 사이에 있어야 하며, 항목이 

시스템에서 “사라지면" 안됩니다. (즉, 취소 또는 중단) 

몬테카를로 방법 Monte Carlo methods 반복적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수치 

결과를 얻어내는 계산 알고리즘을 널리 일컫는 말. 31 

관련 용어: 확률적 예측 

무제한 대기열 Unbounded queue 프로세스에서 WiP 제한이 없는 대기열 또는 

단계. 이러한 단계는 칸반 보드에 WiP 제한이 없는 열 또는 제약이 

없음을 나타내는 ∞ 기호가 있는 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체 용어: 무한 대기열 Infinite queue 



 46 

분포 히스토그램 Distribution histogram 데이터 집합에서 특정 값(예를 들어, 리드 

타임)의 빈도 수를 보여주는 도표. 확률적 예측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단순한 평균이 아니라 지표값의 분포가 필요합니다. 

블로커 Blocker 업무 항목의 진행을 가로막는 비정상적 조건이 있을 때 그 

항목이 차단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차단 조건, 즉 차단의 “직접적 

원인"을 블로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로커는 대부분 팀 또는 서비스 

외부의 업무나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블로커는 업무 항목에 분홍색 

스티커 따위를 덧붙여 표시하여 칸반 보드 위에 시각화합니다. 

블로커 클러스터링 Blocker clustering 업무 항목을 차단한 이슈 기록을, 원인이 

같은 것끼리 분류하는 위험 분석 기법. 

사이클 타임 Cycle Time (CT1, CT2) 한 “사이클"에 걸리는 시간. 칸반에서는 

단서 또는 추가 정의가 없다면 사용해서는 안되는 모호한 용어입니다. 

각각의 두 항목이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는 시간 간격을 사이클 타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26(CT1), 한 항목의 시작 시간과 완료 시간 사이의 간격을 

사이클 타임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27(CT2) 전자는 소프트웨어의 

신규 빌드 릴리스 주기, 후자는 하나의 제품 기능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른 활동에서 일어나는 처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CT1 을 택트 타임으로 알려진 목표 또는 기대 값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측정 단위: 시간 단위 

대체 용어: CT1 은 사이클 타임의 역수인 제공율 또는 처리량을 대신 

사용하고, CT2 는 리드 타임 또는 처리 시간을 대신 사용합니다. 

산포도 Scatterplot X-Y 눈금 위에 그려서 데이터 집합의 개별 데이터 지점을 

나타내는 도표. 흔히 업무 항목을 제공한 날짜 대비 리드 타임을 

개별적으로 보기 위해 사용합니다. 

관련 용어: 누적 흐름도, 추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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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State 업무 항목이 시스템의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적당한 활동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전반적 조건 

관련 용어: 활동, 업무 흐름 

서비스 Service 고객이 사용하기 위한 (대개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한 명 이상의 사람들이 협업하는 것. 고객은 업무를 

요청하고, 완료한 업무의 산출물을 받아들이고 승인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의 제품에도 서비스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지식 업무 

서비스 클래스 Classes of service 고객의 기대, 상대 가치, 위험, 지연 비용율에 

따라 선택 또는 처리 정책이 명백히 다른 업무 항목의 분류. 네 가지의 

서비스 클래스 원형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기준이 되는) 

“표준" 클래스, (날짜, 즉 CoD 의 변화가 빠르거나 가파른 지점이 중요한) 

“고정일" 클래스, (긴급도가 매우 높은) “긴급" 클래스, (현재의 긴급도는 

낮지만 향후 알 수 없는 지점에서 긴급도가 현저히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무형" 클래스입니다. 

순현재가치 Net Present Value (NPV) 자본의 기회 비용 그리고 예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을 고려한 (제공된 업무 항목 또는 

프로젝트의 이익과 같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스크럼반 Scrumban 기존에 스크럼을 실행하던 상황에 적용하는 칸반. 

말하자면, “지금 상태 그대로"가 스크럼인 경우에 적용하는 칸반을 

말합니다. 32 

시스템 System 사람, 물질, 정보, 에너지 흐름, 변화로 이루어진 복잡하고 

역동적인 구조 또는 공동체. 시스템에서는 전체 행위와 부분 행위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시스템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시스템의 전체론적 특성입니다. 이 책에서는 주로 사회적 그리고 조직적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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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평준화 System leveling 고객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가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 유형 사이에 자원 또는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것. 

시스템 리드 타임 System Lead Time 리드 타임 참조. 

시스템 유동성 System liquidity 시스템이 새롭고 다양한 업무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 항목의 양과 다양한 업무 유형을 

처리할 수 있는 구성원의 유연성에 따라 시스템 유동성이 달라집니다. 

약속 유예 Deferred commitment 시스템을 당김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 

요청과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분리하는 것. 

약속 지점 Commitment point 칸반 시스템에서 업무 항목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지점. 이 지점 이전에는, 해당 항목을 제공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업무 완료입니다. 이 지점 이후에는, 고객이 해당 항목의 

산출물을 원하고 받아들일 것이며, 서비스가 그 항목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 업무 완료입니다. 

관련 용어: 중단, 제공 지점 

어젠다 Agendas 칸반의 관점에서, 어젠다(또는 변화 어젠다)란 조직의 

요구에 따른 강력한 행동 지침입니다. 칸반의 세 가지 어젠다는 지속 

가능성, 고객 제공, 생존 가능성입니다. 

업무 항목 Work item 서비스에서 진행할 전달 항목 또는 그 구성 요소. (신규 

제품 기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카드, 업무 흐름 

업무 흐름 Workflow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및(또는) 업무 항목 

상태의 순서. 업무 흐름이 기능 구조에 대한 고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최선인 것은 아닙니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플래닝 ESP, Enterprise Services Planning 각 관리 계층과 각 

서비스 안에 칸반을 적용하여, 대규모 서비스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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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Options 옵션이란 의무가 아닌, 행동을 수행하거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금융 옵션과 마찬가지로, 모든 옵션에는 가치와 

그 가치가 0 이 되는 만기 조건이 있습니다. 업무 항목이 아직 약속 

지점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 항목은 제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칸반에서 중요합니다. 

대체 용어: 리얼 옵션 Real options 

자원 효율성 Resource Efficiency 자원(예를 들자면, 사람!)의 전체 가용 시간 대비 

실제로 업무 항목에 투입되는 시간의 비율. 자원 효율성이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면, 칸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측정값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원 효율성이 너무 높으면 흐름을 

가로막고 리드 타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측정 단위: 백분율 

관련 용어: 흐름 효율성 

재보충 Replenishment 서비스의 입력 대기열을 채우는 행위 

관련 용어: 재보충 회의 

적합성 지형 Fitness landscape 다차원 지형으로 지배적 환경과 다른 특성을 지닌 

개체의 적합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진화 생물학에서 빌려온 용어. 29 

정책 Policy 기대하는 행위 또는 프로세스 제약에 대한 명시적 설명. 칸반 

시스템에서 정책이란 주로 각 열의 “준비 정의”를 말합니다. WiP 제한 

또한 정책의 일종입니다. 

관련 용어: 대기열 규칙 

제공 지점 Delivery point 항목을 제공했거나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지점. 

관련 용어: 약속 지점 

제공율 DR, Delivery Rate 시간 단위 당 시스템에서 완료한 업무 항목 수. 

측정 단위: 시간 단위 당 업무 항목 비율 

대체 용어: 완료율 Completion Rate 

관련 용어: 처리량 



 50 

중단 Abort 약속 지점 이후에 업무 항목을 취소하는 것. 

관련 용어: 약속 지점, 취소 

지식 업무 Knowledge work 주로 지식을 사용하고 개발하여 수행하는 업무. 

지식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 

관련 용어: 칸반(1) 

지연 비용 Delay Cost 제품이나 계획 또는 업무 항목을 지연 없이 완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예를 들어, 순현재가치 또는 생애기간 수익)과, 

일정 기간 지연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 이 용어의 일차 

도함수 또는 증감율(지연 비용이 변화하는 속도)을 긴급도 또는 지연 

비용율이라고 부릅니다. 지연 기간 대비 지연 비용 그래프를 지연 비용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측정 단위: 일관성 있는 가치 단위 (예를 들어, 화폐) 

관련 용어: 지연 비용율, 서비스 클래스, WSJF 

지연 비용율 Cost of Delay(CoD) 제품이나 계획 또는 업무 항목의 제공이 

지연될 때 그 가치가 감소하는 속도. 즉, 시간 단위 당 지연 비용을 

말합니다. 지연 비용율은 재보충 시 항목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처럼, 

시간 관련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WSJF 참조) 

지연 기간 대비 CoD 그래프를 긴급도 프로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측정 단위: 시간 단위 당 가치 (예를 들어, 주 당 달러) 

대체 용어: 긴급도, 실질 긴급도 Real Urgency, 지연 비용 증감율 Delay Cost Gradient 

관련 용어: 지연 비용, WSJF 

진행 중 업무 Work in Progress(WiP) 대상 시스템 또는 상태에 진입했지만, 아직 

완료하지 못했거나 취소하지는 않은 업무 항목 

측정 단위: 업무 항목 수 

관련 용어: 처리량, TiP, 제공율, 리드 타임 

진행 중 업무 제한 Work in Progress Limit(WiP 제한) 시스템의 특정 부분에서 

허용하는 WiP 의 양을 제약하는 정책. WiP 를 제한하는 시스템이 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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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입니다. 최대 제한은 프로세스 하류의 수용량이 업무를 완료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때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최소 

제한은 프로세스 하류의 수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 재보충의 계기가 

됩니다. 

측정 단위: 업무 항목 수 

처리 시간 Time in Process(TiP) 업무 항목이 대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총 시간. 

“처리 Process"를 프로세스 특정 부분의 이름으로 대체하면 더 구체적인 

용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개발 시간 Time in Development, 테스트 시간 Time in Test, 

대기 시간 Time in Queue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관심 상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iP 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간의 총합입니다. 33 

측정 단위: 시간 단위 

대체 용어: 리드 타임 (프로세스에서 약속 지점과 제공 지점 사이의 

시간을 말하는 경우), 시스템 시간 

관련 용어: 사이클 타임(CT2), 리드 타임 

처리량 Throughput 완료 또는 취소 여부와 관계 없이, 시간 단위 당 시스템 

또는 하위 시스템에서 나간 업무 항목 수. 

측정 단위: 시간 단위 당 업무 항목 (예를 들어, 업무일 당 항목) 

대체 용어: 처리 속도 Throughput Rate, 이탈율 Departure Rate, 처리율 Processing Rate 

관련 용어: 제공율 

추세도 Run chart 관찰한 지표값을 시간 순으로 보여주는 도표. 보통 평균 

리드 타임 또는 평균 제공율의 추세를 시각화 하는 데 사용합니다. 

관련 용어: 관리도 

취소 Discard 작업 중인 항목을 중단하고 대상 프로세스로부터 그 항목을 

제거하는 것. 프로세스 상의 어떤 지점에서 그 항목이 취소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칸반 시스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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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속 지점 이전 항목에 사용하는데, 이 지점 이후에는 중단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용어: 중단, 약속 지점 

카드 Card 업무 항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대체 용어: 티켓 ticket 또는 칸반(2) 

칸반 Kanban(1) 지식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관리하고, 

개선하는 방법 

대체 용어: 칸반 메소드 

칸반 Kanban(2) 칸반은 칸반 시스템에서 요구량 또는 사용 가능한 수용량을 

표시하고 WiP 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호입니다. 대개는 시각적 

신호입니다. 

칸반 보드 Kanban board 칸반 시스템에서 카드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보드. 

칸반 보드는 대개 가로 레인과 세로 열로 구성합니다. 가로 레인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색상이나 그 밖의 카드 속성을 통해 추가 

요소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는 열에서 열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업무 항목이며 시스템 내 진행 상태를 표현합니다. WiP 제한 및 그 밖의 

정책 또한 보드 위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칸반 시스템 Kanban system 약속 지점과 제공 지점을 정의하고 있고, 진행 중 

업무를 제한하는 흐름 시스템. 

관련 용어: 당김 시스템, 칸반(2), 프로토칸반 

칸반 회의 Kanban Meeting 칸반 보드 앞에서 진행하는 회의이며 칸반 메소드의 

핵심이 되는 사회적 양상이자 가장 기초적 피드백 메커니즘, 즉 

케이던스입니다. 칸반 회의는 대개 매일 일어나며,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람의 활동보다는 업무 흐름에 더 집중합니다. 

케이던스 Cadence 하나 이상의 서비스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리뷰 또는 

회의. 리뷰 사이의 기간을 케이던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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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트 타임 Takt Time 예상 고객 요구량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평균 단위 

생산 시간(즉, 업무 항목 완료 사이의 평균 시간)으로 표현하는 예상 고객 

요구량. 생산 초과 또는 생산 부족 없이 요구량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내부의 다양한 하위 프로세스를 동기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 단위: 시간 단위 

관련 용어: 사이클 타임(CT1), 제공율 

터치 타임 Touch Time 업무 항목을 실제로 진행한 시간의 총합. (대기 시간은 

제외합니다. 재고 또는 대기열에 머물러있는 시간이 대기 시간의 

예시입니다.) 

측정 단위: 시간 단위 

관련 용어: TiP, 리드 타임, 흐름 효율성 

퍼스널 칸반 Personal Kanban 개인 또는 소규모 팀 업무에 적용하는 칸반. 같은 

이름의 책에서, 18 저자는 여섯 가지 칸반 실천법 중 이 정도 규모에 

적당한 두 가지 실천법을 특히 강조합니다. 그 두 가지는 시각화와 진행 

중 업무 제한입니다. 

프로토칸반 Protokanban 칸반 메소드를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성숙한 

시스템의 특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흐름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 약속 

지점과 제공 지점 사이에서 진행 중 업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관련 용어: 칸반 시스템, WiP 

확률적 예측 Probabilistic forecasting 몬테카를로 또는 유사한 방법을 과거 제공율 

및 리드 타임 데이터와 조합하여 흐름 시스템으로부터 결과를 예측해내는 

방법 

활동 Activity 업무 흐름의 관점에서, 특정 상태의 업무 항목에 수행하는 

관련 활동. 대부분의 활동은 업무 항목의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활동 및 

그 활동에 해당하는 상태는 대개 칸반 보드 위의 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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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시스템 Flow system 업무 항목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특징인 시스템. 

흐름 시스템이란 지식 업무를 요청이나 아이디어에서부터 그 가치를 

제공할 때 까지를 항목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관련 용어: 칸반 시스템 

흐름 효율성 Flow Efficiency 프로세스에서 전체 시간 대비 항목을 진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터치 타임)의 비율. 

측정 단위: 백분율 

관련 용어: 자원 효율성 

STATIK 칸반 도입을 위한 시스템 사고 접근법 Systems Thinking Approach to 

Implementing Kanban의 약자로, 새로운 상황에 칸반을 도입하는 데 추천하는 방법. 

WiP 수명 Age of WiP 현재 진행 중인 업무 항목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시간. 진행 중인 모든 항목의 평균에도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 단위: 시간 단위 25 

관련 용어: 진행 중 업무(W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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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다음은 각 장 및 용어 사전에 있는 주석입니다. 

1. 칸반 kanban 은 WiP 를 제한하는 물리적 또는 가상 개체를 가리키는 

일반적 용어입니다. 칸반 메소드에서 더 흔히 사용하는 용어는 “WiP 

제한"입니다. 

2. 칸반이 추구하는 가치는 마이크 버로우스 Mike Burrows 가 칸반 코치들과의 

워크숍 및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쓴 자신의 책 『Kanban From The 

Inside』 (Burrows, 2014)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칸반이 추구하는 

가치는 칸반의 어젠다, 원칙, 일반 실천법과 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3. 또는 “업스트림 칸반". 디스커버리 칸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Steyaert, 2014)를 참조합니다. 

4. 또는 WiP 가 0 인 두 지점 사이에 있는 

5. 리틀의 법칙에 대한 최초 증명은 1961 년 『Operations Research』 

(Little, 1961)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50 주년 기념판 

(Little, 2011)은 이 증명 및 그 응용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6. (Maccherone, 2012). 일부 저자는 이 양에 TiP 대신 사이클 

타임(CT2)을 사용합니다. CT1 및 CT2 의 정의, 그리고 칸반 

메소드에서는 사이클 타임이라는 용어를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용어 

사전에 있는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33 도 함께 

참조합니다. 

7. 측정 지점이 동일하더라도 처리량과 제공율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량은 제공, 중단, 취소 등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서 

나간 모든 항목을 포함합니다. 

8. 이 사진은 LKU 웹 사이트에 있는 사례 연구 중 하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Dzhambazov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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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WiP 제한이 품질 및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 밖의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다양한 출처가 있지만 『The Impact of 

Agile, Quantified』 (Maccherone, 2015)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책은 팀의 WiP 제한과 결함율 개선 사이에 강력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래리 맥셰론 Larry Maccherone 은 10,000 개가 넘는 

팀의 애자일 실천법을 연구하여 2014 년 시카고와 런던에서 있었던 

린 칸반 콘퍼런스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Maccherone, 2014) 

10. 구성원을 계속 바쁘게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인 관리 방법일 수 

있다는 개념은, 많은 관리자들의 직관과 크게 어긋나므로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나친 WiP 에는 효율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WiP 

간의 멀티태스킹, 맥락 전환, 집중, 긴 리드 타임 등이 그것입니다. 

뇌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두뇌는 (에너지 소비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작업을 바꾸는 동안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evitin, 2015) 끊임없이 작업을 바꾸는 것은 소모적이고 

비효과적입니다. 약 90 분 동안 한 가지 작업에만 집중하면, 두뇌는 

몰입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때가 

가장 효과적으로 업무를 완료할 수 있는 때이고, 놀랍게도 피로감은 

적게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몰입하는 동안이 

창의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 때가 아닙니다. “일을 진행할 때” 두뇌의 

모드는 집중 모드이지만, 아이디어를 탐색할 때 두뇌는 기본 모드가 

됩니다. 두뇌가 기본 모드일 때 사물 사이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창의력이 솟아납니다. 또한 학습과 장기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두 가지 모드가 전부 필요합니다. 완료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작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두 모드가 

모두 손상되고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Benson, 2014)를 참조합니다. 

11. 항목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또 다른 혹은 보완적인 방법을 보려면, 

아래 주석 34 의 WSJF 를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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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린 흐름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로드리고 요시마 Rodrigo Yoshima 가 

(2013) LKNA 에서 발표한 “Management and Change—Avoiding the 

Rocks”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13. 프로세스 및 기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이 진화가 복잡한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The Origin of Wealth』 (Beinhocker, 2007)을 참조합니다. 

14. 2013 년에 나온 “How to adopt Kanban”의 요약 버전. 흐름을 

살펴봅니다. 지금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업무와 정책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검증된 개선을 이룹니다. (Carmichael, 2013) 

15. 프로토칸반은 스티븐스 공과 대학의 특훈 교수인 리처드 터너 Richard 

Turner 가 처음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리처드와 데이비드 앤더슨은 

가르시아 Garcia 와 터너의 『CMMI Survival Guide』 (2006)와 그것을 

칸반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며칠 동안 논의 했습니다. 

프로토칸반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불완전한 칸반 시스템이 칸반을 

사용하는 진정한 WiP 제한 당김 시스템의 진화론적 조상인 경우가 

많다는 관찰에 따른 것입니다. 

16. 예를 들어, (Meadows, 2009)를 참조합니다. 시스템 사고는 칸반 

메소드의 기초이며 칸반 메소드의 정의와 응용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17. 예를 들어, 『Actionable Agile Metrics for Predictability: An 

Introduction』 (Vacanti, 2015)를 참조합니다. 

18. 최근 트로이 마게니스 Troy Magennis (2011)는 흐름 시스템의 확률적 

예측을 지식 업무에 실제로 적용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확률적 예측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매우 유용한 몇 가지 

스프레드시트와 기타 소프트웨어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Magennis, 

2016), 지식 업무에서의 변동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애자일 및 비 애자일 개발 프로젝트에서 얻은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그의 경험적 고찰, 그리고 정규 분포를 따르는 블로커가 어떻게 

“꼬리가 두꺼운” 형태의 분포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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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이러한 프로젝트의 리드 타임이 베이불 분포 Weibull 

distribution(Weibull, 1951)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이불 

분포는 (지수 분포 exponential distribution 와 레일리 분포 Rayleigh distribution 를 

포함한) 대표적 분산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며, (최고점의 위치를 

제어하며 k 로 표기하는) 형상 모수와 (분포의 너비를 제어하며 λ 로 

표기하는) 척도 모수라는 두 개의 모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트로이는 레일리 분포를 보여주는 폭포수 프로젝트(k = 2)와, 애자일 

프로젝트(k = 1.5) 사례의 데이터 집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비교했는데, 애자일 프로젝트는 최빈값과 중앙값이 평균에 비해 낮아 

왼쪽으로 치우친 모습이고, “꼬리가 더 두꺼운” 형태였습니다. 

(Magennis, 2015) 

이 정보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 양이 매우 작은 프로젝트에 유용한데,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이론적 모델에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라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 『Personal Kanban』 (Benson, 2011) 

20. 이 형용사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Nassim Nicholas Taleb 가 『Antifragile: 

Things That Gain from Disorder』 (2013)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계층이 내부에 ‘프래질(충격을 받으면 깨지기 쉬운)’한 

특성을 허용함으로써 ‘안티프래질(충격을 받으면 더욱 강해지는)’한 

특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자와 같은) 계층의 상위 구조가 (은행이나 제품과 같은) 내부의 

‘프래질’한 특성을 없애 버리는 경우 자연스러운 ‘안티프래질’한 

특성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양한 분야와 기간을 목표로 하는 포트폴리오 안에 여러 제품을 

유지하면, 조직은 파괴적 변화에 의해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1. 린 칸반 서비스에서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플래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derson, 2015a) ESP 에 대한 소개는 (Anderson, 2015b) 

등 온라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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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를 들어, (Liker, 2004)와 (Womack, 2003)을 참조합니다. 

23. 칸반에 영향을 미친 훌륭한 인물 중에는 시스템 사고 분야 전문가가 

많습니다. 시스템 사고 입문서로 『Thinking in Systems』 (Meadows, 

2009)만한 책이 없지만, 드러커 Drucker, 데밍 Deming, 센게 Senge, 

와인버그 Weinberg 등이 쓴 책 또한 경의를 표할 만합니다. 『The 

Landmarks of Tomorrow』 (Drucker, 1959)는 “지식 노동자 knowledge 

worker"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책입니다. 다른 저자들에게 참고가 

되었던 많은 책 중에서, 『The New Economics』 (Deming, 2000)와 

『The Essential Deming』 (Deming, 2012)을 꼽을 수 있는데, 두 권 

모두 시스템에 대해 유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리 분야에 

적용하면서 얻은 통찰력 있는 관찰로 가득합니다. 

24. 예를 들어, 『The Goal: A Process of Ongoing Improvement』 

(Goldratt, 1989)를 참조합니다. 

25. 용어 사전 곳곳에서 “시간 단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년, 주, 

일, 시, 심지어 초도 전부 시간 단위입니다. 주말이나 휴일과 같이 

근무 시간이 아닌 경우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단위를 구체화할 때에는, 전체를 사용하는지 

근무일을 사용하는지 등을 명시화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주말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주와 같은 단위를 사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0.5 주의 평균 리드 타임을 해석하는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26. 『Lean Lexicon』 (Shook, 2014). 

27. 『Factory Physics』 (Hopp, 2005). 

28. “Discovery Kanban” (Steyaert, 2014). 

29. “Fitness Landscape (Wikipedia, 2015a). 

30. “Stationary” (Wikipedia, 2015c). 

31. “Monte Carlo Methods” (Wikipedia, 2015b). 

32. 칸반이 스크럼 (Schwaber, 2013)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스크럼은 애자일 커뮤니티에서 팀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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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헨리크 크니베리 Henrik Kniberg 와 

마티아스 스카린 Mattias Skarin 은 『Kanban and Scrum: Making The Most 

of Both』 (2010)라는 책에서 그 실현 가능성을 다루었습니다. 책에서 

“스크럼반"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Scrumban』 

(2009)의 저자 코리 라다스 Corey Ladas 인데, 그는 이 책에서 스크럼을 

사용하고 있을 때 칸반 메소드의 표준 실천법을 바꾸어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더욱 최근에는 어제이 레디 Ajay Reddy 가 『The 

Scrumban [R]Evolution』 (Reddy, 2016)에서 이 주제를 더욱 상세히 

다루었는데, 이 책은 『에센셜 칸반 요약가이드』에서 소개하는 많은 

주제를 다룹니다. 

33. 처리 시간(TiP)은 (Maccherone, 2012)에서 도입한 용어입니다. 

사이클 타임 대신 TiP 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최소한 

여러 저자가 모순된 방식으로 사용해서 생기는 똑같은 애매모호함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항목이 업무 흐름을 거슬러 

되돌아갈 수 있다면, 상태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두 배로 

계산되지는 않도록 하기 위해, 리틀의 법칙에 TiP 를 적용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칸반에서는 진행 상태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 항목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은 가능한 권장하지 않으며, 

재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 항목을 현재 프로세스 위치에서 차단시키고, 

필요하다면 별도 항목을 만들어 처리합니다. 만약 약속 지점 

이전에서 항목이 업무 흐름을 거슬러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이 항목이 단순한 오류 수정이 아니라면), 흐름 지표의 

목적에 따라, 항목을 중단하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그 지점에서 

새로운 항목으로 재시작 합니다. 

34. 가중 최단작업 우선(WSJF)은 돈 라이너슨 Don Reinertsen 이 제안하였으며, 

제품의 잠재적 신규 기능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하기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제품 개발팀처럼, 수용량이 정해져 있는 자원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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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기능이 개발할 순서대로 놓여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각 

기능에는, 지연 없이 완료하는 경우의 추정 가치 V (그 기능을 

완료해서 이용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현금 흐름의 순현재가치),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시작 약속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리드 

타임과 동일한 추정 개발 지연 D,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당 지연에 

의한 손실 가치의 양을 가리키는 지연 비용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특정 지점에서 주당 손실량(프로파일의 증감율)을 그 기능의 긴급도 

(또는 지연 비용율) U 라고 부릅니다. WiP 제한이 1 인 시스템에서 

(그래서 팀이 한 번에 한 가지 기능만 개발하고), 긴급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두 가지 기능(첫 번째는 기능 1, 두 번째는 기능 

2)에 의해 실현된 추정 가치는 각 기능 가치의 합에서 각 기능의 

지연 비용율을 뺀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능 1 을 기능 2 보다 먼저 하는 것이 가치 실현에 더 

유리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능 2 를 먼저 완료했을 

때의 값에서 그냥 위의 값을 빼면 됩니다. 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 긴급도(또는 CoD)를 (지연 없이 완료하는 경우의) 

완료 시간으로 나누어 항목의 순서를 선택해야 한다는 WSJF 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짧고 긴급한 작업이 더 높은 우선 

순위를 갖습니다.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동안 긴급도가 바뀔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고정일” 항목이라면, 지연 비용율이 가장 낮은 항목을 선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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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계속 적용한다고 해도, 단순한 공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연 비용율에 대한 논의 참조) 

항목의 CoD 를 추정하는 프로세스는 대부분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위험 절감 업무, 탐색과 학습, 옵션 생성 등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항목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연 비용의 

원형(서비스 클래스에 대한 논의 참조)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대기열 규칙을 결정하는 데 대부분 충분합니다. 

칸반에서 CoD 사용에 대해 더욱 자세히 논의하고 싶다면 

(Carmichael, 2016)를 참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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