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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수출산업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을 이루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항운송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항운송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 상위 10대 외항운송국가로 발전하게 되었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소 외항운송업의 부실경영과 국가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해 외항운송업은 장기적인 침
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업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재정비
하여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EA 분석을 통해 비상장 국내 외항운
송업 상위 10%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효율성을 분석하며 비효율적인 기업의 투사값을 제시하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참조집합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총 10개 외항운송업을 대상으로 CCR와 
BCC모형의 효율성과 규모수익성(RTS)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BCC 효율성이 1인 기업은 총 6개 기업, CCR 
효율성이 1인 기업은 총 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BCC, CCR 효율성이 모두 1인 기업은 총 5개 기업이
었다.

■ 중심어 :∣DEA∣외항운송업∣벤치마킹∣효율성∣규모수익성∣
Abstract

In Korea, which achieved economic growth due to export industries,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foreign port transportation industry is very great. The government took the initiative in fostering the 
foreign port transportation industry, and as a result, it developed into one of the top 10 foreign port 
transport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due to the poor management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foreign port transport business and the trade dispute between countries, the foreign port transportation 
industry has faced a long-term invasion. Therefore, in order for these companies to recover again, they 
will, among other things, have to reorganize their operational inefficiency to carry out efficient 
production activities. In this study, we want to analyze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the top 10% 
companies in the unlisted domestic outbound shipping industry, present the project value of inefficient 
enterprises, and confirm the reference collection of companies that may be subject to benchmarking. 
For this purpose, a total of 10 foreign port transportation industry were analysed for efficiency and scale 
profitability (RTS) of the CCR and BCC model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a total of six 
entities with BCC efficiency and five entities with CCR efficiency. In addition, there were a total of five 
entities with both BCC and CCR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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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국내 외항운송업은 기업들을 물류이동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 산업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리학적 
특징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 물량의 대부분이 외
항운송을 통해 이동되고 있으며 석유, 중요 원자재 등 
또한 외항수송을 통해 수입이 이루어지고 이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외항운송업은 국내기업들의 수ㆍ출입
물자를 안정적 수송, 조선ㆍ철강ㆍ금융 산업 등 연관 산
업들의 발전 촉진 그리고  고용창출 등 많은 부분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외항운송업의 경제적 중요성이 큼에 따라 정
부는 주도적으로 외항운송 산업을 육성하였으며 그 결
과 세계 상위 10대 외항운송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해양운송 경기가 침체되어 
운임이 폭락함에 따라 다단계에 걸친 연쇄적인 용선료 
지급불능 등으로 국내 해운업체 94개사 퇴출되는 등 
대대적인 해운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정부
는 외항운송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외항화물운송사
업 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확보
하고 외항운송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
과에 따라 해양운송업 특성에 맞게 업체별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외항운송업은 다시 세
계 및 국내 경제가 활성화 되고 중국 및 동북아시아 지
역의 물동량 증가로 인해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6년에 
국내 대표적인 외항운송업 회사가 파산하게 되었고 국
가 간 무역 분쟁이 점점 격해지는 위기가 지속되어 장
기적인 침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침제기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발표에 의하
면 2018년 수상 운송업 매출액은 28조3290억원으로 
2017년(27조4160억원)보다 9140억원(3.3%) 증가하
였으며 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지던 매출 
감소세가 6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수상 운송업의 매출 93%가 외항 
화물 운송에서 나오는데 선적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
고 있으며, 또한 해운업계 내 자체 구조조정과 정부의 
정책효과로 인해 외항운송업의 매출이 증가추세를 보
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수출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부터는 황산화물(SOx)규제와 선박 평형수 규제를 강화
하는 ‘글로벌 환경규제’가 신설됨에 따라 국내 외항운송
업체들은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비해야함은 물론이고 4
차 혁명시대에 물류혁명에도 대비해야 할 상황에 직면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매출액이 
증가된 2018년 외항운송업을 대상으로 하여 DEA분석
을 통해 외항운송업체들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
석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제외한 국내 외항운송업 상위 10%를 선정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외항운송업에서 상장기업은 전체 산업 매출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나 그 수는 매우 작으며 대
부분이 중견기업이다. 따라서 중견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춰야만 국내‧외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하
여 지속적인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에서 중견기업의 외항운송업
체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이에 중견기업의 외
항운수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DEA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더 나1아가 이들 기업들에게 비효율적인 기
업의 투사값을 제시하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참조집합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 검토
를 한 다음 분석 모형인 DEA모형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 후 외항운송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투입변수
와 산출변수를 설정하고 경영효율성을 분석한다. 마지
막으로는 본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및 한계점을 기술하
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물류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
서는 재무적인 변수를 통해 전반적인 효율성 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ullinance et al(2006)에서는 세계 주요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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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대한 기술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다수
의 항만에서 규모의 수익이 감소하는 팬터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 Leem(2010)은 재무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7개 해운선사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는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분석대상기업들이 대부분 효
율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2]. Panayides et 
al(2011)에서는 주요 국제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분석대상을 컨테이
너 해운회사, 탱크선 해운회사 그리고 벌크선 해운회사
로 구분하여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시장 
효율성은 탱크선이 가장 높았으며, 운영성과 효율성은 
컨테이너 해운기업이 가장 높았으며 벌크선 해운기업
은 시장효율성과 운영성과효율성이 가장 낮은 것을 보
고하였다[3]. 이형석과 김기석(2006)의 연구에서는 해
운선사를 대상으로 투입변수로는 종업원수, 고정자산, 
총자산을 산출변수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을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효율성
의 추세와 안정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규모수익성 그리
고 참조빈도를 분석하였다[4]. 고범석(2012)의 연구에
서는 국내물류기업의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투입변수는 매출원가, 임금, 자본, 자산을 
사용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매출과 순이익을 사용하였
다. 분석결과 2008년에서 2010년 3개년 간 물류기업
의 전체 효율성은 증가하였으며 기업별 편차가 높은 것
을 보고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중소물류기업 군의 효
율성 점수가 대기업물류기업군 보다 높지만 ROA는 대
기업 물류기업군이 높은 것을 보고하였다[5]. 황경연 등
(2012)의 연구에서는 외항해운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장해운기업의 효율성이 비
상장해운기업의 효율성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생
산성 변화는 비상장해운기업이 상장해운기업 보다 변
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6]. 김창범(2015)의 연구에
서는 우리나라 물류산업에 대해 DEA기법을 적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육상운송업이 
가장 비효율적이며, 수상운송업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또한 업종별로는 외항화물운송업이 가
장 효율적이며, 도시철도운송업이 가장 비효율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생산성의 향상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1인당 자본량과 평균비용 

증가는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7].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외항운송업의 중견기업에 대해서 경영효율성을 분석하
고자 한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는 종합적인 물류기업 또는 상
장 외항운송업을 대상으로 경영 효율성 분석하였다. 하
지만 앞선 설명처럼 국내 외항운송산업이 지속적인 성
장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수
의 중견기업들이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실시하여야 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수출 규모가 상승세로 
돌아선 2018년도 외항운송업 기업들 중 상장기업의 제
외한 상위 10%의 이익을 기록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효율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
해 외항운송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경영효율성 분석과 더불어 벤치마킹의 대상
이 되는 업체들을 선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는 현
재 후발기업들에게 성장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변수선정 선행연구 

Ⅱ. DEA모형 

본 연구에서는 외항운송업의 상대적 운영효율성을 

연구 대상
기업 투입변수 산출변수 

Cullinance 
et al 

(2006)

컨테이너
터미널

터미널 길이와 면적, 
크레인 수

야적장의 수, 컨테이너 
상하차장비 수

컨테이너물동량

Leem 
(2010)

해운
선사 자산 자본 영업이익, 순이익

Panayides 
et al 

(2011)

해운
선사

자산, 직원수, 
자본적지출 매출액

이형석과 
김기석
(2006)

해운
선사

종업원수, 고정자산,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범석 
(2012)

물류
기업

매출원가, 임금, 자본, 
자산 매출과 순이익

황경연 등 
(2012)

외항
해운
기업

종업원수, 자산, 자본, 
선복량,척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김창범 
(2015)

국내 
운송업 

 종사자수, 
유형고정자산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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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 위한 모형으로 DEA모형에서 CCR-I모형과 
BCC-I 모형을 적용한다. 

1. CCR-I 모형 

   min  
제약식    ≥ 

  ≤ 
 ≥ 

  : DUM0의 투입물 승수 
    : DUM0의 투입물과 산출물 벡터 

    :전체 DUM들의 투입물과 산출물 행렬
 : 가중치 벡터

위에 제시된 모형에서 CCR 효율성 수치결과의 값이 
1이면 DUM0가 효율적이라고 평가하고, 1보다 더 작은 
값을 나타내면 DUM0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하여 해석
한다.

2. BBC-I 모형 

  min  
제약식     ≥ 

  ≤ 
  
 ≥ 

위 모형에서 투입물 승수 는 1 이하의 값을 가지며 
이를 DUM0의 BCC 효율성이라고 한다. 

각 DMU에 대한 참조집합 의 크기를 1로 제한하는 
볼록성(Convexity)조건에 의해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
서   이라는 제약조건을 추가함으로서 규모수익성
의 증가(IRS)⋅일정(CRS)⋅감소(DRS)를 확인 할 수 
있다. 

3. 규모의 효율성 

 DMU의 CCR효율성과 BBC 효율성을 각각 


  

 라고 할 때, 규모 효율성은 아래와 같다. 








Ⅳ. 외항운송업의 운영효율성 분석

1. 변수의 선정

DEA를 통한 효율성 분석의 목적은 각 기업들의 효율
성 분석을 통해 비효율성 정도를 파악하여 투입과 산출
변수가 효율적인 DMU가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더불어 DEA 분석에서는 투입 및 산출변수에 
따라 각 기업의 효율성 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업
의 특성과 성과를 고려하여 투입과 산출변수를 선택해
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선 외항운송업의 DEA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여 이들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투
입과 산출변수들을 선택하여 외항운송업에 대한 경영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10-12]. 

먼저, 투입변수로는 자산과 인건비를 사용하였으며 
특히, 인건비를 선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투입변수는 
비용을 의미하며 외항운송업의 고정비 중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이다. 인건비는 매
출액의 약 2%를 차지 할 정도로 크다. 

또한 산출항목은 편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기업의 대표적인 편익 항목인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그
리고 영업이익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본 연구에서 선택한 투입 및 
산출변수는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투입/산출변수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외항운송업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

투입변수 산출변수 

자산 매출액
당기순이익

인건비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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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기 위해 재무데이터는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통
해 수집하였으며[13], 외항운송업 영업이익 기준 10위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한
다.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인 자산, 인건비, 매출, 당기순
이익, 영업이익의 단위는 백만원이다. 아래의 [표 2]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기술통계량이다  

표 3. 투입/산출변수의 기술통계량

자산 인건비 매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MAX 2,699,026 22,867 1,732,173 16,375 69,664
MIN 3002 350 9,498 52 235

MEAN 329,972 4,321 221,553 3,710 10,258
STD 790,795 6,504 505,493 4,910 19,999

Ⅴ. 분석결과

1. 효율성 분석결과 

본 연구는 DEA모형들 중에서 CCR-I모형과 BCC-I
모형을 사용하여 외항운송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는 DEA-SOLVER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2018년도 기준 외항운송업 영업이익 10위 
이상의 기업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효율성 프론티어 도달 가능한 수치와 규
모수익성, 참조빈도를 확인하여 나타내었다. BCC효율
성 분석결과 ㈜유코카캐리어스, ㈜엔와이케이벌크쉽코
리아, ㈜우양상선, ㈜동진상선, ㈜티피아이메가라인, ㈜
세강해운으로 총 6개 DMU의 외항운송업이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CCR효율성의 순위로는 ㈜유코카캐리어스, ㈜엔와이
케이벌크쉽코리아, ㈜우양상선, ㈜티피아이메가라인, 
㈜세강해운으로 총 5개 외항운송업의 DMU를 나타내
었다. 규모수익성(RTS)은 IRS가 3개기업, CRS가 5개 
기업, DRS가 2개 기업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외항운송업의 효율성과 RTS

표 5. RTS의 수 

2. 참조집합 빈도

효율적인 기업의 운영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참조해
야 하는 기업을 참조집합을 통해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빈도수를 확인하였다. ㈜세강해운이 4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코카캐리어스가 3회로 2순위로 
확인할 수 있었다. 

CCR모형의 참조집합 빈도수는 [표 6]과 같이 ㈜우양
상선이 5회로 가장높게 나타았으며, 그 다음으로 ㈜엔
와이케이벌크쉽코리아, ㈜세강해운이 각각4회의 결과
를 나타내었다.

표 6. BCC모형의 참조집합의 빈도 수

 

BCC모형의 참조집합 빈도수 
㈜유코카캐리어스 3

㈜엔와이케이벌크쉽코리아 1

㈜우양상선 2

㈜동진상선 1

㈜티피아이메가라인 2

㈜세강해운 4

No. DMU
효율성

RTSBCC BCC
순위 CCR CCR

순위
규모

효율성
1 ㈜유코카캐리어스 1 1 1 1 1 CRS

2 ㈜팬스타라인닷컴 0.50 10 0.32 10 0.64 DRS

3 ㈜대호상선 0.86 7 0.85 6 0.99 IRS

4 ㈜엔와이케이벌크쉽
코리아 1 1 1 1 1 CRS

5 ㈜우양상선 1 1 1 1 1 CRS

6 ㈜동진상선 1 1 0.72 7 0.72 DRS

7 ㈜티피아이메가라인 1 1 1 1 1 CRS

8 ㈜페트로플러스로지
스틱스 0.75 8 0.59 8 0.79 IRS

9 ㈜석도국제훼리 0.59 9 0.59 9 1 IRS

10 ㈜세강해운 1 1 1 1 1 CRS

RTS Efficient Projected Total
IRS 0 3 3
CRS 5 0 5
DRS 1 1 2
Total 6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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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CCR모형의 참조집합의 빈도 수 

2. 효율성을 위한 투사값

다음의 [표 7]은 외항운송업의 CCR-I에서 나타난 비
효율적인 기업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재무데이터
의 투사값을 나타내었다. ㈜팬스타라인닷컴은 효율성의 
수치가 0.50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효율적인 프론티어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48.88% 감소시키고 인건
비를 59.46% 감소시키고, 당기순이익을 76.45%, 영업
이익을 48.50% 증가시켜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효율성을 위한 투사 CCR-I

표 9. DMU의 평균결과 

Ⅴ. 결론 

우리나라 외항정기선사는 덴마크의 머스크, 
CMA-CGM과 같은 선사들의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으
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갖추는 동안에도 스스로의 경쟁
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정도가 부족하였다.  외항운
송업의 운항과 관련된 기업이 받아들여야 하는 리스크
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을 공생하는 관계로 유지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는 것
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외항운송업의 운영효율성을 분석하
여 각 기업들의 상대적인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며 이를 통해 외항운송 기업들의 내부적인 경쟁력
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재무적인 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외항운송업의 재무데이터를 기반
으로 경영효율성 분석을 2018년도 영업이익 기준 10
위 이하의 기업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된  투
입변수로는 자산, 인건비이며, 산출변수로는 매출액, 당
기순이익, 영업이익이다.

본 연구는 BCC-I모형과 CCR-I 모형을 적용하여 
DEA를 통하여 다중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수치를 확
인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 외항운송업 
영업이익10위 이하의 기업 중 BCC 효율성이 1인 기업
은 총 6개, CCR효율성이 1인 기업은 총 5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BCC, CCR 효율성이 모두 1로 나타난 외항
운송업은 총 5개의 기업으로 ㈜유코카캐리어스, ㈜엔와
이케이벌크쉽코리아, ㈜우양상선, ㈜티피아이메가라인, 
㈜세강해운으로 나타났다.

외항운송업의 규모수익성은 IRS가 3개 기업 CRS가 
5개, DRS가 2개 기업으로 분석되었다. 참조집합의 빈
도가 높은 기업으로는 BCC모형에서는 ㈜세강해운 4
회, CCR에서는 ㈜우양상선 5회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항운송업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영업이익의 
순위로 선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기에 추후 연구에서
는 외항운송업의 다중 변수의 기준점을 다양하게 비교
하여 분석한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
다. 또한 재무적인 변수로만 경영효율성을 분석하였다

CCR모형의 참조집합 빈도수 
㈜유코카캐리어스 1

㈜엔와이케이벌크쉽코리아 4
㈜우양상선 5
㈜세강해운 4

DMU 효율성값 투사 차이 개선비율
㈜팬스타라인닷컴 0.50      

자산 66,591 33,375 -332,154 -49.88%
인건비 4,291 1,739 -2,551 -59.46%
매출액 40,538 40,538 0 0.00%

당기순이익 454 801 347 76.45%
영업이익 719 1,067 348 48.50%

㈜대호상선 0.86     
자산 37,912 32,761 -5,150 -13.58%

인건비 886 765 -120 -13.58%
매출액 32,053 32,053 0 0.00%

당기순이익 181 367 186 102.77%
영업이익 1,765 1,765 0 0.00%

㈜페트로플러스로지
스틱스 0.75       

자산 21,926 10,924 -11,001 -50.18%
인건비 582 435 -146 -25.23%
매출액 13,107 13,107 0 0.00%

당기순이익 336 597 261 77.82%
영업이익 900 900 0 0.00%

㈜석도국제훼리 0.59     
자산 83,800 49,256 -34,543 -41.22%

인건비 1,937 1,138 -798 -41.22%
매출액 43,838 43,838 0 0.00%

당기순이익 1,976 1,976 0 0.00%
영업이익 2,839 3,855 1,016 35.79%

효율성의 평균 값 0.87

효율적인 DMUs 6

비효율적인 DMU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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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비재무적인 변수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비상장 외항운송업의 운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외항운송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지 않은 한계
점이 있기에 외항여객운송업과 외항화물운송사업군으
로 분리하여 비교ㆍ분석하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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