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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o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디바이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 기존에는 개

인이 컴퓨터 또는 서비스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서비

스를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에는 스마

트 폰과 태블릿의 급속한 보급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리가 가능하다[1].

또한, 사용자 중심 서비스 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목적이 비슷한 사용자 서비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 다수의 서

비스들을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워졌으며, 사용자가 

한 서비스로부터 받은 내용과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

의 입력으로 받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하나

의 복합 서비스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2]. 이는 한 

서비스에 입력해야 하는 사용자 정보나 관련 데이터

를 여러 서비스에 반복 입력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복합 서비스처럼 제

공하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3,4].

기존에 제공되는 통합 시스템은 제휴관계를 맺은 

서비스들 간 또는 비슷한 서비스 목적을 가진 서비스

들 사이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보다는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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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들 간의 통합 시스템을 제공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가입하여 이용

하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에 따라 통합이 이루어지는 

사용자 중심의 다중 서비스 통합 시스템을 제안한다

[5]. 제안하는 시스템은 개인 모바일 전화번호를 이

용하여 서비스 간에 사용자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

써 사용자가 현재 필요한 서비스와 그 서비스에 필요

한 사용자 정보를 사용자 개입 없이 자동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목록을 

관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맞는 서비스 추천 및 제공

이 가능하다.

사용자 중심의 다중 서비스 통합 시스템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 간의 데이터 전달 

방법이 필요하다. 각 서비스마다 구성하는 데이터들

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 서비스들 간에 데

이터가 전달되기 위한 통합 프로토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로부터 사용자가 여러 서비스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때, 사용자의 개입을 통해 

처리되는 복잡한 작업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다. 그리하여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복합 

서비스 형태를 필요로 할 때,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

해 사용자 개입 수를 줄여 사용자의 편의성 및 효율

성을 증대시킨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는 인

터넷 환경에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에 네트워

크 통신이 가능하고,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웹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더불어 

사용자가 자신의 편의 및 만족도를 위해 선택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말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통합 

시스템과 관련된 관련연구를 서술하고, 3장에서는 

제안하는 다중 서비스 환경에서 사용자가 관리 가능

한 통합 시스템에 관한 시스템 설계 및 방법을 작성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5장에서 시스템에 대한 분석 

그리고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관련연구

웹 서비스의 양과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들

은 손쉽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서비스로부터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많이 연구되고 있다.

You 등은 사용자가 검색한 키워드를 이용해 유사

도에 따라 서비스를 매칭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

다[6]. 하지만 동음이의어와 같은 키워드에 대해서는 

사용자 의도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고, 목적이 비슷

한 서비스들만 통합하여 제공한다. 이 방법은 목적이 

다른 여러 종류의 서비스들 간의 인터랙션을 통한 

사용자 의도에 맞는 결과를 제공받기는 어렵다.

Albreshne 등은 사용자에 의해 요청된 작업이 시멘

틱 웹 기반으로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통합되어 진행

되었다는 결과 목록을 보인다[7]. 하지만 이 연구는 

통합될 수 있는 과정의 단순 진행 결과를 보여줄 뿐 

여러 서비스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내부적인 작업처

리 결과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는다. 이 방법은 사

용자가 요구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서비스

들이 통합된 목록을 추천할 뿐 통합 과정에서 형성된 

모든 서비스들을 하나의 통합 형태로 직접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개입에 따른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에 대한 기초 정보와 같이 여러 가지 서

비스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 데이터가 부족하

고, 이로부터 제공 가능한 서비스들 간의 인터랙션 

및 자동화 시스템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Liu 등은 사용자에 의해 요구된 작업을 사용자의 관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비슷한 종류의 여러 정

보를 발견하여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8]. 이 방법은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받

았다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불필요한 정

보까지 제공받은 경우에는 단점이 된다. 이는 모든 

경우에서 잘 통합된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하기는 어

렵다. 사용자가 요청한 작업 이외에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통합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할 경우, 모

든 경우에 적합한 장점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하다. Cheng 등은 건설 산업 분야에서 파트너들 간

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SC 협력 시스템을 제

안한다[9]. 제안하는 시스템은 여러 업계로 나누어 

진행되는 특성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서로간의 정보

를 통합하여 유연하게 공유되도록 한다. 이 통합 시

스템은 넓은 컴퓨팅 범위에서 경제적으로 이용가능

하고 서로 간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좋은 

플랫폼이다. 하지만 통합된 정보를 이용해 제 3의 정

보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통

합 시스템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통합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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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거나 공유한다. 또한, 이는 비슷한 목적의 서

비스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여러 

종류의 서비스들 간의 유연한 인터랙션에 의한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는 개인 기본 정보 및 모바일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개인이 이용하는 여러 서비스들이 유연한 인터랙션

을 이루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복합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사용자는 복합 형태의 서

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사용자 개입 수가 줄어들

고, 편의성 및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3. 다중 서비스 통합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사이에 데이터

와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3.1절에서는 시스템 개요를 서술

하고, 3.2절에서는 시스템 구성에 대해 작성한다. 그

리고 3.3절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 방법 및 작동에 

대해 소개한다.

3.1 시스템 개요

본 장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제안하는 시스템의 여

러 가지 서비스들 사이에 데이터와 사용자의 인터랙

션을 처리하는 과정을 비교 분석하며 시스템을 소개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서비스 통합 환경은 기

존에 흔히 진행되는 아래 Fig. 1(a)와는 달리 서비스

들과 사용자 사이에 하나의 시스템을 넣은 구조로 

아래 Fig. 1(b)와 같다. 서비스들과 사용자 사이에 서

비스 통합 시스템을 작동시킴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사용자 중심의 다중 서비스 통합 시스템 

환경이 이루어진다. Fig. 1(b)와 같이 구성된 다중 통

합 서비스 시스템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다.

Fig. 1(b)는 다른 종류의 통합된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하다. Fig. 1(a)와 같은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여러 

개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때 이용하는 서비

스 수 에 따라 사용자 개입 수 는  ∝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Fig. 1(b)의 환경으로부터 

Fig. 1(a)에서 단일 서비스 형태로 진행되어 비례관

계를 갖는 관계를 해결하여 사용자의 개입 수를 줄이

는 서비스 환경이 제공된다.

Fig. 1(b)는 서비스와 사용자간의 교류뿐만 아니

라 한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들 간에 데이터가 

전달 가능하도록 해준다. Fig. 1(a)의 스마트기기 또

는 사용자를 통해 인간과 하나의 서비스 또는 사물간

의 교류만으로 제공되는 제한된 서비스를 확장시켜

준다.

Fig. 1(b)는 객체(사용자) 단위의 사용자 중심 맞

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서비스가 사

용자를 관리하여 서비스 단위로부터 서비스가 제공

된다. 그러나 제안하는 시스템 환경으로부터 객체 단

위가 서비스를 관리하는 형태를 이루고, 그에 따라 

개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3.2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아래 Fig. 2와 같

이 총 3개의 층으로 설계하였다. 서비스 응용 프로그

램 층, 서비스 통합 시스템(Service Integration Sys-

Fig. 1. (a) Existing System Structure. (b) Proposed System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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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의 서버 층, 사용자 클라이언트 층으로 구성된

다. 본 시스템의 서비스 통합 시스템은 여러 서비스

와 사용자 사이를 연결 시켜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

서비스 층은 제안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하

나의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되는 다중 서비스 통합 

관리자가 존재한다. 이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본 서비

스에 가입된 고객들을 관리하고, 고객별로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 목록들을 확인한다. 확인 

후, 서비스 연결 관리자로부터 이 고객에 대한 다음 

서비스 작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서비스 통

합 시스템 층에 요청한다.

서비스 통합 시스템 층은 패키지 분석기에서 서비

스 층으로부터 요구된 작업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푸시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

른 서비스에 작업을 요청한다. 다른 서비스에 작업요

청 시, 통합 관리자에서 패키지를 생성한다. 사용자 

층은 개인이 서비스 가입절차를 위한 인터페이스와 

가입된 서비스 목록들을 보는 인터페이스가 제공된

다. 또한, 푸시 서비스로부터 서비스 통합 시스템 층

이 추천한 서비스 목록들을 보고, 다중 서비스가 진

행된 결과를 본다. 사용자가 발생시킨 작업은 이벤트 

관리자로부터 작업이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작동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서비스 통합 시스템 층의 기능 및 

데이터 구성요소이다. 서비스 통합 시스템(SIS)이 

관리하는 데이터 는 기본적으로 

  로 구성되어 있다.

  는 다중 서비스 통합 시스

템에 가입된 사용자 집합을 말하고, 은 가입된 사용

자 수를 나타낸다. ≺ ≤ 인 임의의 정수 가 존재

하고, 를  집합의 하나의 원소라 가정한다.

즉, ∀∈는 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는 

   의 데이터로 

이루어져있다.  는 서비

스 통합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한 사용자에 대한 모바

일 전화번호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기본 정보를 말하

고, 는 요구되는 사용자 기본 정보 종류의 개수를 

나타낸다. 그리고   는 

한 사용자가 서비스 통합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되어 

이용하는 서비스 집합을 나타내고, 는 사용자가 가

입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개수를 말한다. 그리고 

에 속하는   는 다중 

서비스 통합 시스템에 가입된 서비스 집합을 말하고,

은 가입된 서비스 수를 나타낸다.

사용자는 다중 서비스 통합 시스템에 가입된 서비

스들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식으로 

 집합 개수인 와  집합 개

수인 은 ≤ ≤의 관계식을 가진다. 서비스 통합 

시스템은 가입 사용자와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목록들을 저장하는  집합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 및 특징을 가진다.

서비스 통합 시스템(SIS)의 주요 기능 및 특징은 

아래 Table 1에 정리해 놓은 것과 같다.

3.3 시스템 작동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합 서비스 시스템은 서비

스들과 사용자 사이에 연결 매개체 역할을 하는 통합 

서비스 시스템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통합 시스템은 서비스들 간의 연결을 보다 유기적이

고 통합적으로 만들어주는 중간 단계의 시스템이다.

서비스 업체와 사용자가 서비스 통합 시스템에 등

록되고 난 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통합 서비스 시

스템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결합된 서

비스 제공이 가능한 환경이 이루어진다. 사용자는 서

비스 통합 시스템에 가입된 여러 종류의 서비스들 

중에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등록하게 되면 가

Fig. 2. System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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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된 이 기종의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사용자는 복합

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형성된다. 즉, 사용자는 

개의 서비스에 가입 되었다고 가정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의 인풋과 아웃풋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하나의 이벤트를 발생 시에 

사용자는 필요에 따라 최대 개의 

조합으로부터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시스템은 아래 Fig. 1과 같은 구조를 이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데이

터들은 아래 Fig. 4(a)와 Fig. 4(b)과 같은 관계를 갖

는다. 이 두 데이터베이스 사이에는 사용자의 휴대전

화번호(User_teleNo)를 이용해 서버역할을 하는 서

비스 통합 시스템에 접근함으로써 서로의 데이터를 

연결시킨다.

아래 Fig. 4(a)는 서비스통합 시스템 층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총 4개의 테이블로 구성하였다.

사용자 테이블은 가입된 사용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서비스 테이블은 가입된 서비

스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가입된 서비스들

은 카테고리 별로 분류가능하기 위해 카테고리 테이

블을 추가하였고, 카테고리 테이블과 서비스 테이블

은 서비스 카테고리(Service_category)의 속성으로 

각각의 주키(PK)와 외래키(FK)의 역할을 함으로써 

두 테이블을 연결시킨다. 다음으로 사용자_서비스 

테이블은 모든 사용자가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를 저

장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_서비스 테이블과 사용

자 테이블은 휴대전화번호(User_teleNo)의 속성으

로 두 테이블이 연결되고, 사용자_서비스 테이블과 

서비스 테이블은 서비스 코드(Service_code)의 속성

으로 두 테이블을 연결한다.

아래 Fig. 4(b)의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는 각 서비

스에서 공통적으로 존재 할 기본 구조로써 서비스 

층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고객 테이블과 그 서비스에 이용되는 데이터 테이블

이 존재하며 두 테이블 사이에는 사용자 아이디

(User_id)의 속성을 이용해 연결한다. 서비스 데이터

베이스 부분은 기본 구조 외에 각 서비스 별로 필요

한 테이블 및 속성이 추가됨을 전제로 한다.

아래 Fig. 5는 자바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한 서비

스 통합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제어 테스트 모듈에 

Table 1. Main function and feature of the SIS 

Main function Feature

Save basic information When user joins other service, user does not input basic information duplicately.

Have service list

user has joined
Recommend other services for a user convenience.

Transmit data between

the services

User can be provided composition service among the heterogeneous services.

User can handle combined work conveniently because of minimum user-intervention.

Fig. 3. Syste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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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다. 테스트 모듈은 총 30개

의 쓰레드를 작동시켜 SQL문 제어 테스트를 진행하

였다. 구현한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SQL문이 요청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좀 더 효율적인 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최초 데이터베이스 컨

넥트 풀 관리자 클래스가 생성될 때, 데이터베이스 

컨넥트 풀 관리자 클래스에서 MYSQL에 접속하여 

SQL 쿼리문 요청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넥션 클래스

를 STL 큐에 임의의 개수만큼 미리 생성해 둔다. 그

런 후, SQL 쿼리문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사전에 생

성해 두었던 코넥션 클래스를 할당해주고 반납하는 

구조로 생성해 둔 클래스를 재사용하도록 구현한다.

또한, 각 테이블 마다 쿼리문 구조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전략 패턴을 적용한다. 전략 패턴은 위임이

라는 느슨한 연결을 사용하여 각 테이블에 맞는 알고

리즘을 다른 테이블 부분과는 독립적으로 용이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4.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뮬레

이션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본 시나리오는 

사용자가 하나의 서비스에 한 번의 개입으로 복합적

인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을 보인다. 시나리오의 

예로 사용자가 모바일 웹 쇼핑을 시작하기부터 결제 

및 구매까지의 과정을 서술한다. 아래 Fig. 6(a)의 

1～2번 작업을 통해 사용자는 사용자의 기본정보를 

등록한 후, 제안하는 시스템에 가입되었음을 전제한

다. 또한, Fig. 6(a)의 3～7번 작업을 통해 결제 서비

스를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로 등록해 두었음을 

Fig. 4. (a) Relational database design of the Service Integration System. (b) Relational database design of the service.

Fig. 5. Class diagram of the Service Integration System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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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다.

사용자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제안하는 시스템

에 등록된 모바일 웹 쇼핑 서비스 목록을 요청하는 

Fig. 6(a)의 8～9번 작업을 수행한다. 목록 중 사용자

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

는 Fig. 6(a)의 5～7번 작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선택된 서비스 제공자 측에는 Fig. 6(b)의 3～7번 작

업이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Fig. 6(b)의 6～7번의 작

업을 통해 서비스 통합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

자의 기본정보를 자동적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사용

자는 간단하게 서비스에 가입된다.

사용자는 가입 된 모바일 웹 쇼핑에서 물건 구매 

작업을 요청한다. Fig. 6(a)의 10번 작업이 진행되고,

모바일 웹 쇼핑 서비스 제공자 측으로부터 결제 서비

스의 Fig. 6(a) 11-2번과 11-2-1번 작업이 사용자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요청된다. 이때, 결제 서비스 

제공자 측은 웹 쇼핑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받은 사용

자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해 Fig. 6(b)의 8～17번의 

작업을 완료시킨다. 최종적으로 사용자는 Fig. 6(a)

의 11-1번의 복합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위 시나리오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들 간의 데이터 

전달과 사용자 인터랙션 과정을 시퀀스 다이어그램

과 함께 서술하였다. 서술한 시나리오는 사용자의 개

입을 최소화 시켜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들 

간의 통합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 과정을 보였다.

5. 시스템에 대한 분석

제안하는 통합 시스템으로부터 사용자는 사용자

의 최소 개입으로 개인 맞춤형 다중 서비스 통합 형

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래 Fig. 7(a), (b),

(c)는 통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사용자가 제공 받는다

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전제로 사용자가 이용하

는 서비스 수에 따라 사용자 개입 수의 변화를 작성

한 그래프이다.

Fig. 7(a)는 제안하는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서

비스를 사용할 때의 그래프이다.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와 사용자의 개입 수는 정비례 관계를 형성한

다. 그러나 제안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래 Fig. 7(b)와 Fig. 7(c)의 그래

프가 형성된다. 사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와 사용자

의 개입 수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되거나 상수 관계가 

형성된다. Fig. 7(b)는 제안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서

비스와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를 함께 이용

할 때를 나타낸다. 그리고 Fig. 7(c)는 제안하는 시스

템에 등록된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를 나타낸다.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사이에 데이터

와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사용자가 관리 가능한 통합 

Fig. 6. (a) Sequence diagram from user. (b) Sequence diagram from service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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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조는 서비스들과 사용자 사이에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일종의 컨트롤러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시스템 구조로부터 서비스가 사용

자들을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한 사용자가 본인이 

사용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기존의 단일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식과는 달리 사용자의 최소 개

입으로 맞춤형 다중 서비스 통합 시스템 형태의 서비

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시스템 개요 및 특징에 대

해 서술 하였으며, 시스템 구성에 관해 작성하였다.

그와 더불어 서비스 간의 연결을 보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만들어주는 중간 단계의 시스템인 서비

스 통합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기능에 관해 

작성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서비스 제공 업체 측

면에서는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사용자에게는 

독립된 서비스들이 유연하게 일이 처리되어 복합 된 

서비스 결과 형태가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자는 모바일 환경으로부터 언

제든지 현재 가입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관리함으로

써 편의성 및 효율성을 증대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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