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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ftware Process Improvement(SPI) becomes an important 
issue at software quality. A research model is suggested on 
the basis of previous literature. The model includes success 
factors for SPI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CMM levels 
as mediating variables, and defines organizational 
performance as 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basically 
investigates causational relationships among SPI success 
factors, CMM level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rough a structured equation model. A LISREL v8.72 for 
windows i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Even through success factors for SPI partially influences 
the CMM  level, the CMM level is fully related to the level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 results show that the 
success factor for SPI in Korean companies are not equal to 
the factors abroad, but indicate that the CMM level is 
closely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se 
results will be helpful to academicians as well as to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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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식정보 사회에서 기업 간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기업이란 사업전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공의 핵심 요인인 조직, 고객, 내부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기업이다. 소프트웨어 중심조직(SIO: 
Software Intensive Organization)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며 특히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SPI: 
Software Process Improvement; 이하 SPI)은 소비자의 
만족도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 사업상 가치의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ISO 1998).  
  성공적인 SPI 활동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조직의 
변화를 들 수 있다(Stelzer 1998). 또한 이들 변화는 

조직이 속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SPI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을 고려한 인적 요인 및 조직적 요인 등 
SPI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SPI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적 관리가 필요하다. 
여러 요인들 중에서 조직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류를 하고 이들이 개선활동 후 
나타나는 성과와 조직의 성숙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SPI를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체계적 SPI 활동 전개가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많은 국제적 사례연구가 발표되어 
있다(Haley 1996, Krasner 1999). 하지만 SPI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들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CMM 등 SPI모형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무엇을(what) 하여야 할 것인 가만을 제시하고 있다. 
SPI 활동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영, 
인적자원, 조직, SPI 추진방법 등의 다양한 환경적 
관점을 고려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SPI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프로세스 
관점에서 바라본 SPI 성공요인과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한 SPI 성공요인을 차별화하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SPI 
활동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SPI모형의 성공요인과 SPI 
효과성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서 성공적 SPI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SPI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의 담당자에게 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상 SPI 성공요인은 기존 문헌에서 
도출된 항목 중에서 프로세스와 관련된 요인을 
제외했으며, 조직의 성숙도는 프로세스 관점에서 
바라본 “CMM(Capability Maturity Model)의 KPA(Key 
Process Area) 달성정도”로 정의하고, 조직의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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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수행능력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이론적 배경 
 

SPI 활동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그림 1>과 같이 SPI 활동 성공요인과 SPA 
모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로 분리되어 진행되었다. 
SPI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는 SPA 모형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영, 인적자원, 조직, SPI 
추진방법 등에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들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며, SPI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SPA 모형에서 
높은 수준을 달성한 조직이 낮은 수준을 달성한 
조직에 비해 높은 조직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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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PI 활동의 영향요인 연구 모형 
 

SPI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SPA 모형은 프로세스 관점에서 무엇을 
달성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정의해 주고 있다. 
하지만 SPI를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여 효율적으로 SPI 활동을 수행하여 SPA 
모형의 높은 성숙도를 달성하고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SPI 활동은 
기업 및 개발자들이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경영, 인적자원, 조직, SPI 추진방법 
등에 따라 SPI 활동의 성공에 커다란 차이점을 
나타내게 된다. 
  Goldenson(1995)은 CMM 모형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SPI활동에서 각 OU의 중요한 요인 들의 현황과 SPI 
성공정도를 연관시켜 최고경영자의 SPI 활동 검토, 
SPI를 위한 인력자원 및 책임의 명확한 확보, 
SEPG의 인지도, 실무 개발자들의 SPI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SPI를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의 확보, 
SPI 목적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되는 정도의 
6가지 SPI 주요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조직이 
변화관리를 정치적으로 사용, 조직원의 변화에 대한 
저항, 과거의 경험에 의거한 SPI 활동에 대한 냉소, 
실무 개발자들의 SPI 활동에 대한 심적 부담의 
4가지 저해요인을 제시하였고, 성공적 SPI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중간관리자 및 실무개발자의 

이직률은 SPI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l Emam(1998)은 조직이 상위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진 명백한 목표와 일관적인 방향을 가지고 
개선활동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투자하는가를 SPI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심사를 받은 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SPI를 위해 자원이 
가용되는 정도와 관리자들의 SPI에 대한 관심정도에 
관련되어 있다는 이행약속(Commitment)과 
중간관리자와 기술적 인력들의 이직률(Turnover), 
조직의 SPI를 촉진시키거나 방해하는 활동이나 
동기부여를 나타내는 정책(Politics), SPI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 내에서 동요로부터의 
존경(Respect), 그리고 SPI 개선을 하고자 하는 
조직의 노력에 대한 지원의 집중(Focus)의 5가지를 
성공적인 SPI를 위한 조직요인으로 분류하였다. 
  Stelzer(1998)는 ISO9000 및 CMM에 기반을 둔 SPI 
기존연구에서 언급된 중요요인을 메타분석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경영자의 확신과 지원, 실무 
개발자의 참여, 명확한 SPI 활동의 이해가 가장 
많이 언급된 성공요인으로 도출되었다. 
  Dyba(2000)는 기존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가 각 
항목에 대한 신뢰성 및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접근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면서 
SPI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 
도구화(Instrument)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성공요인을 기업의 목표와 SPI활동의 연계성, 
경영자의 리더십, 종업원의 참여도, 정량적 관리에 
대한 관심도, 기존의 경험에 대한 활용도, 새로운 
정보에 대한 활용도의 6개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을 측정하기 위한 다수의 질문을 작성하여 
이들의 내적 신뢰성 및 개념 및 예측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Rainer(2002)는 조직을 SPA를 실시한 유형에 따라 
정식 심사를 받은 조직, 자체 심사를 수행한 조직, 
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조직으로 구분하여 각 조직이 
느끼고 있는 중요요인을 분석한 결과 검토, 표준 및 
절차, 교육 및 지도(Mentoring), 경험이 많은 
SEPG(Software Engineering Process Group) 등이 모든 
조직에서 중요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Baddoo(2002)는 실무 개발자, 프로젝트 관리자, 상위 
경영자의 SPI 성공 및 저해 요인을 분석하여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에 지니고 있는 중요 요인에 대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SPI 효과성에 관한 연구 
 
  SPI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SPA 모형의 기본 
가정인 높은 성숙도를 보이는 조직이 높은 
조직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SPI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사례연구와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상관관계분석 방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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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연구의 경우는 단일 조직단위 또는 세부 
조직단위의 성숙도 증가에 따른 조직 성능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다양한 조직에서 긍정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Humphrey (1991)는 
Raytheon사에서 수행한 SPI 프로그램의 성과를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였다. 초기 CMM 심사의 
적용사례인 Hughes Aircraft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의 
SPI 사례에서 SEPG의 구성, 정량적 프로세스 관리 
체계의 도입,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정착, 효과적 
검토 프로세스의 정립, 소프트웨어 공학 방법론의 
사용 등의 개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Level 3인 
정의된(Defined) 단계로 조직을 성숙도를 높였으며, 
그 결과 비용대비 개선효과인 ROI(Return On 
Investment)가 5배 이상으로 나타남을 입증할 수 
있었다.  
  Heley(1996)는 Raytheon사를 대상으로 한 SPI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PI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품질의 비용, 소프트웨어 생산성, 
비용/성과 항목, 전체적인 제품품질, 다른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이득, 예측가능성 등을 성과 
측정요인으로 사용하였다. SPI의 실질적 효과는 
품질비용, 소프트웨어 생산성, 소프트웨어 
예측가능성, 제품품질 등 전 분야의 개선이 
정량적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연구결과에서 SPI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제시하였다. (1) 
SPI에 대한 비전과 이행약속은 소프트웨어 조직의 
관리자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조직의 관리자는 SPI를 위해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노력을 이끌어 내게 된다. (2) 일반적 
관리를 수행하는 종업원의 역할이다. 즉, 그들은 
SPI를 위한 실질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한다. (3) 
프로세스 개선이 명백하고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의 
사업이득을 가져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4) 
기술적 작업에 대한 관리, 임의의 자원에 대한 할당, 
이행약속 등의 작업환경에서의 문화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 개선활동이 소프트웨어 
조직에서 점진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Butler(1995)는 OC-ALC(Oklahoma City Air Logistics 
Center)의 소프트웨어 LA지점(LA)과 라스베가스의 
소프트웨어 개발부분(LAS)에 대하여 1994년 6월부터 
실시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사례연구에서의 주요한 발견 내용은 CMM은 
단순한 지침으로만 사용되었을 뿐이며, 개선은 
프로세스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조직의 식견이 
견지되어야만 구현될 수 있으며, 프로세스 개선은 
지속적인 프로세스 수행의 결과이며 성숙도가 
높을수록 품질과 생산성 측면에서 더 많은 이득이 
나타났다. 실증적 연구의 경우는 Goldenson(1995)과  
El Emam(2000)의 연구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Goldenson(1995)은 SEI(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에서 92-93년 동안 CMM 심사를 수행한 북미 56개 
조직단위(OU)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프로세스 

성숙도와 조직의 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성숙도는 OU의 CMM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조직의 성과는 6개 항목(예산준수, 일정 준수, 
제품품질, 개발자 생산성, 고객만족도, 직원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수준 2에서의 
고객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성과항목은 OU의 
성숙도에 따라 개선된 결과를 나타냄을 보여 
주었으며, 성숙도 증가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가 
개선되었다.  
  El Emam(2000)은 SPICE 각 프로세스별 능력 
수준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 소규모와 대규모 
조직으로 구분하였으며, 엔지니어링 부분의 
프로세스에 한정하여 높은 수준을 달성한 조직이 
높은 조직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직의 성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로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프로세스가 
선정되었으며 소규모 조직에서는 대부분의 
프로세스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의 설계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서 조사된 SPI 성공요인을 
독립변수 구성요인으로 포함시키고 조직의 프로세스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CMM KPA 달성정도를 
매개변수로 하였다. 또한 Goldenson의 연구에서 
사용한 6가지 조직 성과항목에 대한 측정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인 조직의 성과를 계획준수 
능력과 품질 및 생산성관리로 대별하여 측정토록 
하였다. 즉 독립변수인 SPI 성공요인이 조직의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조직의 성숙도가 
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그림 2>는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가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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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모형 및 가설 

997



SPI 성공요인의 요인도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향상의 개념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특별한 형태로 
간주되며(Kellner 1994), 그 성공을 위해 조직 내 
변화관리가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 
도출되었다(Hammer 1990). 따라서 SPI 에 관련된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여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SPI 
성공요인 중 조직의 환경과 문화를 직간접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Management 
측면에서의 1)조직 단위 최고 경영층의 지원, 2)SPI 
추진그룹(SEPG)의 능력, 조직의 변화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3)SPI 목표와 조직목표와의 부합, 4)SPI 
활동에 필요한 자원확보, 조직의 문화 및 구조 변화 
매체로서의 5)원활한 의사소통 채널, 6)개발 
실무자들의 SPI 참여를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조직의 성숙도에 대한 정의와 요인도출 
   
조직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CMM과 
SPICE 등과 같은 SPA를 이용하는 것이다.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해 CMM 또는 SPICE의 심사결과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적용하기 불가능한 방법이므로 조직 내의 
설문응답자에게 직접 물어서 결과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SEI는 KPA의 달성 정도는 만족(satisfied), 
불만족(unsatisfied)의 2가지 단위로 평가하고 있지만 
심사 팀에 의한 KPA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설문 응답자에게 KPA의 달성 정도를 얻기 위해서는 
5단계 Likert scale을 사용하는 방법이 신뢰성 높은 
결과를 수집할 수 있다(Krishnan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MM의 수준 2에서 수준 5까지의 18개 
KPA의 목적에 대해 OU가 달성하는 정도를 5단계 
Likert scale로 측정토록 하였다.  
 
조직의 성과에 대한 정의와 요인도출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목적상 조직의 성과를 

소프트웨어 중심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수행능력 면에 한정하여 정의한다.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례연구 등에서는 ROI 또는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OU를 비교하는 
실증적 연구에서는 지표의 수집의 어려움, OU 간에 
서로 다른 지표의 사용, SPI활동 이외의 다양한 
요인이 ROI 등의 최종지표에 영향을 주는 
교락효과(Confounding)에 따른 잘못된 관계의 성립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지표의 사용이 힘들다(Goldenson 1995). 본 
연구에서는 Goldenson의 연구에서 사용한 6가지 
조직 성과항목(예산준수, 일정 준수, 소프트웨어 
품질, 개발자 생산성, 고객만족도, 직원만족도)에 
대한 측정변수를 이용하여 5 단계 Likert scale로 

측정토록 하였다. 
 

표본자료의 특성 
 
  표본채취는 SPI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국내 
OU의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대상자는 SPI 활동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조직에 속하여 성과부문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편중된 설문응답을 피하기 위해서 한 개의 
조직단위에 16부 이하의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각 
설문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그룹에 소속 되었 
다.  
 
  (가) 고급개발자 :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력이 있는 실무 개발자 
  (나) 프로젝트 관리자 
  (다) SEPG 요원 : 기업에서 SPI 활동을 추진하는 

중추적 그룹의 담당자 
  (라) 상위경영자 :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 

하지 않는 상위 층의 경영자 
 

Harris and Schaubor(1990)의 연구에서는 엄격한 
구조 방정식 모형을 위해서는 샘플수가 최소 
200개를 넘어야 한하고 하였으며 본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한 설문지는 235부로 이러한 요구사항에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설문지는 총 2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연구의 의도를 공개한 후 
직접방문을 통하여 회수하였다.  

 
결과분석 
 
앞서 제시한 연구모델을 기반으로 필요한 잠재 
변수와 이에 따른 측정변수들을 설정하여 LISREL 
모델을 구성한 후, 측정 변수들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를 이용 하여 LISREL v8.72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 >과 같다.  
  
 

 
 
 SEPG능력

 
 
 
 
 
 
 
 

<그림 3> 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가설을 토대로 분석하면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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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변화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SPI 활동에 
필요한 자원확보와 조직의 문화 및 구조 변화를 
측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프로세스 정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CMM 
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SPI 성공요인으로 
도출되었다.  

  SPA 모형에 대한 효과성은 프로세스 정립의 
경우 조직의 성과, 즉 계획준수능력과 품질 및 
생산성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SPA 모형자체의 효과성은 조직의 성과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량적 프로세스 관리 
KPA Goal의 달성 정도는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조직에 
CMM Level 4,5단계를 획득한 조직이 거의 없는 
관계로 CMM의 관리(Managed)와 최적화 (Optimizing) 
단계에서의 결함예방 및 기술변경관리 등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 있어 설문에서도 낮은 측정치를 
보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독립변수로서 SPI 성공요인 모두가 정량적 

프로세스 관리단계 KPA Goal의 달성 정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프로세스 구축에 해당하는 KPA Goal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량적 프로세스 관리에 
해당하는 KPA Goal에 영향을 미치는 SPI 성공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영층의 지원과 SEPG의 능력, 목표부합, 
실무자 참여 등의 SPI 성공요인의 경우 프로세스 
정립단계 KPA Goal의 달성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CMM의 
반복(Repeatable)과 정의(Defined) 단계가 표준을 
정의하고 정의된 표준을 지키는 단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영층의 지원 및 조직원의 능력, 구축 
전략 등이 핵심 성공요인인 다른 프로젝트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 기인되는 것이라 유추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는 먼저 학문적인 측면에서 그 

동안 이론적으로 배워오던 SPI 성공요인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모형에 대해 실질적 
측면에서 요인을 도출하고, 연구모델을 만들어 국내 
환경을 고려한 SPI의 성공요인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모형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알아봄으로써 이론적 기반을 다질 수 
있다. 또한 실무적인 측면에서 국내 환경을 고려한 
SPI 성공요인을 알아내어 향후 SPI 활동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평가모형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조직의 
성숙도를 설문을 통한 5단계 Likert 방식으로 CMM 
Level KPA Goal의 달성정도로 평가하였지만 이는 

실제 조직의 CMM Level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조직의 성숙도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는 CMM Level 4, 5 단계에 이른 
기업이 많지 않아 조직의 성숙도에 따른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부분은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6개의 SPI 성공요인을 문헌으로부터 
도출하여 가설검증을 하였지만 더 많은 문헌을 
참고하여 보다 다양한 SPI 성공요인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본 연구에서 부족하였던 부분을 
보완하여 본 연구에서 파악된 영향요인 외에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독립변수들을 찾아내고, 관계를 
밝힘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연구를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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