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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urate SOC estimation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battery operation strategies,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e simulation method which was mainly used in previous studies, is difficult to conduct real-time 

SOC estimation like real BMS environmen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mplement a real-time battery SOC 

estimation embedded system and analyze problems that can arise during the verification process. In environment 

consisting of two Raspberry Pi boards, SOC estimation with the EKF uses data measured by the Simscape battery

model. Considering that the operating characteristics of the battery vary depend on the temperature, the results 

were analyzed at various ambient temperatures. It was confirmed that accurate SOC estimation was performed 

even when offset fault and packet loss occurred due to communication or sensing problems. This paper proposes 

a guide for embedded system strategies that enable real-time SOC estimation with errors within 5%.

요  약

정확한 SOC 추정은 배터리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검증을 위해 주로 사용

되던 시뮬레이션 방식은 실제 BMS 환경처럼 실시간 SOC를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배터리 SOC 추정이

가능한 임베디드 시스템을 구현하고 검증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 분석을 목표로 한다. 2개의 라즈베리파이 보드로 구성된 환경

은 Simscape 배터리에서 측정된 데이터로 EKF 기반 SOC 추정을 진행한다. 검증 단계에서는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배터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주변 온도에서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 임베디드 환경에서 발생하는 오프셋 오류와 패킷 손실에 대비하여, 문제 상

황에서 SOC 추정 성능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안정범위의 5%내의 오차를 갖는 실시간 SOC 추정이 가능한 임베디드 시스템 구

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Key words：Real-time simulation, Embedded system, SOC estimation, Raspberry Pi, Extended Kalman Filter, 
Lithium-ion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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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

의 핵심인 배터리 시장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해 연평균 성장률 93%을 넘긴 글로벌 배터리 시장 규모

는 2025년 연평균 성장률 118%로 예측된다[1].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배터

리의 충전 상태(State-of-charge, SOC)는 BMS의 중요

한 기능 중 하나로 배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다. 정확한 SOC 추정은 배터리 운영 전략을 

제시하여 과충전, 과방전으로 인한 고장을 방지할 수 있

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BMS 운영을 위해서 정확한 

SOC 추정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 SOC는 Ah-counting 

방법으로 추정하며, 이는 초기 SOC와 측정 전류의 적산

을 통해 SOC를 추정한다. Ah-counting 방법은 구현이 

쉽고 간단하지만, 초기값이나 센싱 오류 누적 등의 단점

을 가지고 있다[2].

SOC 추정 방법은 크게 데이터 기반과 모델 기반으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 기반 방법은 데이터의 비선형적인 

특징을 매핑하는 방식으로 Fuzzy logic, Support Vector 

Machine, 인공 신경망(Neural network) 등을 포함한

다. 최근 인공 신경망을 통해 SOC를 추정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3-5]. 계산 복잡성이 높고 많은 학습 데이

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시간 추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6]. 반면, 모델 기반 방법은 배터리의 동역학을 물리적 

모델로 구축하여 관측 가능한 요소를 식별하는데 중점을 

둔다. 대표적인 모델로 EKF(Extended Kalman Filter)

가 있다. EKF는 연산속도가 빠르고 오차보정에 강하다

는 장점을 갖고 있다[7].

시뮬레이션 기반의 정확한 SOC 추정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지만, 실제 SOC 추정 알고리즘이 

하드웨어에 배포되었을 때 하드웨어 오류나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8]. 이는 배터리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BMS의 신뢰성을 감소시킨다. 따라

서 실시간 환경에서 운영되는 실제 BMS를 고려하여, 신

뢰할 수 있는 SOC 추정 정확도 검증을 위해서는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 구현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력 소모가 적고 모니터링에 적합한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를 사용하여 배터리와 BMS

를 모의한 실시간 임베디드 환경을 구현하였다. 배터리

는 온도에 따라 동특성, 용량 등이 변하는 전기 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저온, 실

온, 고온에서의 충방전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터리 파라미터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배터리 

파라미터를 바탕으로 배터리 특성을 구현하여 Simulink

의 simscape 배터리 모델을 설계하였다. 구성된 환경에

서 Raspberry Pi 보드 1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Modbus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SOC 추정 알고리즘 계산을 위한 

Raspberry Pi 보드 2로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Raspberry 

Pi 보드 2는 SOC 추정 모델이 배포되어있으며, EKF 추

정을 위한 등가회로 모델(Equivalent Circuit Models, 

ECM)이 사용되었다. 등가회로 모델은 기본적인 1차 RC 

ladder모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드웨어 

오류인 잡음에 의한 오프셋 오류(Offset fault)와 통신 

장애로 인한 패킷 손실(Packet loss)을 모사하여 다른 

주변 온도 환경에서 SOC 추정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임베디드 시스템기반 BMS를 구

현하는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EKF 기반 실시간 배

터리 SOC 추정을 위한 라즈베리 파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장에서는 SOC 추정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EKF와 전류적산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실시간 임베디드 SOC 추정 환경 구성에 대하여 소개한

다. 사용된 라즈베리파이와 배터리 셀의 실험 프로파일

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다음 4장에서는 실시간으로 진행

되는 환경에서 잡음이나 결측치가 발생하였을 때 SOC 

추정 결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 5장에

서는 연구 결과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한 실시간 임베디드 

시스템에서의 SOC 추정 실험이 가지는 의의와 결과에 

대하여 확인한다.

Ⅱ. SOC 추정 알고리즘 

1. 전류적산법(Ah-counting method)

SOC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가능한 전하량과 정격 용량의 비율로 정의한다[9]. SOC

의 단위는 (%)이며 만충 상태는 100(%), 만방 상태는 

0(%)으로 표시한다. SOC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알고리즘

인 Ah-counting을 사용하며, 이는 초기 충전 상태, 배

터리의 용량, 측정 전류를 이용하여 적분을 통해 계산한

다. SOC 추정을 위한 식은 식 (1)과 같다.

   







 (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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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t)는 시간에 따른 SOC 값, SOC (0)는 SOC 초기

값, Cn은 정격용량, I(t)는 시간에 따른 전류값이다. Ah- 

counting은 초기값의 오차나 측정 전류의 잡음에 취약

하다[9]. 이는 높은 추정정확도가 필요한 시스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2. 등가회로모델(Equivalent Circuit Model)

배터리의 동특성을 전기적 회로로 모사하기 위해 등가

회로 모델이 사용된다[10]. 이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1차 RC ladder 모델을 사용하며 모델 내부에 전압원과 

1개의 직렬저항, 1개의 RC ladder network로 구성된

다. 모델의 전압원은 배터리의 단자 전압으로 장시간 개방

시킬 때 나타나는 개방 단자 전압(Open Circuit Voltage, 

OCV)을 나타낸다. 직렬 저항은 전류 변화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전압 특성을 나타내며 방전 구간에서 전압 강

하 부분을 저항으로 나타낼 수 있다. RC ladder는 확산

에 대한 동특성을 전기적으로 등가화한 것이다. 배터리

의 파라미터 추출은 휴지곡선을 이용하며 이는 식 (2)와 

같이 나타내며 식 (3), (4)는 각 RC ladder의 저항과 커

패시터를 나타낸다. 이러한 특성은 펄스 방전 전류 프로

파일을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추출한다.

     (2)

  


(3)

  


(4)

그림 2는 1차 RC ladder 모델에 적용한 배터리 파라

미터를 온도별로 나타낸다. (a)-(d)는 배터리 파라미터

(개방회로전압, 직렬저항, 분극저항, 시정수)를 나타내며, 

OCV는 다른 주변 온도에서 근사한 경향을 보이며, 직렬

저항과 분극저항은 낮은 SOC 영역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1. ECM with first-order RC ladder.

그림 1. 1차 RC ladder가 있는 등가회로 모델(ECM)

(a) (b)

(c) (d)

Fig. 2. Battery parameters (a) open circuit voltage, 

(b) series resistance, (c) polarization resistance, 

(d) time constant. 

그림 2. 배터리 파라미터 (a) 개방회로전압, (b) 직렬저항, 

(c) 분극저항, (d) 시정수

3. 확장 칼만 필터(EKF method)

EKF는 과거 측정데이터와 새로운 측정 데이터를 사용

하여 데이터에 포함된 잡음을 제거하여 새로운 SOC 결

과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이다.

모델 기반 추정방식인 EKF는 배터리 내의 전압원과 

여러 임피던스를 테브난 등가회로모델로 변환한다. 이를 

기초로 EKF 알고리즘은 식 (5), (6)의 시간 업데이트와 

식 (7)~(9)의 측정 업데이트로 나타낸다[11]. 식 (5)의 xk

는 추정값, 식 (6)의 Pk 는 공분산의 예측값으로 시스템 

모델 A, 상태 방정식의 오차분산 Qk 와 과거의 오차공분

산 Pk-1 로 계산한다. 식 (7)의 Kk 는 Kalman gain을 구

하는 과정으로 변환변수 H 와 오차분산 Rg로 계산한다. 

식 (8)에서는 측정값 zk 와 예측값의 오차에 Kalman 

gain을 곱하여 최종 추정 값을 계산한다[12]. 식 (9)에서

는 현재의 예측값이 보정된 점을 고려하여, 오차공분산

의 값도 다시 계산한다[13].


   (5)


 

 (6)

  



  (7)

  
 

 (8)

   (9)

이러한 업데이트 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하는 EKF 방식

은 SOC 추정이 진행 될수록 오차를 최소화한다.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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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잡음이 있거나, 초기치의 오차에도 EKF는 높은 SOC 

추정 정확도를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EKF 방식을 사용하여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이나 센싱으로 인한 잡음과 결측치와 같은 문

제에 대응하는 것을 확인한다.

Ⅲ.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 

1. 실시간 SOC 추정을 위한 환경 구성

알고리즘 배포를 위해 Raspberry Pi 하드웨어 보드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수신 및 추정알고리즘 주기(Sample 

time)는 1s로 설정하였다. 측정 정보의 기본 자료형은 

16 bit이며, 파라미터에 따라 유효숫자 확보를 위해 

scale factor를 반영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셀은 INR 

21700-50E이며,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격용량은 

4,900 mAh이며, 충전 전압은 4.2 V, 공칭전압은 3.5 V

이다. 충전하는 동안에는 주변 온도가 0~45 ℃일 때 정

상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방전하는 동안에는 주변 

온도가 -20 ℃~60 ℃일 때 정상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

하다. 하드웨어로 사용된 라즈베리파이는 Raspberry Pi 

4 Model B이며,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와 같은 실시간 SOC 추정을 진행하는 임베디드 

하드웨어를 위해 그림 3과 같이 환경을 구성하였다. 제

안하는 환경에는 파라미터 추출을 위한 셀 실험과 2개의 

라즈베리파이 보드가 포함되어있다. 우선 배터리의 온도

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위의 실험 장비를 사용하

여 0 ℃, 25 ℃, 45 ℃에서 충방전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터리 파라미터를 추출하였으

며, 이를 사용하여 등가회로모델인 1차 RC ladder 모델

을 구성하였다. 실제 배터리 실험 환경이 아닌, 배터리 

모델을 구성하여 실험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

고 SOC 추정의 편의성을 높였다. 라즈베리 파이 보드 1

은 배터리 1차 RC ladder 모델에서 측정된 전압, 전류, 

온도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라즈

베리파이 보드 1과 라즈베리파이 보드 2간의 통신에는 

Modbus TCP/IP 통신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라즈베리

파이 보드 2는 통신으로 전압, 전류, 온도 데이터를 받아 

실시간으로 SOC를 추정한다. SOC 추정에는 EKF 알고

리즘이 사용된다. 수신 데이터 확인과 알고리즘 결과 확

인을 위해 매트랩의 External mode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시간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Table 1. Samsung SDI INR 21700-50E Specification.

표 1. Samsung SDI INR 21700-50E 상세 사양

Item Specification

Standard Capacity Min 4,900 mAh

Charging Voltage 4.2 V

Nominal Voltage 3.5 V

Operation Temperature
Charge：0 to 45 ℃

Discharge：-20 to 60 ℃

Manufacturer Samsung SDI

Table 2. Specification of Raspberry Pi 4 Model B.

표 2. 라즈베리파이 4 모델 B의 상세 사양

Item Specification

CPU ARM Cortex-A72 1.5GHz

GPU
Broadcom VideoCoreVi 

500MHz

RAM 4GB LPDDR4

USB Micro HDMI

Dimensions 85.60mm × 56.mm

(a)

(b) (c)

Fig. 3. Real-time SOC Estimation environment. 

(a) System architecture (b) Embedded system 

environment (c) Battery cell test environment.

그림 3. 실시간 SOC 추정 환경 (a) 시스템 구조 

(b) 임베디드 시스템 환경 (c) 배터리 셀 실험 환경

2. 배터리 셀 실험 프로파일

배터리 셀 실험은 0℃, 25℃, 45℃에서 진행되었다. 

OCV 프로파일을 위한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완전 충전을 위해 전류를 0.5C(2,450 mAh)로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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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ant Current) 충전한다. 다음으로 cut-off 전류

인 98mAh에 도달할 때까지는 CV(Constant Voltage)

로 충전한다. 각 SOC 5% 구간마다 SOC에 부합하는 

OCV를 측정하기 위해 0.5C로 6분 동안 방전하는데, 이

를 SOC가 5%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SOC 0%는 종지 

전압인 2.5 V까지 완전 방전한다. 이러한 OCV 배터리 

셀 실험 절차를 0 ℃, 25 ℃, 45 ℃에서 반복 실행하여 

그림 4의 (a)-(c)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배터

리의 전기화학적 특성 때문에 주변온도에 따른 전압, 전

류, 온도의 그래프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a)는 OCV 프

로파일에서의 주변 온도별 전압, (b)는 OCV 프로파일에

서의 주변 온도별 전류, (c)는 OCV 프로파일에서의 주

변 온도별 측정온도에 해당한다.

(a)

(b)

(c)

Fig. 4. Battery Cell Experimental OCV profile (a) voltage, 

(b) current, (c) measured temperature.

그림 4. 배터리 셀 실험 OCV 프로파일 (a) 전압, (b) 전류, 

(c) 측정 온도

3. 데이터 오류 모델

임베디드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잘못된 데이터 유형을 

모사를 위해 오류 추출 모델이 필요하다. BMS의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사례를 바탕으로 배

터리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센서 보

드 계층, BMS 제어 계층, 네트워크 계층이 포함된다 

[8]. 이 연구에서는 센서 보드에서 발생 가능한 오프셋 

오류와 패킷 손실 오류에 대해 설명한다. 오프셋 오류 모

델은 식 (10) 같이 나타낸다. 

     (10)

여기서 y(t)는 실제 데이터이며, α는 오프셋 오류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압, 전류의 5%에 해당하는 값으로 설

정한다. 다음으로 패킷 손실 모델은 그림 5와 같이 

SOC 100~95%로 펄스 방전 되는 구간의 전압, 전류가 

손실되어 실제값이 아닌 기본값으로 측정이 된다. 손실

이 일어난 구간은 약 1,700초로 전체 데이터의 2% 손

실되었다.

(a)

(b)

Fig. 5. Measured signal and offset fault 

(a) voltage, (b) current.

그림 5. 측정된 신호와 오프셋 오류 (a) 전압, (b) 전류

Ⅳ. SOC 추정 결과 및 분석 

SOC 추정 결과 및 분석에 사용되는 검증지표는 MAE 

(Mean Absolute Error)와 RMSE(Root Mean Squared 

error)다. MAE는 식(11)과 같이 오차 절대값의 평균으

로 계산한다. RMSE는 식 (12)과 같이 오차 제곱의 평균

을 구한 후 제곱근으로 계산한다.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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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은 데이터의 길이이고, et는 실제 SOC와 추정 SOC

의 차이다.

1. 오프셋 오류에 의한 SOC 추정 모델 성능 검증

임베디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면, 기존의 시뮬레이

션 방식보다 더 복잡한 경로를 걸치기 때문에 전류, 전

압, 온도 데이터나 신호에 잡음으로 인한 오프셋 오류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SOC 

추정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6는 오프셋 오류에 의한 Ah-counting SOC 추정 

결과, 오프셋 오류에 의한 EKF의 SOC 추정 결과, True 

SOC를 비교한 그래프다. (a)-(c)는 각각 주변온도가 

0℃, 25℃, 45℃일 때이다. 

(a)

(b)

(c)

Fig. 6. SOC Estimation results with noise occurring 

(a) 0℃ (b) 25℃ (c) 45℃.

그림 6. 잡음이 발생할 때 SOC 추정 결과 

(a) 0℃ (b) 25℃ (c) 45℃

그림 7은 주변온도가 0℃, 25℃, 45℃일 때 Ah- 

counting과 True SOC간의 MAE와 RMSE, EKF와 

True SOC간의 MAE와 RMSE를 비교한다. 주변온도가 

증가할수록 EKF는 MAE 0.34%, 0.34%, 0.72%로 증가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45℃에서조차 Ah-counting 

방법보다 MAE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베디드 환경에서 주변 온도의 변화와 오프셋 오류을 

고려하였을 때 안정범위 내의 오차를 가지고 있는 EKF

가 SOC 추정에 더 적합하였다.

Fig. 7. MAE and RMSE by Temperature with noise 

occurring.

그림 7. 집음이 발생할 때 온도별 평균절대오차와 평균제곱근 오차

2. 패킷 손실에 의한 SOC 추정 모델 성능 검증

임베디드 환경에서는 패킷 손실로 인한 결측치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에 결측치가 생겼을 때, 

제안하는 모델의 SOC 추정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을 진행하였다. 그림 8은 결측치에 의한 SOC 추정 결과

와 절댓값 오차 그래프다.

그림 8 (a)-(c)는 각각 주변온도가 0℃, 25℃, 45℃일 

때를 나타낸다. 전류 데이터의 첫 번째 방전 구간에 결측

치가 존재한다. 절댓값 오차 그래프를 확인하면, 결측치

가 발생한 순간 오차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때의 

MAE는 5.041%이며, SOC가 50%일 때는 MAE 5.043%

로 증가하게 된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보정을 하지 

않는 Ah-counting 모델의 SOC 추정 정확도는 하락하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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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SOC Estimation results with missing data occurring 

(a) 0℃ (b) 25℃ (c) 45℃.

그림 8. 결측치가 발생할 때 SOC 추정 결과 (a) 0℃ (b) 25℃ 

(c) 45℃

반면 EKF 모델은 결측치 초기의 MAE 4.047%가 

SOC가 50%일 때, MAE 0.374%로 감소하였다. 또 EKF

로 추정한 SOC값이 True SOC에 수렴하고 있는 것 그

래프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EKF 방식이 오차 보정에 

강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 EKF 알고리즘은 실시간 임베디드 SOC 추

정 환경에서의 결측치가 발생하였을 때, 주변 온도의 변

화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오차를 보정해 나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9은 주변온도가 0℃, 25℃, 45℃일 때 Ah- 

ounting과 True SOC간의 MAE와 RMSE, EKF와 

True SOC간의 MAE와 RMSE를 보여준다. 25℃에서 

Ah-counting은 MAE 4.85%, RMSE 4.94%이고, EKF

는 MAE 0.78%, RMSE 1.36%로 보다 작은 오차를 가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9. MAE and RMSE by Temperature with missing 

data occurring.

그림 9. 결측치가 발생할 때 온도별 평균절대오차와 평균제곱근 

오차

위의 과정에서 라즈베리 파이 보드로 구현한 실시간 

SOC 추정 모델 성능 검증 결과를 확인하였다. EKF 기

반의 SOC 추정 알고리즘은 잡음, 결측치 주변 온도변화

에도 안정범위인 5% 이내의 오차를 가지고 있어 제안하

는 방식이 잘 동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EKF 기반의 SOC 추정을 위한 임베디

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기존 SOC 추정 모델의 성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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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진행되어 실시간 SOC 추정에

서 발생하는 오프셋 오류, 패킷 손실과 같은 요인을 반영

하기 어려웠다.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EKF 방식을 사용하여 대응하

였다.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배터리 셀의 동작 특성을 고

려하여 0℃, 25℃, 45℃에서 실험을 진행해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오프셋 오류에 의한 잡음에도 

SOC 추정 결과가 안정범위 내의 오차를 갖는다. 또 패

킷 손실로 인한 결측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오차는 

EKF 알고리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여 안정적인 

SOC 추정 결과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시간 

SOC 추정이 요구되는 임베디드 시스템 구현 전략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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