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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객체 지향 시각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연구는 학생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 혹은 프로그래밍을 교수
하는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적합성 분석 및 설계 방법론을 찾는 것과 관련된다.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교육
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이 논문에서는 컴
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객체 지향 시각 프로그래밍 교육을 적용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Alice 
프로그래밍을 통한 시각 프로그래밍 교육 방법론과 교과과정을 도입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시각 프로그래밍 교육
의 평가 지표는 시각 프로그래밍 언어/도구를 사용할 때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적합성을 측정하고 분석하
여 학생들의 이해력, 추상화 능력, 프로그램 구현 능력과 학생들의 수준별 적합성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ABSTRACT 

The research of the object-oriented visual programming education is related to investigate the instructional method for 
computer programming, the process for program development for students, and the suitability analysis and design 
methodology for program development. In order to develop the educational methodology for the students who have the 
difficulties to study the computer programming and to enhance the abilities for the development of object-oriented programs,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evaluation metrics to apply and assess for the object-oriented programming education. Also, we 
introduce the visual programming education methodology and curriculum using Alice programming. The evaluation metrics 
for the visual programming education suggested in this paper, is accepted when the visual programming languages/tools are 
used in the programming education to assess and analyze the suitabilities for the programming education for students, so to 
utilize the analyses for abilities of understanding, abstraction, and program implementation by level.

키워드 : Alice, JAVA, 객체지향  시각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교육 평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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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공학 교육은 심

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학부 및 대학원에서 컴퓨터 

과학/공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과목을 기피하는 분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교육이 정상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컴퓨터 분야의 인력 양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쉽

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학습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방

법론을 추구하고자 한다. 한 가지 접근 방법으로는 학

생들이 프로그래밍 개념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하여 프로그래밍 개념과 프로그

램 작성 능력을 쉽게 키우고, 이를 통하여 상업용 프로

그래밍 학습에서도 그 효과가 미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또한, 교육 내용에서는 최근 핵심 프로그

래밍 개념이면서도 학생들이 이해와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습을 용이하

게 할 수 있는 교육 방법론과 교과과정을 개발해야만 

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은 컴퓨터 과학/공학 분야의 

관련 전공과목을 공부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할 뿐만 아

니라,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기술 교육에서도 그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최근의 

기술 추세와 산업계에 필요한 임베디드/모바일/웹/3D 
프로그래밍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분

야에서 객체지향 텍스트 기반 언어는 물론이고 시각 프

로그래밍 언어/환경에 대한 유용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객체지

향 시각 프로그래밍 교육을 적용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

가 지표를 개발한다. 이 지표는 시각적 프로그래밍 언

어/도구를 사용할 때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교육에 대한 

적합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학생들의 이해력, 추상화 

능력, 프로그램 구현 능력과 학생들의 수준별 적합성을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프

로그래밍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에서 현대의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인 Java 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능력 향상

에 초점을 맞추어서, 시각 프로그래밍에 대한 교육 방

법론과 교육 과정을 도입하려고 한다[1,2]. 텍스트 기반

의 시각 프로그래밍 교육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3D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여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통

한 에니메이션 프로그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Alice 
언어[3]를 프로그래밍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학습 효과

를 평가하고 분석한다.

Ⅱ. 객체지향 시각 프로그래밍 교육 평가 지표

2.1.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평가 지표 관련 연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평가 지표에 관한 연구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및 개발 방법론과 관련한 평가지

표와 객체지향 시각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평가 지표 등

으로 구분된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발 방법론과 관

련한 분석 항목에는 단순화/복잡성, 상호작용성, 시각

화, 모델링,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한 시각화, 코드 템플

릿, 그래픽 인터페이스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4].
OOP(Object-Oriented Programming) 분야에서의 프

로그램 개발(분석/설계/코딩)과 관련한 분석에는 클래

스 및 객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객체의 시각적 표

현 및 실체화의 용이성, 클래스(객체)의 사용에 대한 용

이성 등이 포함된다[5]. 또한,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평

가요인에서 클래스들 사이의 상관관계, 멤버 변수 등이 

프로그램 설계의 프로파일링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

한 평가 지표 설정 및 분석에 관한 내용 등이 있다[6].
객체 흐름(object-flow) 및 객체지향 시각 프로그래밍

에는 데이터 흐름(data-flow)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병합 기법에 관한 내용이 있다[7].또한, 시각 프로그래

밍 언어/도구의 객체지향 개발 방법론에 대한 평가 항

목 분석에 관한 연구 내용도 있다[8].

2.2. 객체지향 시각 프로그래밍 교육 평가지표

객체지향 시각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평가 지표로 고

려되어야 할 요인으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성에 

대한 이해 정도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 정도

를 측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객체

지향 시각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도

입하는 경우에 대한 장점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항목에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3 : 742~748 Mar. 2014

744

는 유지보수성(maintainablilty), 확장성(scalability), 재
사용성(reusability)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개발 단계별로 언어 표기법에 따른 

평가 항목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어떤 표현법이 프로그

램 분석, 설계, 구현 단계별로 더욱 효과적인지를 분석

하는 평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RFID 응용 프

로그램과 같은 내장형 프로그램 분야에 적합한 시각적 

분석/설계/구현 언어(도구) 혹은 다이어그램 표현법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적인지를 분

석,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표 1에는 객체지향 시각 프로그래밍 교육의 유용성

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다. 유용

성 분석 항목들을 프로그래밍의 현실성, 강의 수강 전

후 평가, 목표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이해도 및 성취도, 
유용성 테스트,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의 난이도로 구

분하여 제시하였으며, OOP 분야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과 관련한 분석 항목을 별도로 시각적 표현에 대한 이

해도와 클래스(객체)의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래밍 교육의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된다.

1) 강의/시험 전/후 자료 수집 및 평가

2) 학점(성적) 향상 정도

3) OOP 언어(텍스트 및 시각 프로그래밍) 수준

4) 강의 수강 후에 OOP 언어(텍스트 및 시각 프로그래

밍) 수준, 이해도 등의 향상 정도

5)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습 의욕의 고취도(향상) 
정도

6)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분석/설계 방법론 능력(수준) 
및 수강 전후의 향상도

또한, 객체지향 시각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 프로

그래밍 교육에서의 가치 있는 중요 특성 및 이유는 다

음과 같다.

1) OOP 분야에서의 프로그램 분석/설계/코딩

2) 클래스 및 객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3) 객체의 시각적 표현 및 실체화의 용이성

4) 시각 프로그래밍 언어/도구/환경에 대한 사용의 용이성

5) 클래스(객체)의 사용에 대한 용이성

표 1. 객체지향 시각 프로그래밍 교육의 유용성 분석 항목

Table. 1 Evaluation metrics for object-oriented visual pro- 
gramming education

구분 분석 항목

프로그래밍

의 현실성

-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작성, 개발에서 도움이 되는가?
- 취업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작성, 
개발에서 도움이 되는가?

강의 수강 

전후 평가

- 성적 향상 정도

- OOP 수준, 이해도 등의 향상 정도

- 언어 작성 수준, 이해도 등의 향상 정도

-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습 의욕의 고취도

목표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이해도 및 

성취도

- 프로그램 표기법에 대한 이해 정도

- 프로그래밍 표기법의 이해에 따른 구문 

선택 능력

- 프로그램 조합에 의한 프로그램 작성 능력

- 최종 프로그래밍 학습 성취도 결과

유용성 

테스트

-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한가?
- 프로그램 이해가 용이한가?
- 문제 분석이 용이한가?
- 프로그램 설계가 용이한가?
- 프로그램 변경이 용이한가?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의 

난이도

- 문법 배우기의 난이도

- 구문 오류 정도

- 프로그램 수정 관점에서의 난이도

OOP 
분야에서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분석

- 시각적 표현에 대한 이해도

 1) 클래스/객체 구성 및 관계

 2) 속성(데이터 멤버)과 멤버 함수(메소드) 
사이의 관계

- 클래스(객체)의 사용에 대한 이해도

 1)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상관성 및 상호작용

에 대한 이해도

 2) 객체의 속성값에 대한 이해 정도

 3) 메소드의 호출 및 기능에 대한 이해 정도

 4) 클래스의 구현과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해도

Ⅲ. Alice 프로그래밍 교육과정

이 논문에서 개발하는 객체지향 텍스트 및 시각 프로

그래밍 교육에서 채택하려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서 텍스트 기반 언어는 Java 언어[9]를 선택하여 프로그

래밍 교육에 활용하는 경우를 상정한다. 교육용 시각 

프로그래밍 언어는 Alice 언어[10]를 선택한다. Alic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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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 인터렉티브 게임 등의 에니메이션 프로그

램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혁

신적인 3D 프로그래밍 환경이다.
이 논문에서 적용한 객체지향 시각 프로그래밍 언어

로는 Alice를 선택했으며 학생들의 학습에 교재로 사용

되었다[11].이 교재의 전반부는 Alice 프로그래밍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후반부는 JAVA (그래픽) 
프로그래밍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의 

Alice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사용했던 개념을 Java 프로

그램으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상호 프로그램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며, Alice 프로그래밍으로 쉽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을 학습하게 하고, 연이어 Java 프로그

램으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학습하도록 도와준다. 이 교

재의 구성에 합치하여 한 학기 강의를 중간고사 이전에

는 Alice 프로그래밍으로 강의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Java (그래픽) 프로그래밍 강의로 구성하였다.
Alice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한 전반 학기 강의의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1) (Alice) 객체

2) (Alice) 메소드, 데이터

3) (Alice) 제어문, 반복문

4) (Alice) 이벤트

5) (Alice) 리스트, 배열

그림 1. Alice 프로그램 예제

Fig. 1 Alice program example

Java 그래픽 프로그래밍을 다루는 후반 학기의 교과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한다.

1) Alice에서 Java 프로그래밍으로 전환

2) (Java) 이벤트

3) (Java) 리스트, 배열

4) (Java) 클래스 상속, 계층도

5) (Java) 예외 처리

그림 1에서는 Alice 프로그램의 한 가지 예를 보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IceSkater(객체)가 얼어있는 lake
(객체) 위에서의 행위(my first method, 메소드)를 보여

주는 일련의 과정을 작성한 것이다. 

Ⅳ. Alice 기반 시각 프로그래밍 교육의 유용성 

분석

시각 프로그래밍 교육의 유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언어론 강좌에서 시각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Alice를 선택하여 전반기 반 학기를 강의하고, 후반기 

반 학기는 Alice 프로그래밍에서 다루었던 그래픽 개념

을 Java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표 2에는 프로그래밍언어론 강좌의 학기 종료 후에 

Alice 기반의 시각 프로그래밍에 의한 객체지향 프로그

래밍의 개념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

과를 표시하고 있다. 비교 대상인 텍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JAVA 언어를 비교 언어로 설정하도록 지도

하였다. 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모두 25명이며, 컴퓨터

과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가 척도는 5
점 척도로 하였으며, 1(매우 낮음), 2(낮음), 3(보통), 4
(높음), 5(매우 높음)으로 설정하였다.

(1) 프로그래밍의 현실성

프로그래밍의 현실성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업무에

서 프로그램 개발 시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와 졸업 후

에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서 도움이 되는 지의 

분석 항목을 설정하였다. Alice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주로 사용되며, 업무용이나 상용 프로그램 제

작의 응용분야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서 Java 프로그래밍에 비해 Alice 프로그래

밍이 현실성 측면에서는 뒤진다고 평가한 것으로 분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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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의수강 전후 평가

강의수강 전후의 학습 성취도와 관련된 평가 분야에

서는 Alice 프로그래밍이 Java 프로그래밍보다 성적 향

상 및 학습 의욕의 고취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OP 수준, 이해도 등의 향상 정도에 관해서도 

Alice 프로그래밍이 Java 프로그래밍보다 약 20% 높게 

평가한 것으로 미루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이해도 

향상에는 Alice 프로그래밍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목표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이해도 및 성취도

학생들이 프로그램 작성 시 프로그램 완성을 위해서 

습득해야 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이해 및 프로그램 

작성 능력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서 Alice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표기법, 구문 선택, 조합 등 모든 항

목에서 좋은 학습 효과가 나타남은 물론 최종 프로그래

밍 학습 성취도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 달성에 많

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유용성 테스트

이 평가 항목은 프로그램 작성/개발 단계별로 학생들

의 이해도와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것으로서, Alice 프
로그래밍 학습이 각 단계별로 모두 좋은 학업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시각 프로그래밍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은 

프로그램 개발의 전 단계를 쉽게 이해하고 학습하였다

는 것을 확인한 결과로 보인다.

(5)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의 난이도

이 평가 항목은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

느 정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지를 평가하는 항목군이다. 
Alice 프로그래밍에서는 학생들이 언어의 구문을 쉽게 

배우며, 그에 따라 구문 오류도 적어지며, 프로그램 수

정에 대한 난이도 역시 쉽게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6) OOP 분야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관련 분석

이 평가 항목은 시각적 표현에 대한 이해도와 클래스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는 항목군으로서, 객체지

향 프로그램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항목이다. 학
생들이 Alice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시각적 프로그래밍

에 대한 이해 및 클래스 사용에 대한 이해도의 상승은 

객체지향 분석, 설계 방법론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인 UML[12]의 학습 및 활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시각 프로그래그래밍에 대한 학업 성취도

Table. 2 Learning achievement for visual programming

구분 분석 항목
학업 성취도

Alice Java

프로그래밍
의 현실성

프로그래밍 교육을 위한 응용 프
로그램의 작성, 개발에서 도움이 
되는가?

3.40 3.76 

취업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작
성, 개발에서 도움이 되는가? 3.12 4.00 

평균 3.26 3.88 

강의 수강 
전후 평가

성적 향상 정도 3.68 3.48 

OOP 수준, 이해도 등의 향상 정도 3.68 3.08 

언어 작성 수준, 이해도 등의 향
상 정도

3.56 3.36 

프로그래밍에 대한 학습 의욕의 
고취도

4.04 3.28 

평균 3.74 3.30 

목표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이해도 및 
성취도

프로그램 표기법에 대한 이해 
정도

3.64 3.28 

프로그래밍 표기법의 이해에 
따른 구문 선택 능력

3.60 3.08 

프로그램 조합에 의한 프로그램 
작성 능력

3.68 3.12 

최종 프로그래밍 학습 성취도 
결과

3.92 3.32 

평균 3.71 3.20 

유용성 
테스트

프로그램 작성이 용이한가? 3.76 3.12 

프로그램 이해가 용이한가? 3.84 3.16 

문제 분석이 용이한가? 3.68 3.40 

프로그램 설계가 용이한가? 3.76 3.24 

프로그램 변경이 용이한가? 3.76 3.32 

평균 3.76 3.25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서의 
난이도

문법 배우기의 난이도 3.16 3.72 

구문 오류 정도 2.88 3.20 

프로그램 수정 관점에서의 
난이도

3.00 3.60 

평균 3.01 3.51 

OOP 
분야에서의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분석

시각적 표현에 대한 이해도 3.88 3.33 

클래스(객체)의 사용에 대한 
이해도

3.92 3.46 

평균 3.9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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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전산 관련학과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핵심 교과

과정을 구성하며 IT 관련 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양성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

한 학생들의 무관심과 학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생

들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래밍

에 대한 교육방법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

는 그 방안으로 교육용 시각 프로그래밍 언어인 Alice를 

통한 프로그래밍 교육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으로 Alice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

념을 습득하고 프로그램 작성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및 취업에 적합한 교육

용 및 상용 프로그래밍 언어, 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분

석할 수 있는 유용성에 관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프

로그래밍 교육에 적합한 프로그래밍 언어/도구를 선택

하고, 이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프로그래밍 현

장 교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

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 및 학습 효과를 위한 평가 

분석 항목에 대한 비교 및 평가 항목 설정을 위한 연구

이며, 객체지향 텍스트 프로그래밍(JAVA)을 사용한 프

로그래밍 교육과 시각 프로그래밍(Alice)을 사용한 프

로그래밍 교육을 비교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Alice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향상된 프로그래밍 작성 능력을 

바탕으로 상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학습 과정을 확대하는 교과

과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Alice를 사용한 시각 

프로그래밍을 정규 교과과정에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의 고취와 아울러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개념에 대한 이해도의 향상 뿐만이 아니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도의 향상 및 프로그

래밍 작성 능력의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필수

적인 코딩 이전 단계인 분석/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각 

프로그래밍 과정과 연계한 UML 모델링[12]을 시각 프

로그래밍 과정과 Java와 같은 텍스트 프로그래밍 교육

과정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래밍 교육 방법론 및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객체지향 시각 프로그래

밍의 응용 분야에는 내장형 프로그래밍, 모바일 프로그

래밍, 로보틱스 프로그래밍(예: 레고 로봇) 등에 응용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에 대

한 프로그래밍 교육의 적합성 및 수월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RFID 등의 내장형 응용 소프트웨어 개

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상용 시각 프로그래밍 언어(예: 
LabVIEW[13, 14, 15])의 유용성 분석에서 시각 프로그

래밍 언어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교육과 텍스트 기반 언

어(JAVA)를 사용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비교, 분석하

여, 학생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 혹은 프

로그래밍을 교수하는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적합한 분석 및 설계 방법론을 찾는 것이 향후 연구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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