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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지도자들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기록관리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및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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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운동부 지도자들이 운동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는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구현한 것이다. 운동선수들이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여
야 하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기구, 시설, 장비, 상황 등에 맞추어 훈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훈련 시 달성한 기록을 
체크하여 운동선수에게 기록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소년 농구클럽을 대상
으로 사전 조사를 통하여 실제 농구경기에서 쓰이는 기록관리 시스템으로 운동을 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경
기 기록 활용이 동기 부여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스마트폰 기반 기록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개발
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이용한 후 지도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훈련 효율성을 측정한 결과 실력향상을 위한 동기부
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체육교육, 기록관리, 안드로이드, ICT 활용.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design and implement smart phone-based application which can 
keep records effectively to improve athletes’ ability. To boost their performance, they need to receive training as 
realistic as possible. As a way to do that, training should be performed with some fitness equipments, sporting 
apparatus, facilities, and conditions.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o improve their ability by motivating athletes 
with checking and recording their performance. This study ascertains that using scoring records actually 
motivates athletes when comparing the result of youth basketball team using the records keeping system with 
that of not using it. Accordingly, smart phone-based records keeping application has been designed and 
developed. Also, through a survey targeting athletic coaches who have used the system, training efficiency has 
been measured and it turns out that it actually motivates athletes to improve their abilities.

Key Words : Smartphone, Applications, Physical Education, Records Management, Android, ICT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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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학교 체육은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여 국

내 회  올림픽 등 국제 회에서 좋은 성 을 거두며 

외 으로는 장족의 발 을 이루었으나[5], 내 으로는 훈

련 시간의 과도한 집 으로 인하여 학생 선수들이 학업이

나 여가 등에서 소외당하고 운동 이외에 학생 선수들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여 진로 선택에 실패한 운동선수

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최근 학교 체육 주말리그제 등으로 

인하여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각종 

회에서 좋은 성과 달성에 한 압박을 받는 운동부 지도

자들에게는 어든 훈련 시간 때문에 시간 비 고효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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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는 훈련에 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효율 인 훈련 시간을 해서는 운동선수들이 체력 

훈련과 기술 훈련을 통해 향상된 기량을 발휘하게 하여

야 하며 경기 상황과 유사한 요소들을 직․간 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실제 경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선 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2].

이에 해 장덕선(1995)은 훈련과 실 을 유사한 환경

의 경험이 많은 선수들에 비해서 그 지 못한 선수들이 

실 에서 심리 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상 를 제압

할 수 있는 경기를 펼치지 못한다고 한다[7].

한 운동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

로 첫째, 선수들이 운동경기에 사용하는 기구나 시설을 

개발하는 간 인 방법이 있고, 둘째, 생체역학  이론

을 용한 운동방정식의 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 선수 개개인의 경기 동작을 

분석 평가 그리고 보완의 과정을 걸쳐 완벽한 기술을 습

득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1].

이러한 방법들 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운동 기구나 

시설 는 시뮬 이션 외에 선수들이 자기 기록을 체크

하고 이 기록을 통해 동기를 자극하여 열심히 훈련하게 

함으로써 기량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실제로 로스포츠에는 각종 기록 리 통계시스템들

이 있어서 선수들의 기여도 등을 측정하여 연 상 시 

고과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선수들도 본인이나 상

방의 기량을 측정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경기장이나 체육 에 여러 

의 컴퓨터 시스템과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제조건이 따르고, 이를 유지보수 하는 부서를 별도로 

운용하는 로 스포츠 구단에 비하여, 일선 학교나 스포

츠 클럽 등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는 

역량이 로 스포츠 구단에 비해 매우 미약한 상태이다.

이에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

술은 이러한 장 운동부 지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도구이다. 스마트폰의 특징은 작은 크기로 인해 

쉽게 소지할 수 있는 간편성, 운반이 용이한 이동성, 인터

넷 기반으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근할 수 있는 즉시

성,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7][9].

최근 체육․보건 분야에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건강 

리나 운동 능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연

구가 꾸 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해 이주연 등(2011)은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활용하여 건강지향, 편리성, 성, 사교지향 순으로 심리

․신체  만족과 상 계가 있음을 연구하 다[4].

이 호 등(2010)은 당뇨병환자를 한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 식단 리 어 리 이션을 통하여 사용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여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어 리 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 다[3].

표미연 등(2012)은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활용하

여 심폐소생술 시뮬 이션 학습을 할 때 학습에 한 흥

미도가 높다는 것을 연구하 다[8].

이와같은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생활 반에서의 

건강 리와 운동 리 등의 연구에 치우쳐있고, 학교 운

동부나 유소년 클럽 등을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구를 한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설계  개발하 으며, 본 연구의 필요성을 

해 기존 시스템을 통하여 설계  개발의 필요성을 검증

하 다. 본 연구는 라북도 한 소 도시의 유소년 농구 

클럽을 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  가운데 한명

은 2003년부터 재까지 약 10년 동안 남자 로농구 경

기 기록 리를 하고 있다.

2. 기록관리 시스템

2.1 KBL에서 쓰이는 기록관리 시스템

본 연구는 운동부를 한 기록 리 시스템을 스마트

폰 어 리 이션으로 설계  구 하는 연구이므로 이 

장에서는 실제로 장에서 쓰이고 있는 기록 리 시스템

을 탐구한 것이다.

재 KBL(한국남자 로농구)에서 쓰이는 기록 리 

시스템은 1997년 로농구 출범과 동시에 사용되기 시작

하 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해서는 경기장 내에 네

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환경 안

에는 3 의 PC가 필요하다. 경기 시간은 시계의 

시간 데이터를 RS-232C 시리얼 통신으로 송받으며, 

MS-SQL로 데이터가 리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한 PC 3 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PC는 통합PC라고 불리며 숫자로 표 되는 

데이터를 기록한다. [그림 1]은 기록 정 이 불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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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경기 데이터의 소유권은 KBL에 있으므로 [그림 1]부터 [그림 5]까지의 그림은 공식 경기가 아닌 모의 경기를 캡쳐한 장면
이다[10].

말을 듣고 기록원이 데이터를 입력한 결과의 화면이다. 

[그림 1] 통합PC에서 데이터를 입력한 결과 화면

두 번째 PC는 코트밸런스PC라고 불리며 선수들과 농

구공이 이동한 치를 표 한다. [그림 2]는 기록원이 경

기를 보면서 이벤트가 발생된 지 을 체크하여 기록한 

화면이다.

[그림 2] 코트밸런스PC에서 데이터를 입력한 화면

셋번째 PC는 운 PC로, 통합PC와 코트밸런스PC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KBL 본사에 장의 데이터를 

송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은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체

크되는 시간과 DB에 쌓인 기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 하는 화면이고, [그림 4]는 DB에 쌓인 기록 데이

터에 해 통계를 내는 화면이며, [그림 5]는 기록 로그가 

쌓이는 화면이다.

[그림 3] 운영PC에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한 화면

[그림 4] 운영PC에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한 화면

[그림 5] 운영PC에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한 화면

본 시스템은 한국 로농구 뿐 아니라 한  올스타 친

선경기 등의 국제 경기에도 쓰일 정도로 외국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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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험

공식 으로는  시스템을 로농구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통상 으로 로농구 개막 에 각 경

기장의 시설 검 시 테스트 용도로 유소년 클럽이나 

학 동아리  등을 청하여 경기를 하게 한 다음 이 시

스템의 정상 인 동작 여부를 테스트를 하는 시기가 있

다. 이때 청된 들을 상으로 경기기록 분석과 설문

을 하 다. 

2.2.1 기록비교(득점)

로농구 게임을 시작 하기  청된 두 을 상으

로 경기를 A방식과 B방식으로 각각의 경기를 하 다. A

방식의 경기는 기록 리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체육

에서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으로 넘기는 방식의 

수 으로 수를 알려주었으며 각자의 기록은 기록지

로 출력하여 알려주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다.

B방식의 경기는 기록 리 시스템을 이용한 경기이며 

손으로 넘기는 방식의 수 으로 각 의 수를 아는 

것은 A방식의 경기와 동일하나, 반 경기 종료 후 휴식

시간과 경기를 마치고 각자의 경기 기록을 기록지를 출

력하여 알려주었다. 

A 방식 : 기록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경기

경기 승 패

첫 번째 경기 33 25

두 번째 경기 35 28

2경기 평균 34.0 26.5

<표 1> A 방식이용 경기 기록 

B 방식 : 기록 시스템을 이용한 경기

경기 승 패

첫 번째 경기 32 30

두 번째 경기 34 31

2경기 평균 33.0 30.5

<표 2> B 방식이용 경기 기록

A방식과 B 방식의 기록

승 패 수차

A방식 경기 평균 34.0 26.5 7.5

B방식 경기 평균 33.0 30.5 2.5

B-A -1.0 4.0 5.0

<표 3> A, B 방식의 비교 

<표 1>과 <표 2>는 각 을 기 으로 한 것이 아닌 

승리한 과 패배한 으로 분류한 것이며, <표 3>은 기

록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경기와 기록 시스템을 이용

한 경기와의 수 차를 비교한 것이다. 승리한 과 패배

한 으로 분류한 이유는 양 이 각 방식의 경기마다 1

승 1패씩을 주고받았는데 농구 경기는 승  시와 패  시

의 경기 운  방식이 다르므로 은 경기를 실시하면서 

통계를 내려면 각 의 평균 기록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승리한 과 패배한 으로 분류하는 것이 훨씬 유의미

한 결과를 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각 의 데이

터로 분류를 하려면 두  간의 우열이 가려질 때까지 수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므로 불

가피하게 승  과 패  으로 분류하 다. 기록 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기와 그 지 않은 경기의 승 의 

득  차이는 크지는 않다. 로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클

럽선수들이므로 기량의 한계가 있어서 같이 주어진 시

간 내에 엄청난 득 의 증가와 감소를 기 할 수 없다. 

오히려 승 은 기록 리 시스템으로 용하 을 시 득

이 약간 어들었지만 승 과 패 간의 수차는 

A방식 때보다 B방식 때가 3배나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상 으로 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보다 수 

차이가 게 나는 이 벌어지는 경기가 재미있고 수

 높은 경기라고 해설자들이 말하고 있으므로 자 

입장에서는 더욱 흥미있는 경기가 된다.

승 의 수가 약간 어들고, 패 의 수가 다

소 많이 증가하 다는 것은 패 은 승 에 한 수

비가 -1.0 수 만큼 더욱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공격도 4.0 수 만큼 더욱 잘 이루어졌다고 간주하 을 

때 기록 리 시스템을 이용한 B방식의 경기를 치르면 

 양상을 보이는 재미있고 수  높은 경기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 지도자의 경우에는 기록을 근거로 

개별 선수들에 해 격려와 지도를 할 수 있었으며,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마다 반  휴식 시간에 자신의 기록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아 분발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어 리 이션은 

결국 경기에서 발생한 득 , 리바운드, 어시스트 등을 기

록하 다가 선수들에게 보여주고 동기부여를 통하여 본

인의 기량 향상에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

서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선수들의 역량 계발에 유

용하다는 것을 간 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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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만족도 조사

먼  청되어 경기를 한 두 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소년 농구 클럽 지도자들과 학 내 농구 동아리 주장

들이 모인 모임에 참석한 15명에게 기록 리 시스템을 

활용할 여부와 필요성에 하여 설문하 다.

설문결과 응답자 모두 기록 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싶다고 답하 으며(15명, 100%), 이 시스템이 필요한 이

유는 각 선수의 재 기량을 악함으로써 지도에 도움

을 받기 원하고(6명, 40%), 기량의 발 여부를 악하기 

원하며(5명, 33.3%), 선수들의 동기부여  선의의 경쟁 

부여(4명, 26.7%)로 각각 응답하 다<표 4>.

항목 아니오

기록 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싶은가? 15 0

자신에게 왜 필요한가?

각 선수마다 재 기량을 악하기 쉽다 6 (40.0%)

기량의 발  여부를 악하기 쉽다. 5 (33.3%)

선수들의 동기부여  선의의 경쟁을 부추기

고 싶다.
4 (26.7%)

합     계 15 (100.0%)

<표 4> 시스템의 필요성  (단위: 명)

이러한 기록 리 시스템을 이용/구축하기 힘든 이유

에 한 설문에서는 시스템이 복잡하고 어려워서가(6명, 

40%), 많은 비용(5명, 33.3%), 데이터를 축 / 리하는 

것이 힘들어(3명, 20%), 모르겠다(1명, 6.7%)로 각각 응

답하 다<표 5>.

항목 응답

컴퓨터를 잘 못해서 시스템이 복잡하고 어려

워서
6 (40.0%)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들어서 5 (33.3%)

데이터를 축 / 리하는게 힘들어서 3 (20.0%)

모르겠다. 1 (6.7%)

합     계 15 (100.0%)

<표 5> 시스템을 이용/구축하기 힘든 이유는? (단위: 명)

개별 인 제안으로는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의 필요

성을 응답한 감독  코치가 많았다. 그 이유는 실제로 

유소년 스포츠 클럽이나 일선 학교 운동부 체육 에 

자식 과 네트워크 시스템, 여러 의 컴퓨터 시스

템 등을 구축하고 기록 정원과 운  리자를 따로 고

용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므로 렴하고 이동이 작

동이 쉬운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한 간단한 기록

리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구현

3.1 어플리케이션 설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 리 이션의 메뉴 구성은 메

인 메뉴, 홈  선수 등록, 방문 선수 등록, 경기 기록 입

력, 경기 기록 조회 등 5개의 메뉴로 되어 있다. 메인 메

뉴에서는 방문 선수 등록, 홈  선수 등록, 경기 기록 입

력, 경기 기록 조회의  페이지에 다 연결할 수 있으며 

메인메뉴의 ‘경기를 시작합니다!!!’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정식 경기 등록 로세스를 진행하게 된다.

정식 경기 등록 로세스는 메인 화면, 방문 선수 등

록, 홈  선수 등록, 경기 기록 입력, 경기 기록 조회 순으

로 자료 입력을 진행하게 된다.

경기 기록 조회에서는 조회 시 다시 경기 기록 입력 

메뉴로 연결되어 해당 경기의 데이터를 조회하게 되거나, 

메인 메뉴로 연결할 수 있다.

[그림 6] 어플리케이션 메뉴 흐름도

어 리 이션을 개발할 때 주의할 은 안드로이드 기

반 스마트폰에서는 바로  페이지로 연결되는 버튼이 지

원되기 때문에 방문  선수 등록을 다시 수정하고 싶다면 

해당 버튼을 르면 수정할 수 있다. 단 Apple 사의 IOS 

기반으로 앱을 개발하게 된다면 IOS 기반의 스마트폰이

나 태블릿 PC에는 종  페이지로 연결되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종  페이지로 돌아가는 메뉴를 따로 추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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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

나 태블릿 PC를 기 으로 하 기 때문에 이후에 IOS 기

반한 연구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놓도록 한다.

3.2 어플리케이션 구현

3.2.1 메인 화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어 리 이션의 메인 메뉴는 어

리 이션의 각 하부 메뉴인 홈  선수 등록, 방문 선수 

등록, 경기 기록 입력, 경기 기록 조회 등에 모두 연결되

는 버튼이 배치되어 있다.. ‘ 한 경기를 시작합니다!!!’라

는 버튼을 클릭할 시에는 방문 선수 등록-홈  선수 등

록-경기 기록 입력-경기 기록 조회 순으로 정식 경기 등

록 로세스를 진행하게 된다. 메인 메뉴 화면은 [그림 7]

과 같다.

[그림 7] 메인 메뉴 

3.2.2 선수 등록 입력 항목

선수 등록 입력 항목은 ‘방문  선수 등록’과 ‘홈  선

수 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텍스트 박스에 선수 이름을 입력하고 선수 등록을 르

면 차례 로 입력된다. 농구는 최소 5명부터 게임이 가능

하지만 후보 선수는 7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선수 

등록’을 르면 추가로 선수를 등록할 수 있게 하 다.

방문 의 선수등록을 모두 마치면 홈  선수를 등록

할 수 있는 메뉴로 연결할 수 있다. 홈  선수 등록 메뉴

도 방문  선수 등록 메뉴와 유사하지만 다른 이 있다

면 홈  선수 등록을 마치면 양 의 선수 등록을 다 마치

기 때문에 곧바로 경기기록 입력 메뉴로 연결된다.

‘방문  선수 등록’ 입력 항목과 ‘홈  선수 등록’ 입력 

항목은 [그림 8][그림 9]와 같다.

[그림 8] 방문 팀 선수 등록 입력 항목

[그림 9] 홈 팀 선수 등록 입력 항목 

3.2.3 경기 기록 입력 항목

‘경기 기록 입력’ 항목은 경기 기록을 입력하여 장하

는 버튼과 기록 조회 메뉴로 연결되는 버튼, 양 의 

수 상황이 기록되는 메뉴와 각 선수들이 득 , 리바운드, 

어시스트 등의 기록을 남기면 터치하여 증가시키는 버튼, 

선수교체를 선택하는 버튼 등이 있다.

경기 기록 입력 항목이 개발된 화면은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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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경기 기록 입력 항목

3.2.4 경기 기록 조회 항목

경기 기록 조회 항목은 데이터를 조회하는 화면과 메

인 메뉴로 연결되는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기 번호를 입력하여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경기 기

록 입력 메뉴로 돌아가지만 그 화면에는 해당 기록들이 

 있다. 'HOME' 버튼을 클릭하면 메인 메뉴로 연결

된다[그림 11].

[그림 11] 경기 기록 조회 화면

3.2.5 어플리케이션 활용

유소년 클럽의 지도자  학 내 농구 동아리 주장 

15명에게 어 리 이션을 배포하고 사용하게 하 다.

화면 크기가 작은 4인치 이하의 스마트폰을 보유한(6

명) 지도자  주장들 에서는 터치하여 입력하는데 만

족(2명, 33.3%)보다는 불편(4명, 66.7%)을 호소하는 사람

이 많았다. 5인치 이상의 화면과 자감암식 펜을 가진 스

마트폰을 보유한(6명) 지도자  주장들 에서는 만족(5

명, 83.3%)한 지도자가 불편(1명, 16.7%)을 호소한 지도자

보다 많았다.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PC를 보유(3명)한 

지도자  주장들은 모두 만족(3명, 100.0%)하 다.

스마트폰 사양 보유 만족 불편

4인치 이하 스마트폰
6

(40.0%)

2 

(33.3%)

4

(66.7%)

5인치 이상이면서 자감

암식펜을 가진 스마트폰

6

(40.0%)

5

(83.3%)

1

(16.7%)

10인치 태블릿 PC
3

(20.0%)

3

(100.0%)

0

(0.0%)

합     계
15

(100%)

10

(66.7%)

5

(33.3%)

<표 6> 스마트폰 보유 형태에 따른 만족도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운동부 지도자들을 한 스마트폰 기반 기

록 리 어 리 이션을 설계  구 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와 유사한 선행 연구가 거의 없기 재 

로 농구 게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록 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록 리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 으며, 이

러한 가설을 토 로 스마트폰 기반의 어 리 이션 개발

의 타당성을 간 으로 입증하 다.

둘째, 농구를 가르치는 스포츠 클럽이나 학 내 동아

리 같은 소규모 집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리 이션

을 개발하 다.

셋째, 4인치 이하의 스마트폰에서는 인간의 신체 , 

물리 으로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한 제약이 있지만 5인

치 이상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냈다. 

본 연구의 발 을 하여 향후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구에는 득 , 리바운드, 어시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블록, 스틸, 울, 출 시간, 3  슛, 자유투 등 주

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이에 알맞은 메뉴를 개발할 수 있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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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화면의 크기에 따른 인간의 신체 , 물리  제약

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세한 기록이 가능한 어 리 이

션은 태블릿 PC 기반으로 개발하고, 간단한 기록을 리

할 수 있는 버 으로는 스마트폰 기반으로 개발하여 어

리 이션의 보 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이용 

가능한 메뉴를 개발하여 학교 스포츠 발 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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