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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In spite of yearly recalls, influenza immunization rate among healthcare workers
(HCWs) remained low in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causes of non-compliance against influenza immunization and to analyze the barrier factors for the
immunization.
Materials & Methods :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in March of 2000 at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We evaluated factors associated with acceptance of influenza vaccination and opinions
regarding influenza prevention (knowledge about influenza vaccination efficacy, que to action in
vaccinee, perceptible benefit, barrier to vaccination).
Results : 309 completed questionnaires from HCWs were returned. Mean age and mean duration of
work in hospital were higher and longer among vaccinee than non-vaccinee. Even though the
necessity of influenza vaccination among HCWs were accepted well in vaccinee compared to nonvaccinee, the accurate reasons for vaccination were not quite understood among HCWs regardless of
compliance. Vaccine campaign (30.8%) and advise from doctors (24.7%) were important for the
promotion of vaccination among vaccinee. However, major reason for non-compliance among
nursing staff and was mis-confidence that their bodies' self defense mechanisms would ward off
infection (33.5%) and 'too busy to get injection' for doctors (65%).
Conclusion : We conclude that regular education about perceptible benefits and wrong concerns
about influenza vaccination among HCW's and easy accessibility to vaccination were important
determinants to improve the influenza vaccination. On-site availability of a vaccination-nurse also
proved to be important.
Key Words : Influenza, Vaccination, Healthcare workers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권장되고 있다(1-3). 그럼에도

서

론

불구하고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병원근무자
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4-6). 고대 구로병원은 서울

병원 근무자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병원 내에

서남부에 위치하며 3차 의료기관의 특성상 대부분 만성

서 만성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으로의 인플루엔자 전파를

질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1997년 이후 감염관리실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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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하여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예
방 접종을 매년 시행하여왔으며 접종 비용은 일반인 접
종의 절반가격을 본인이 지불토록 하여 비용상의 부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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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경감시켜왔다. 9월 중순이 되면 감염관리실에서 병

에 걸리지 않는다’, ‘주사맞는 것이 싫다’, ‘예방 접종의 효

원내 포스터와 전단을 통하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

과가 의심되어’, ‘부작용의 우려‘ 등을 조사하였다. 이 외

기임을 홍보한 후 접종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에도 양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에 대한 지식 척도로서

불구하고 백신의 접종률은 1997년 23.1%, 1998년 27.2 %

‘의료인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여야한다’, ‘의료인이

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여야 하는 이유는 환자에게 감

따라서, 본 연구는 병원 근무자들에서의 인플루엔자 예

염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첫째, 백신 접종

접종하면 환자들의 사망률이 유의하게 감소한다’ 등의 문

자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한 계기를 알아보고 둘째,

항에 대한 정답률을 비교하였다. 또한 인플루엔자 백신으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

로 기대되는 효과(benefit)로서 ‘인플루엔자는 백신접종으

을 해결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로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은
병원 입원률을 줄일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

재료 및 방법

으면 겨울 내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등과 같은 항목
에 대한 정답률을 조사하였다.

서울의 1개 대학병원에서 병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999년 10월 1개월에 걸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하도
록 하였다. 감염관리실이 중심이 된 적극적 홍보를 통하
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독려한 후 2000년 3월에 접

2. 분석 방법
각 카테로리별로 어떤 항목이 유의하였는가를 검토하
였으며, 주로 로지스틱회귀분석기법을 적용하였다.

종군과 비접종군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자들의 일반적 특성

1. 조사방법
전 직원들을 직종별, 부서별로 나누고 표본추출한 후

설문 조사에 응한 총 수는 접종자가 167명, 비접종자가
142명으로 직종별로는 간호사의 비율이 접종군 중 69.5%,

선택된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병원근무자들의 연령, 성별, 직정, 근무부서, 근무경력
을 조사하였고 1999-2000년 절기동안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력을 조사하였다. 백신 접종군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의 동기(que to action)척도로서 ‘감염관리실을 비롯한 병
원내의 홍보’, ‘주위사람들의 권유’, ‘본인 또는 주위 사람
등의 인플루엔자 이환 경험’, ‘예방 접종에 대한 관심’, ‘가

비접종군 중 62.7%로 가장 많았다(Table 1).
연령에 있어서는 예방 접종군의 평균연령이 30.7세로
비접종군에서의 29.0세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
았다. 평균 근무연수 또한 접종군 6.6년, 비접종군 4.9년으
로 접종군에서 더 길었고, 그 차이도 유의하였다(P=0.01).
그러나 성별, 직종별 분포는 양 군간 차이가 없었다.

격이 저렴해서’, ‘무조건’ 등을 조사하였고 비접종군을 대
상으로는 접종에의 장애요인(barrier)으로 ‘인플루엔자 백

2. 조사자들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지식 및 태도

신에 대한 정보 부족’, ‘가격이 비싸다는 경제적 이유’, ‘업

질문 문항 중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대한 지식 중

무에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나는 건강하여 인플루엔자

흥미로운 부분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지식과 태도에

Table 1. Baseline Characteristics and Uptake of Influenza Vaccination among Healthcare Workers
vaccine receipients
(n=167)
Sex : male [No. (%)]
Occupation [No. (%)]
doctor
nurse
technician
others
Age [years, mean (SD)]
Duration of work [years, mean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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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receipients
(n=142)

P-value

18

(10.8)

22

(15.5)

0.217

17
116
21
13
30.7
6.6

(10.2)
(69.5)
(12.6)
( 7.8)
( 6.6)
( 5.8)

16
89
30
10
29.0
4.9

(11.3)
(62.7)
(21.1)
( 7.0)
( 5.7)
( 4.6)

0.173

0.0174
0.0114

Table 2. Comparison of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Influenza Vaccination
vaccine receipients
N (%)

non-receipients
N (%)

HCWs should get flu shot
Flu shot among HCWs decrease
The risk of influenza transmission
To hospitalized high risk patients
Flu shot among HCWs decrease
The mortality of high risk patients

156 (93.4)
19 (11.3)

110 (77.9)
17 (11.9)

0.001
0.446

88 (52.7)

90 (63.4)

0.07

Total (N)

167

대한 것이다. ‘의료인은 독감예방 접종을 맞아야 한다’는

142
Table 3. Que to Action of Vaccine Recipients

문항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접종군에서 93.4%
로 비접종군의 77.9%보다 높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도 유의하였다(Table 2). 즉, 접종군은 비접종군보다 인플
루엔자 예방 접종의 적응증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비접종군의 22%는 의료인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일차 대상이 됨을 모르고 있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그로 인한 환자들의 사망률
감소와 유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접종군과 비
접종군 모두에서 50-60% 수준으로,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의료인이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P-value

Hospital campaign
Recommendation by colleague
Past history of influenza
Friend or familial member's
past history of influenza
Interest in vaccination
Follow others
Cheap cost
Others
No answer
Total

No.

%

45
36
20

26.9
21.6
12.0

11
11
7
1
15
21

6.6
6.6
4.2
0.6
9.0
12.6

167

100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접종군에서 11.3%, 비접
종군에서는 11.7%에 불과하였다. 즉, 의료인으로부터 면

거나 무료이기 때문에’가 1명(0.6%)이었다. 이를 다시 정

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리하면 병원의 홍보 때문에 접종한 경우가 약 30%, 주위

정확히 이해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의료인 자신들을 환자

의 권유나 수동적인 이유로 접종한 경우가 약 30%, 본인

로부터 보호하기위한 것이 일차적 목표로 이해하고 있는

의 독감에 대한 경계심으로 접종한 경우가 30%, 기타

경우가 응답자의 80%이상이었다. 이상으로, 접종군에서는

10%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외에 경제적인 이유, 즉 인플

비접종군에 비하여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필요성에 대

루엔자 예방 접종 비용이 저렴하여 접종한 경우는 매우

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접종군에서

낮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조사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조차도 예방 접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시중의 절반가격으로 접종해주는 기존의 방침이 접종률

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승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가
능하게 해 준다.

3. 예방 접종자들의 행동계기(Que to action)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은 의료인들의 행동계기는

4. 비접종자들의 행동장애물(barrier)

Table 3과 같다. 조사병원의 직원들이 인플루엔자 예방

비접종자들에서 예방 접종을 시행치 않은 가장 흔한

접종을 받은 직접적인 이유는 ‘감염관리실의 홍보’와 ‘주

이유는 ‘업무에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항목이었다

위사람들의 권유’가 가장 많았는데, 그 비율은 각각

(37.3%) (Table 4). 특히 의사 집단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26.9%, 21.6% 이었다. 이외에 독감에 대한 일종의 감지된

68.8 %로서 타 직종에서의 30%내외와 비교하여 압도적

위협 때문에 접종한 경우, 예를 들면 ‘자신이 전에 독감으

으로 많았다. 간호사나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로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가 20명(12.0%), ‘주위 사람들

경우는 업무가 바쁜 것보다는 ‘나는 독감에 걸리지 않으

이 독감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가 11명(6.6%), ‘평소에

므로 예방 접종이 필요 없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몸이 좋지 않아 예방 접종에 관심이 많다‘ 가 11명(6.6%)

(각각 31.5%, 27.0%), 예방 접종 자체의 효과에 의문을

이었다. 반면에 수동적인 경우로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갖는 경우도 각각 11.2%, 29.7%에 달하였다. 이외에 ‘주

접종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맞음‘이 7명(4.2%), ‘값이 싸

사 맞는 것이 싫다’의 항목에 대해서는 의사의 경우 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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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jor Reasons for Non-compliance among Healthcare Workers
Variables

Total
(N=142,%)

Doctors
(N=16,%)

Nnurses
(N=89,%)

Others
(N=37,%)

Too busy
Confidence in their own host-defense mechanism against influenza
Belief that the vaccine is not protective
Fear of injection
Fear of adverse reaction
No information about vaccine
Heard it is not so good
Too expensive
Others

53
41
22
14
6
2
1
1
2

11 (68.8)
3 (18.8)
1 ( 6.3)
1 ( 6.3)

31
28
10
11
6

11
10
11
3

(37.3)
(28.9)
(15.5)
(10.0)
( 4.2)
( 1.4)
( 0.7)
( 0.7)
( 1.4)

(34.8)
(31.5)
(11.2)
(12.3)
( 6.7)
1 ( 1.1)
1 ( 1.1)
1 ( 1.1)

(29.7)
(27.0)
(29.7)
( 8.0)
2 ( 5.0)
-

람도 없었으나 간호사 12.3%, 기타 직종 8.0%의 분포를

권고’를 통하여 접종을 결심한 경우가 45명(30.8%), 36명

보였고,

(24.7%)으로 나타나 일반인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제공자

‘예방주사의 부작용이 걱정되어’ 접종을 기피한

경우가 간호사 중 6.7%에 해당하였다. 반면, ‘독감 예방

에 의한 권고가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에 영향을 주는

접종이 있는 줄 몰랐다’ 또는 ‘주위에서 접종하지 말라고

수로 제시한 이전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1-13).

변

말려서’ 접종치 않았다고 응답한 직원들도 소수 있어서

반면에 본 연구의 결과 병원근무자들이 백신접종을 기

보다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가격이

피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의사들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비싸서’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1명에 지나지 않아 의료인

간호사를 비롯한 기타 병원근무자들에서는 ‘나는 독감에

들의 예방 접종에서 경제적 문제는 큰 장애요인이 되지

걸리지 않으므로 예방 접종이 필요 없다’와 같이 인플루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엔자에 대한 자신의 방어능력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경우

따라서 의료인들에게 있어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가 가장 많아서 ‘부작용이 걱정되어서’ 라던가 ‘가능하면

시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물의 제거와 기대되는

약을 먹거나 주사맞기가 싫어서’ 등이 주요 이유가 되었

편익으로 나타났다.

던 외국에서의 연구결과들과 달랐다(4, 14, 15). 따라서 백
신의 효능 또는 부작용이 순응 결정에 기여한다는 기존

고

찰

의 보고(16, 17)와도 역시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최
근에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난단백 알러지만 없다면 부

병원근무자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근무자들에

작용의 유발이 거의 없어 특이 부작용보다는 접종 시의

서 인플루엔자 이환으로 인한 결근율을 줄이는 효과이외

통증 등이 경미한 부작용으로 인식되고 있고 따라서 부

에도 의료진과 접촉하는 만성 질환자들에서의 사망률을

작용이 우려되어 예방 접종을 기피하는 병원근무자의 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9). 미국에서

율이 적은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는 CDC를 중심으로 병원내 근무자들에서의 인플루엔자

이러한 장애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병원근

예방 접종이 정규 예방 접종으로서 해마다 시행되어야

무자들에서의 순응도를 높이는 방법일 것인데 직종별로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 무상으로 백신을 공급하더

보면 의사들의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필요성에

라도 병원근무자들의 예방 접종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으나 ‘업무에 바쁘고 시간이 없다’

이렇듯 병원근무자들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이

것과 같은 시간이나 공간의 장애, 즉 접근성에 문제가 있

높지 앞은 이유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 등이 이

다는 것이 나타났으므로 주사팀이 의사들의 진료실이나

미 외국에서 발표되었고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병동, 연구실을 직접 방문하여 예방 접종을 시행함으로서

상당 부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인플루엔자 백신을

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것이라 사료된다. 반면에 간호사들

접종한 병원근무자들의 순응도를 결정한 요인들을 보면

이나 기타 다른 직종의 근무자들의 경우에는 예방 접종

‘자신 또는 주위사람이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였다’와 같은

의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순응도를 높이

평소의 자기 건강에 대한 인지도 또는 인플루엔자의 위

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협에 대한 인식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146명중 31명으로

아쉽게도 환자들과 가장 밀접한 접촉이 많은 간호사들

22.2%를 차지하여 Carter 등(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

의 경우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필요성이 가장 강조

다. 또한 ‘감염관리실의 홍보’와 ‘주위 사람 특히 의사들의

되는 집단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루엔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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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신의 방어력을 과신한다던가, 예방 접종 자체의

적으로 줄이고 이로 인한 입원기간의 연장, 의료비의 초

효과에 의문을 갖는 다던가 또는 주사 맞는 것이 싫어서

과지출을 막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

기피한다는 이유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효능이나 예

다.

방 접종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본 연구의 결과 매년 백신 접종의 필요상만을 상기시

않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실제로 Weingarten 등의 연구

키는 기존의 백신 장려 정책만으로는 대형병원 근무자들

에 의하면(4) 간호사들의 경우 자신들이 인플루엔자에 이

에서 효율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을 향상시킬 수

환될 경우 병원내 고위험군 환자에게 전파되어 위험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장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인플루엔

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인지된 편익을 강조하는

자 예방 접종의 필요성을 깨닫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노력을 통해서만이 백신 접종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것이

밝혀진바 있다. 최근 Potter 등(3)은 장기 입원환자들로

라는 결론을 얻었다.

구성된 병원에서 병원 근무자들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

요

접종이 인플루엔자 양 질환의 이환율과 그로 인한 사망

약

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전향적 연구의 결과로 발표
한 바 있어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목 적 : 병원근무자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은 병

반면에 백신 비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원내에서 인플루엔자 전파를 막기위한 수단으로 적극 권

장애는 병원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

장되고 있으나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는 병원근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Steiner 등(18)이 인플루

무자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병원근무자들

엔자 백신을 무상공급하는 것으로는 순응도를 향상시키

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

기 어렵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으로 첫째, 백신 접종자에서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계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할 때 의료인에서 인지된 편익
이 클수록, 또 장애요인이 적을수록

높은 예방 접종 순

기를 알아보고 둘째,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에 목표가 있다.

응도를 보일것으로 기대된다. 즉, 실제로 예방 접종률을

재료 및 방법 : 서울 1개 대학병원의 병원종사자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장소 등에 구애받지 않고 백

대상으로 1999년 10월 1개월에 걸쳐 인플루엔자 예방 접

신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인플

종을 하도록 한 후 2000년 3월에 접종군과 비접종군을

루엔자 백신에 대한 오해(효과가 없다, 맞지 않아도 된다,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부작용이 있다 등등)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였다. 백신 접종군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의 동기(que to

러나 의료인들의 지식에서 있어서 의료인들이 왜 인플루

action), 비접종군을 대상으로는 접종에의 장애요인(bar-

엔자 예방 접종을 하는지,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효과

rier) 등을 조사하였다. 이 외에도 양군을 대상으로 인플

와 부작용에 대한 근심 등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대해

루엔자에 대한 지식 척도,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기대되는

서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문제이다. ‘의료인은 독

효과(benefit)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정답률을

감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수 회에 걸친 병원감염

조사하였다.

교육을 통해 접종군, 비접종군 모두에서 잘 인지되고 있

결 과:

었으나 접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

1) 설문 조사에 응한 총 수는 309명으로 간호사가 60%

해서는 접종군, 비접종군 모두에서 충분히 인지되고 있지

이상이었다. 백신접종군은 평균연령, 평균 근무연수가 비

않은 것은 문제로 드러났다. 접종군에서 조차 의료인에서

접정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길었으나 성별, 직종별 분포는

의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양 군간 차이가 없었다.

아니라 자신을 환자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경

2)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정도에

우가 86.4%에 이르고 있어 단순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있어 접종군의 93.4%가 그 필요성을 잘 인식하여 비접종

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만이 아니라 왜 필요한것인가에

군의 77.9%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예방 접종이 필요한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구체적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접종군 11.3%, 비접종

병원내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인플루엔자

군 11.9%에 불과하였다.

예방 접종율의 향상은 병원에 입원중인 만성질환자들에

3)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은 의료인들의 행동계기

서의 급성 발열성 인플루엔자 양 질환의 이환율을 효과

는 ‘감염관리실의 홍보’와 ‘주위사람들의 권유’에 의한 경

일개 대학병원근무자들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순응도 관련요인 Vol.36, Augus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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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26.9%, 21.6%로 가장 많았고 본인이나 가족, 친구들
을 통한 일종의 감지된 위협 때문에 접종한 경우 31명
(18.6%)의 순이었다.
4) 비접종자들에서 예방 접종을 시행치 않은 가장 흔

8)

한 이유는 ‘업무에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항목이었으
며(37.3%) 특히 의사 집단에서는 이러한 이유가 68.8%로
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간호사나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9)

직원들의 경우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확신이 30%내외에
달하였고 예방 접종 자체의 효과에 의문을 갖는 경우도
직종에 따라 6.3-29.7%에 달하였다.
결 론 : 병원근무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향

10)

상시키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의 장애물(효과의 의문, 부
작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의 필요성
과 효과를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과 함께 시간, 공간상의

11)

제약을 배제할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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