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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운동이 신체 , 정신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일반 인 상식이 되었

다. 그리고 규칙 인 운동은 체지방 감소와 지질을 감소시켜 비만을 조 하며, 궁극 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수 운동치료 리를 한 지표들을 도

출하 으며, Fuzzy ANP(Analytic Network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지표들간의 상 계를 모델링하

여 가 치를 측정하 다.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공간 제약 없이 개인별 맞춤 운동처방을 실시간으로 알려

주도록 설계 하 다. 그리고 휴 폰, 스마트폰, 노트북 등 모바일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환자별 맞춤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리시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 중심어 :∣ANP(Analytic Network Process)∣처방∣네트워크∣ 

, 

Abstract

It has become general common sense through numerous researches that exercise provides 

positive impacts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it has been reported that regular exercise 

adjusts obesity by reducing body fat and lipid levels found in the blood and ultimately, it 

improves human quality of life. In this study, indices for managing swimming exercise therapy 

were induced through prior researches and weighted value was measured by modelling 

correlations between indices by using fuzzy ANP (Analytic Network Process) technique. With 

the determined results, users can be provided with real-time individualized exercise prescription 

without space constraint. And patient management system was intended to be realized so that 

tailor-made management per patient can be established on real-time through mobile equipments 

such as portable phone, smart phone, notebook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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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운동이 신체 , 정신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일반 인 상식이 되었

다. 그리고 규칙 인 운동은 체지방 감소와 지질을 

감소시켜 비만을 조 하며, 궁극 으로 인간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2]. 하지만 정확하지 않

은 동작이나 무리한 운동은 환자에게 유익한 치료 효과

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심

지어 탈구, 골 , 근육손상, 심 계 손상 등의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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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근골격계 질환 
경험자

심 계 질환 
경험자

기타* 계

서울시 소재 C 스포츠센터 19 7 11 37

수원시 소재 T 스포츠센터 16 6 8 30

인천시 소재 J 스포츠센터 17 8 4 29

계 52 21 23 96

표 1. 질문응답자별 질환 유무

이나 부작용을 래할 수 있다[12]. 따라서 운동처방은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의 권장지침으로 체계

이고 과학 인 지식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한 운동수행 시 신체 인 안 이 유지되

고 상해 발생을 최소화시킴은 물론 운동의 효과를 극

화 시킬 수 있는 로그램의 용이 필요하다. 

운동처방의 분야는 크게 두 분야로 나 어 볼 수 있

는데 첫째, 일반인들의 지속 인 건강 리를 통한 질병

의 방  재활분야이며 둘째, 병의원의 환자 리와 

치료분야로 나  수 있다[13]. 특히, 후자의 경우 인간

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노인 인구의 증가 상으로 인하

여 더욱 요시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8]. 

연령증가에 따른 일반  증상은 근육량 감소

(sarcopenia), 신체  기능 하, 사성  퇴행성 질환

의 발생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15]. 한 여러 건강

상의 문제와 신체활동의 불편함, 근・골격계 질환이 야
기되며 이와 같은 질환의 발병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

재 스포츠의 과학화에 따라 운동처방 분야에서 

IT(Information Technology)와 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체력진단  운동처방을 한 컴퓨터 

로그램 개발에 한 연구를 시작으로 의학  진단과 

체격  체력의 측정・평가를 실시하고 운동처방사의 
문성에 입각하여 처방서를 작성, 리 할 수 있는 운

동처방을 한 소 트웨어 개발에 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4][11]. 한, 근골격 질환자를 한 문 운동처방 

소 트웨어로써 근골격질환 방과 재활을 한 운동

처방 시스템 개발등이 이루어 졌다[7]. 그러나 기존 연

구에서는 맞춤형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한 실시간 환

경에 부 합한 단 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질환자의 심리  컨디션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 을 통해 느끼

는 상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를 지표화하여 다기  

의 결정기법  하나인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해 우선순 를 도출하 다. 이러한 

가 치를 바탕으로 IT 기술  하나인 분산환경 시스템

을 기반으로 질환자에게 최 화된 운동요법을 제공하

는 시스템을 모델링하 다[1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수 운동치료 리

를 한 지표들을 도출하 으며, Fuzzy ANP(Analytic 

Network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지표들간의 상

계를 모델링하여 가 치를 측정하 다. 그리고 휴 폰, 

스마트폰, 노트북 등 모바일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환자별 맞춤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자 리시

스템을 구 하고자 한다. 따라서 운동치료자와 질환자 

모두 실시간으로 자료공유가 가능하며 보다 체계 이

고 신속한 환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상은 수도권 지역의 스포츠센터 수

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성인 남녀   근・골격계질환 
 심 계 질환 경험자를 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

여 조사하 으며, 질문지 상자들에 한 세부 특성은 

[표 1][표 2]와 같다.

2.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한 조사도구로는 질문지를 이용하 으

며, 수 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측정을 

한 질문지는 Derogatis가 Hopkins Symptom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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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근골격계 질환 경험자 심 계 질환 경험자 계

20대 2 0 2

30대 4 2 6

40대 19 6 25

50대 23 11 34

60대 이상 4 2 6

계 52 21 73

표 2. 연령별 유효 질문 응답자

항목 지표 설명

환경적 
요인

시설 및 장소의 청결성(A1) 운동 시설 및 장소는 깨끗하고 신선하다.

시설 및 장소의 인테리어(A2) 운동 시설 및 장소는 잘 꾸며져 있다.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A3) 운동 시설 및 장비는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정신건강 요인

불안감 증상(B1) 긴장, 초조, 신경과민 등의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 증상

우울증 증상(B2) 동기의 결여, 활력상실, 절망감 등 감정의 저조

신체화 증상(B3) 신체적 기능 이상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호소하는 증상

신체적 
요인

체력 증진(C1)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신체적 활력 회복(C2) 신체적으로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

스트레스 해소(C3)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신체적 능력에 대한 시험(C4) 내가 하고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신체적 능력을 시험 해 볼 수 있다.

심리적 
요인

정서적 안정(D1) 수영프로그램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한다.

흥미(D2) 수영프로그램은 매우 흥미가 있다

심리적 자신감(D3) 수영프로그램은 나에게 자신감을 준다.

사회적 
요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E1) 수영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을 이해 할 수 있게 해준다.

동료들과의 관계(E2) 수영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

치료사와의 관계(E3) 수영프로그램을 지도하는 치료사와의 관계

표 3. 수영운동치료 관리를 위한 지표

List(HSCL)를 발 시켜 만든 Symptom Check 

List(SCL-90)를 우리 실정에 맞게 재표 화 한 간이정

신진단검사지(SCL-90-R) 단축형(BSI)을 본 연구에 맞

도록 재표 화하여 사용하 다[6][17]. 그리고 수 을 

통한 심리 , 신체 , 환경 , 사회  만족감을 측정하

기 한 도구로써 Ragheb와 Beard가 개발하고 동기  

만족도 연구에서 번안하여 사용된 질문지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질문지를 사용

하 다[3]. 

2.3 지표 수립
본 연구에서는 수 이 질환자들에게 미치는 향에 

해 선행 연구자료를 분석하 으며, 이러한 자료를 기

로 수 을 치료 방법으로 활용하는 환자들을 상으

로 운동치료 리시스템 설계를 해 아래 [표 3]과 같

이 지표를 재정리 하 다. 

수 운동 치료 리를 한 지표 다섯 가지 항목  

첫째, 환경  요인은 수 을 할 때 수 장의 시설이나 

장비 등의 요도를 의미한다. ‘수 장은 깨끗해야 한

다’, ‘수 장  부  장비는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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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평가지표 간 연관성 분석을 위한 행렬

<참고 1> Unweighted Super Matrix

같이 환경 인 요인이 수 에 미치는 요도를 의미한

다. 둘째, 정신건강 요인은 수 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도이며, ‘수 을 통해 몸의 이상을 알 수 있다’, ‘수

은 우울증 해소에 향을 미친다’, ‘수 은 불안감 해

소에 향을 미친다’와 같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향과 

그 요도를 의미한다. 셋째, 신체  요인은 수 을 하

면서 느끼게 되는 신체  상태와 그 요도를 의미한

다. ‘수 을 통해 나의 체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수

을 하면 스트 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수 을 하면 체

력이 좋아진다’와 같이 신체  변화에 한 요도이

다. 넷째, 심리  요인은 수 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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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상태와 그 요도를 의미한다. ‘수 을 하면 재

미가 있다’, ‘수 을 하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긴다’, 

‘수 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 진다’와 같은 심리  상태

를 의미한다. 다섯째, 사회  요인은 수 을 통해 느끼

는 다른 사람들과의 계와 그 요도를 의미한다. ‘수

을 할 때 트 이 는 요한 역할을 한다’, ‘수 을 할 

때 동료들과의 계가 요하다’, ‘수 을 하면 다른 사

람을 배려하게 된다’와 같이 수 을 통해 느끼게 되는 

사회  요인의 요도이다. 

III. Fuzzy ANP 기법을 이용한 가중치 분석

3.1  Fuzzy ANP
본 연구에서는 환자 리를 한 수  운동치료 리

시스템 설계를 해 지표를 수립하 고, 이 지표들의 가

치와 우선순 를 측정하기 해 Fuzzy ANP(Analytic 

Network Process) 기법을 이용하 다. 

ANP는 가장 리 쓰이는 다기  의사결정기법  

하나인 AHP의 보다 일반화된 형태로써 역시 Saaty에 

의해 개발되었다[20][21]. AHP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계층구조를 가지는 다수의 수 으로 분해하고 각 수

에 존재하는 각 의사결정 요소들이 상호 독립 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ANP는 이러한 AHP를 의사결

정 요소간 의존(dependence)과 피드백(feedback)을 내

포하는 다른 문제로 확장시킨다. 이와 같은 개념의 확

장은 문제 내에 존재하던 계층 구조를 네트워크 구조로 

체함으로 인해 의사결정 요소(기 )들간의 복잡한 상

호 계성을 포함하게 만든다[20].

본 연구에서는 ANP 기법에 퍼지 이론(Fuzzy 

Theory)을 용하 으며, 설문 상자들의 선택에 모호

성을 최소화시키기 해 시도하 다[25]. 

퍼지이론은 1965년 버클리 학의 Zadeh교수가 제안

한 이론으로 불분명한 수량  정보와 인간의 사고  

단의 부정확성과 애매한 상을 수학 으로 표 하

고자 하 다. 기존의 논리체계는 0 아니면 1인 이치 논

리체계(0, 1)로 구성되는 일반집합이다. 그러나 퍼지집

합은 하나의 상이 하나의 값으로 표 되는 것이 아니

라 여러 개의 무한히 많은 값으로 정의되는 다치 논리

체계 [0, 1]의 개념이다[23].

Fuzzy ANP는 비교 과정에서 인간의 단에 내

재된 불명확하고 애매한 불확실성을 다루기 해 

비교의 결과를 퍼지수로 취 하여 평가기 이나 안

의 상 요도를 도출하기 한 의사결정기법이다. 

Fuzzy ANP 분석과정에서는 각각의 비교 결과를 

퍼지수로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Saaty의 고유벡터법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NP 분석과정

에서 퍼지수를 다루기 해 Chang의 Extent Analysis 

Method on Fuzzy AHP 방법을 응용하 다[16].

비교를 한 퍼지 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퍼

지 비교 행렬 A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면,

       ⋯ 











  ⋯ 
  ⋯ 
⋮ ⋮ ⋮ ⋮
 ⋯ 

 인 모든     이고,  


, 

 


,  


의 계가 성립하고, Chang의 

퍼지 AHP 용 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i번째 요소의 Fuzzy Synthetic Extent 값을 Ei

라 하면, Ei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1)

2단계, 삼각 퍼지수          

에 하여 ≥ 일 확률의 정도(Degree of Possib 

ilit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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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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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는 과 의 교차 의 x좌표 값을 의미

한다.

그림 1. M1과 M2의 교집합

3단계, 삼각 퍼지수 이 다른 개의 퍼지수 

   ⋯   보다 클 확률의 정도(Degree 

of Possibility)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3)

4단계, 특정 요소   ⋯  에 하여, 

′ ≥    ⋯  ≠ 라

고 가정하면, 각 요소들의 가 치 벡터는 다음과 같다.

 ′  ′ ′⋯ ′                   (4)

그리고 이를 정규화하면 다음과 같은 각 요소들의 정

규화된 가 치 벡터 를 구할 수 있다.

   ⋯ 
                      (5)

본 연구에서는 Chang의 알고리즘을 용하여 

비교 과정에서 인간의 단에 내재된 불명확성을 계량

화시킴으로써 상  요도를 비교하 다[16].

3.2 ANP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모델 설계
선행연구를 통해 수립된 16개 지표들에 해 상호 연

성을 측정하 다. 각 평가지표별 연 성 측정을 한 

행렬은 [표 4]와 같다. 표는 정방행렬 형식으로, 행렬의 

열(Column)의 요소가 행(Row)의 요소에 향을 미치

는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행렬의 열의 요소가 행의 요

소에 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최소 1 에서부터 최

 7 까지 평가값을 입력하면 된다. 아무런 값이 입력

되지 않은 경우, 행렬의 열의 요소가 행의 요소에 아무

런 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으로 평가지표 간 연 성 네트워크를 설계하

기 해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DSEG(Defence 

System and Electronics Group, 재는 Raytheon TI 

System 이라고 함)이 제안한 ‘결함률을 이용한 시그마 

계산법’을 사용하 다. 이 방법은 시그마 수 을 측정하

는 기법으로 표본 평 이 측정 구간 값의 50% 이하인 

것을 결함(Defect)으로 취 하여 문항별 혹은 반 인 

만족도에 한 단 당 결함수(DPU)를 계산하고 이것

을 다시 시그마 수 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인들의 연 성 정도를 측정하는데 ‘결

함률을 이용한 시그마 계산법’을 용하 다. 즉, 본 연

구에서는 각 평가지표들의 연 성을 측정한 후, 표본 

평 이 측정 구간의 50% 이하인 평가지표들은 결함으

로 단하여 연 성을 두지 않았다.

그림 2. 수영운동치료 관리를 위한 지표 간 네트워크 모델

[그림 2]는 [표 4]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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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별 상 계를 네트워크 모형으로 설계한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는바와 같이 환경  요인을 제외한 나

머지 4개 항목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게

도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uzzy ANP 기법을 이용한 가 치 도출 과정을 요약

하면 [표 5]와 같다.

표 5. Fuzzy ANP기법을 이용한 가중치 도출 과정

① QFD 기법을 응용하여 각 평가지표 간 연관관계를 고려한 네트워크 
모델의 수립

② 설문자를 대상으로 쌍대비교를 통해 데이터의 수집
③ 쌍대비교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퍼지 이론 적용
④ 5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즉, Cluster Matrix 도출
⑤ 각 평가지표들에 대한 Unweighted Super Matrix 도출
⑥ Unweighted Super Matrix에 Cluster Matrix를 곱하여 
   Weighted Super Matrix를 도출
⑦ Weighted Super Matrix를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도록 멱승 계산
⑧ Weighted Super Matrix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지 여부 판단, 
   ; Weighted Super Matrix를 무한히 곱을 하면 각 열이 일정한 값

으로 수렴함
⑨ Limit Super Matrix 도출
⑩ 각 평가지표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

IV. 자료 분석

4.1 가중치 도출
표 6. 수영운동치료 관리를 위한 지표

항목 지표 가 치 우선순

환경적 
요인

시설 및 장소의 청결성 0.011285 12
시설 및 장소의 인테리어 0.001736 16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0.007812 14

정신건강 
요인

불안감 증상 0.010749 13
우울증 증상 0.031134 8
신체화 증상 0.040392 6

신체적 
요인

체력 증진 0.114614 5
신체적 활력 회복 0.238322 1
스트레스 해소 0.135614 3

신체적 능력에 대한 시험 0.005414 15

심리적 
요인

정서적 안정 0.030115 9
흥미 0.172728 2

심리적 자신감 0.129707 4

사회적 
요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0.019749 10
동료들과의 관계 0.019077 11
치료사와의 관계 0.031551 7

본 연구에서는 수  참가자들의 운동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가 치  우선순 를 분석하 다. 가

치  우선순  분석을 해 퍼지 이론(Fuzzy 

Theory)을 용한 ANP 기법을 이용하 다. 

지표간 가 치 계산을 해 Super Decision Ver. 8.5

를 사용하 으며, 계산 과정에서 도출된 Unweighted 

Super Matrix와 Limit Matrix는 <참고 1>과 <참고 2>

에 정리하 다. 

[표 6]은 ANP 기법을 통해 도출된 16개 지표의 가

치와 우선순  이다.

4.2  평가 지표에 대한 가중치 분석
[그림 4]는 16개 지표에 한 체 우선순 를 분석

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가 치를 얻은 지표는 “신체  

요인” 항목에 포함된 ‘신체  활력 회복’으로 0.2383의 

값을 얻었다. 두 번째는 “심리  요인” 항목에 포함된 

‘흥미’ 지표가 0.1727의 값을 얻었다. 세 번째로 높은 가

치를 얻은 지표는 “신체  요인”에 포함된 ‘스트 스 

해소’로서 0.1356의 값을 얻었다. “신체  요인” 항목 

에서 ‘신체  능력에 한 시험’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이 상 으로 높은 가 치를 얻었다. 반면, “환

경  요인” 항목  ‘시설  장소의 인테리어

(0.001736)’와 ‘시설  장비의 화(0.007812)’ 그리고 

“신체  요인” 항목  ‘신체  능력에 한 시험

(0.005414)’ 지표가 낮은 가 치를 얻었다.

0.0113 
0.0017 

0.0078 
0.0107 

0.0311 0.0404 

0.1146 

0.2383 

0.1356 

0.0054 
0.0301 

0.1727 

0.1297 

0.0197 0.0191 

0.0316 

0.0000 

0.0500 

0.1000 

0.1500 

0.2000 

0.2500 

그림 3. 지표에 대한 가중치 분석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하 을 때, 신체 인 치료와 

심리 인 요인들이 질환자들에게 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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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가 치가 낮게 나온 지표일지라도 수 을 통한 운

동치료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다. 각 지

표들간 상 인 요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지

표들이 치료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V. 운동 치료 시스템 구현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기 한 모바일 환경과 컴퓨터 

통신환경 그리고 무선 통신 등 모든 환경에서 실시간 

처리를 한 방법으로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환경을 이용하 다. WAP은 특화된 모바일 환

경에서 최상의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 를 들면 정보

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으며 서버를 구축하여 실시간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다.

그림 4. PC, 휴대폰, 스마트폰에서의 실제 사용환경 구현

[그림 4]는 시스템 모델링을 통해 실제 사용 환경을 

구 하 다. 서버에서 질의를 각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 다. 서버에서 각 단말기(PC, 휴

폰,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질의를 요청하여 응답 

후에 서버에서 Fuzzy ANP 기법을 가지고 모든 결과를 

처리할 수 있다. 한 서버에서 개개인에 맞춤형 운동

치료를 제시함으로써 운동치료에 자유로운 환경을 제

공한다.

VI.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는 환자 리를 한 효율  수  운동치

료 리시스템 설계를 해 운동치료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립하 고, Fuzzy ANP 기법을 통해 각 지

표간 연 성 분석을 통해 우선순 를 도출하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

다고 단된다.

첫째, 환자 입장에서 운동치료의 요도를 도출하 다.

운동치료 시스템 구축을 해 근골격계질환이나 심

계질환을 겪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상으

로 운동을 치료 목 으로 용하 으며, 특히 수 을 통

해 신체 , 정신 으로 느끼는 요인들을 재정리 하 다.

둘째, 각 요인에 한 요정도(비 )를 계량화 하 다.

지 까지의 운동치료는 치료자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시각에서 주요 심 지표

들을 분류해 내고, 각 지표들에 해 요 정도를 계량

화하 으며, 그 타당성을 검증하 다. 특히, 지표의 가

치 계산 시 ANP(Analytic Network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각 지표간 상호 연 성을 반 하 다.

셋째,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설문에 한 모호성을 최

소화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데이터의 가 치  우선순 를 

계산하기 , 퍼지 이론의 하나인 삼각 퍼지수를 이용

하여 수치화하 다. 인간의 단은 부정확하거나 애매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해 퍼

지 이론을 이용하여 정성 인 단을 정량 으로 표

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넷째, IT 기술을 이용한 환자 리 시스템을 구 하

다. 실제로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하여 보다 완벽한 환

경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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