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임베디드공학회논문지  제 권 제  호  년  월15 2 2020 4 87

ⓒ IEMEK J. Embed. Sys. Appl. 2020 Apr. 15(2) 87-94
ISSN : 1975-5066
http://dx.doi.org/10.14372/IEMEK.2020.15.2.87

서 론. Ⅰ

최근 다양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로봇 공학 

분야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

야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 

서 공장 자동화 및 무인화가 진행되면서 산업용 로

봇의 수요가 점점 증가 하고 있고 관련 기술 또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용 로[1]. 

봇을 제조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인간 로봇 상호-

작용 기술에 대(Human-Robot Interaction, HRI) 

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2].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로봇이 다양한 환경에서 

인간의 지각능력을 대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인간이 다양한 환경에 대해 실시간으로 판

단을 하고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원격조작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teleoperation) .

작업을 수행 할 환경이 인간이 대처하기 위험하

거나 어려운 곳에 있는 경우 원격지에서 로봇을 조

작하여 효과적으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이를 . 

통해 의사가 원격으로 로봇을 조작하여 수술을 진

행 할 수 있는 수술 로봇 재난 현장에서 활용 할 , 

수 있는 재난구조로봇 광산 내부 탐사로봇 등 원격, 

조작 기술을 사용하는 많은 로봇들이 꾸준히 개발

되고 있다 로봇을 원격조작하기 위해서 키보드 마. , 

우스 조이스틱 등 여러 가지 조작 도구가 개발되었, 

지만 인간이 이러한 도구들의 조작에 숙련되기 위

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인간

의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를 이용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HMD

을 원격 조작 하는 연구 외골격 로봇을 통해 [3], 

인간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로봇을 조작하는 연구 

영상과 깊이 센서를 이용하여 로봇을 원격[4, 5], 

조작 하는 연구 을 이용하여 조[6], Leap motion

작하는 연구 등 이 있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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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제안하는 시스템의 물리적 연결 구도1. 

Fig. 1 Physical connection diagram of the 

proposed system

이러한 여러 가지 조작 방법 중 인간의 생채신

호를 사용하여 원격조작에 활용 하는 연구가 최근

에 수행되고 있다 근전도 센서와 헵틱 센서를 이용. 

하여 로봇을 조작하는 연구 근전도 센서와 키[8], 

넥트 장치를 통해 영상신호를 결합하여 로(kinect)

봇을 원격조작 하는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팔[9] . 

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로봇을 원격 제어하는 다양

한 연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로봇은 연구용 다관절 

로봇을 사용하였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고 있

는 다관절 로봇에 대해 적용한 연구는 드물다 연구. 

용 로봇은 산업용 로봇에 비해 실험환경 구축이나 

통신에 대한 호환성이 좋지만 실험 데이터의 신뢰

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에 비해 산업용 로봇은 목. 

적에 따라 제어환경이 구축되어 연구 환경을 구축

하기가 쉽지 않지만 실험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여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근전도 신호를 사용해 . 

팔의 움직임만 원격 조작에 사용하였고 팔의 움직

임과 손동작을 동시에 인식하고 로봇을 원격 조작 

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시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산업 환경에서 

별도의 조작 장치 없이 비숙련자도 로봇을 원격으

로 제어 할 수 있는 근전도 기반 원격 제어 시스템

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근전도 센서를 . 

이용하여 인간의 팔과 손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다

관절 로봇을 원격제어 하는 시스템이다 근전도 신. 

호를 측정하기 위해 근전도 센서와 블루투스 

통신 장비를 내장하고 있는 (Bluetooth) Myo 

를 사용하였으며 원격조작의 대상이 되는 armband

로봇은 현재 산업현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용 산업용 로봇인 로봇을 이용하였다UR3 . Myo 

에서 근전도 신호를 전달 받아 로봇을 제armband

어하기 위해 로봇 자체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UR3 

용하지 않고 을 이ROS (Robot Operating System)

용하였다 는 로봇 시스템의 제어 감지 판단 . ROS , , 

등 다양한 기능 별 모듈화를 가능하게 하는 미들웨

어 로 세계적으로 많은 로봇 연구자(Middle-ware) , 

들이 사용하는 로봇 운영체제이다 이러한 [10]. 

를 기반으로 근전도 센서 모듈 센서 신호처리 ROS , 

모듈 로봇 제어 모듈 등 각 기능별로 모듈을 개발, 

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모든 모듈은 . Ubuntu 

버전 운영체제 상에 버전16.04 ROS Kinetic Kame

을 설치한 기반의 컴퓨터에서 구현 하intel i7 CPU

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장에서. 2

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근전도 센서를 이용한 

기반의 다관절로봇 제어 시스템의 구성과 사용ROS

한 도구들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장에서는 제안한 . 3

시스템의 연결과 근전도 신호처리 알고리즘 로봇 , 

제어 알고리즘 시스템 실행 방법을 서술한다 장, . 4

에서는 개발한 시스템의 검증을 위한 실험 결과를 

서술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장에서 서술하였다, 5 .

기반 다관절로봇 플랫폼 구성. ROSⅡ

제안하는 시스템은 관절 산업용 로봇 로6 (UR3 

봇 과 근전도 센서 를 를 통하) (Myo armband) ROS

여 연동시킨 시스템이다 가 작동하는 와 . ROS PC

로봇은 랜 케이블을 통해서 공유기로 직접적UR3 

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는 연동되어 , Myo armband

있는 블루투스 어댑터를 통하여 와 통신한다PC . 

는 의 가상 환경을 구현하PC Linux Ubuntu 16.04

였다 그림 은 이 시스템의 물리적 구성을 표현한 . 1

것이다.

는 로봇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관리하기 쉽ROS

도록 한다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설치되어 사용될 . 

수 있으며 인터넷 연결이 된 이기종 컴퓨터의 프로, 

세스들 사이에서 메시지 통신을 통하여 다TCP-IP 

양한 로봇개발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로. 

봇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패키지를 사용자가 직접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고 반대로 하드웨어 모듈들, 

의 작동 제어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패키지들을 

제공 받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로봇 개발을 편리. 

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차원 시뮬레이터 3 Gazebo, 

시각화 도구 등 다양한 유틸리티들을 Rviz, RQT 

제공한다.

는 장점인 재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OS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최소 단위의 실행 프로그램

인 노드 형태로 개발된다 노드는 또 다른 노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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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장착 모습 및 센서의 인식 방향2. Myo armband 

Fig. 2 Myo armband mounting and sensor 

working direction

메시지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하나의 커다

란 프로그램이 되고 노드간의 통신이 가능하다 메, . 

시지 통신의 방식은 토픽 서비스 액션이 있으며 , ,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주고 받기 위해 필

요한 방식은 단방향 통신인 토픽이다.

그림 는 에서 Myo armband ( 1) Thalmic Labs

개발한 장착용 장치이다 작업자가 팔에 .  Myo 

를 착용하면 블루투스 어댑터를 이용한 블armband

루투스 기능을 통해 시스템과 통신 할 수 있다 또. 

한 개의 센서와 개의 축이 있는 개의 8 EMG 9 1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IMU . 

받고 근육 자체에도 미세한 전류가 항상 흐른다, . 

신경 자극에 따라 근육이 반응하고 근육의 반응은 

근육 내 전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근전. 

도기기 라는 장치를 통해 근육의 (electromyograph)

전기적 변화를 측정하면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는 근전도 . (EMG, 

센서를 통해서 골격근에서 발Electormyography) 

생하는 전기적인 신호 측정할 수 있다 측정한 값을 . 

이용하여 인간의 팔의 움직임 방향 손 제스처를 추, 

정할 수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팔의 움직임 . 

방향과 손 제스처를 추정하여 로봇암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는 크게 두 가지 . Myo armband

종류의 데이터 값에 의해서 작동한다 첫 번째는 방. 

향 데이터 값이다 차원의 축에 대한 . 3 x,y,z Pitch, 

의 값이다 두 번째는 개의 센서Yaw, Roll . 8 EMG 

에 의해서 측정된 데이터 값이다 이 데이터는 사용. 

그림 로봇 관절 구성3. UR3 

Fig. 3 UR3 Robot Joint Configuration

자의 손 제스처를 인식하는 데이터 값이다 그림 . 2

에서 장치 착용 및 센서의 인식 방향에 대해서 확

인할 수 있다.

이 장치에서 인식할 수 있게 설정된 손 제스처

는 종류는 총 개 이다 설정되어 있는 손 제스처는 6 . 

REST, FIST, WAVE_IN, WAVE_OUT, 

이다SPREAD_FINGER, THUMB_TO_PINY . REST

는 어떤 손 제스처도 가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나머지 개의 손 제스처는 각각 설정되어 있다 이5 . 

것은 개의 센서의 데이터 값이 손 제스처마다 차8

이가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사용된 

로봇암은 사에서 개발한 Universal Robot 

중 가장 작은 로봇을 이용하였다 최e-series UR3 . 

대 작업 반경이 이고 최대 페이로드는 500mm , 3kg

이다 로봇은 그림 과 같이 개의 회전 관전. UR3 3 6

을 가진 자유도 로봇이다 을 제외한 모든 관6 . list3

절의 작업범위는 이며 의 작업범위는 ±360° list3

제한없이 무한하다 또한 철저한 안전보호 기능을 .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자의 부상에 대한 위험

성이 거의 없다.

기반 다관절로봇 제어 시스템. ROSⅢ

이 시스템은 가상 환경 OS (Linux Ubuntu 

버전 에서 를 통하여 구성된다 에서 16.04 ) ROS . ROS

모든 노드와 토픽의 통신은 마스터에 의해 이루어

진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를 구동하는 와 . ROS PC

그리고 로봇을 연계하여 이 Myo armband UR3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 Myo 

와 로봇을 를 통해서 구동할 수 armband UR3 ROS

있게 해주는 패키지가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R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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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의 제안하는 시스템 패키지 및 노드 연결구도 4. ROS

Fig 4. Proposed system package and node connection diagram in ROS 

Topic Contents

1 /myo_raw/myo_arm
Arm with device 
(right, left) and 
X-axis direction

2 /myo_raw/myo_emg Read EMG sensor 

3 /myo_raw/myo_gest Set pose/gesture ID

4 /myo_raw/myo_gest_str Set pose/gesture 
name

5 /myo_raw/myo_imu 
quaternion pose, 
accelerometer and 
gyro axes.

6 /myo_raw/myo_ori roll, pitch, yaw value 
in radians

7 /myo_raw/myo_ori_deg roll, pitch, yaw value 
in degrees

8 /myo_raw/vibrate
publish vibration to 
make, accepts values 
1, 2, 3. 

표 패키지에 포함된 토픽 리스트1. ros_myo 

Table 1. List of topics included in ros_myo package

의 장점인 프로그램의 재사용성을 살려 ROS UR3 

로봇을 의 마스터를 통해서 구동할 수 있는 패ROS

키지 과 구동 패ur_modern_driver Myo armband 

키지인 를 사용할 수 있다 그ros_myo [11, 12]. 

림 는 제안하는 전체 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 4

것이다 마스터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 

구도이다.

에서 의 데이터PC (Ubuntu ROS) Myo armband

를 가져올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PC

에서 가상 환경 를 실행하고 Ubuntu Myo armband

의 어댑터를 에 장착시킨다 그 다음 패키지 USB PC . 

를 이용한다 패키지에 포함된 노ros_myo . ros_myo

드 를 실행하게 되면 myo-rawNode.py Myo 

로봇을 를 통해서 구동할 수 있armband UR3 ROS

게 해주는 데이터들이 의 마스터를 통해서 패ROS

키지에서 설정해놓은 여러 가지 토픽들로 보내지게 

된다 사용 가능한 토픽의 데이터들은 표 과 같다. 1 . 

이 시스템 구현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할 토픽은 

가 인식한 손 제스처의 해당하는 명Myo armband

칭을 보내는 과 '/myo_raw/myo_gest_str' Myo 

의 움직임의 방향을 보내주는 armband 

이렇게 두 토픽을 이용한다'/myo_raw/myo_ori' .

무선공유기와 로봇의 컨트롤 박스를 랜 케UR3 

이블로 연결한다 이 무선공유기는 와 연결이 되. PC

어 있는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로봇을 로 . UR3 ROS

구동하기 위한 패키지 를 실행해ur_modern_driver

야 한다 우선 패키지 내에 있는 . , 

파일을 실행시켜 노ur3_bringup.launch ‘/ur_driver'

드를 활성화시켜서 로봇이 로부터 보내지는 UR3 PC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 이 때. , UR3 

로봇에서 통신방식으로 부여된 임대 를 같이 DHCP IP

입력해 주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로봇에 입력. UR3 

을 주는 노드를 실행하게 되면 로봇을 사용자UR3 

가 원하는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 

와 그리고 로봇을 연동ROS Myo armband UR3 

하여 이 시스템을 완성한다 을 장착. Myo armband

한 사용자가 장착한 팔을 움직이면 그에 맞게 UR3 

로봇도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 . 3.1

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로부터 3.2 Myo armband

수신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로봇을 제어하는 U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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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스템 구현의 노드와 토픽의 관계를 시각화 5. (rqt_graph)

Fig. 5 Visu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nodes and topics in the system implementation (rqt_graph)

그림 와 손 제스처 사진과 그래프6. ‘Rest’ ‘Thumb_to_pinky’ 

Fig. 6 ‘Rest’ and ‘Thumb_to_pinky’ hand gesture photos and graphs

구조가 구현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 Myo armband

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토픽을 통해 로봇을 제UR3 

어하도록 구현되었다 그림 에서 시스템의 노드와 . 5

토픽의 송수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패. ros_myo

키지를 실행시켜서 를 와 연동시Myo armband ROS

킨다 노드에서 의 방향 . '/myo_raw' Myo armband

데이터와 손 제스처 데이터를 '/myo_raw/myo_ori' 

토픽과 토픽을 통해서 '/myo_raw/myo_gest_str' 

노드로 보낸다 노드는 'UR3_move' . '/UR3_move'

와 로봇을 동기화하는 노드이Myo armband UR3 

다 노드를 실행시킴으로써 . '/UR3_move' Myo 

와 로봇의 동기화가 진행된다 그 후 armband UR3 . 

토픽을 통해서 처리된 관절 각이 '/joint_states' 

로봇에 전달되어 로봇이 작동하게 된다 이 시UR3 . 

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되어 로봇을 UR3 Myo 

로 제어한다armband .

실 험. Ⅳ

 

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Myo armband Myo 

를 장착하고 블루투스 어댑터를 에 장armband PC

착한 상태로 노드를 실행시킴으로써 '/myo_raw'

를 통해 생기는 데이터를 마스Myo armband ROS 

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후에 . 

토픽을 통해서 '/myo_raw/myo_emg' Myo armband 

센서가 손 제스처 와 EMG 'Rest' 'Thumb_to_pinky'

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데이터변화를 . 

확인하기 위해 손 제스처 의 데이터 셋과 'Rest' 

의 데이터 셋을 얻은 후 매트랩을 'Thumb_to_pinky'

이용하여 그림 의 왼쪽 그래프를 그렸다6 . Myo 

의 개의 센서가 인식한 의 데armband 8 EMG 'Rest' 

이터 셋과 의 데이터 셋의 그래프'Thumb_to_pinky'

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떠한 손 제스. 

처를 가지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상태 그'Rest' (

림 를 인식한다 손 제스처 는 6) . 'Thumb_to_pinky'

엄지와 중지를 가볍게 두 번 맞대고 다시 를 'Rest'

유지하는 손 제스처이다 그림 의 손 제스처 . 6

의 그래프는 연속해서 손 제스처 'Thumb_to_pinky'

를 시행했을 때의 그래프 이다'Thumb_to_pinky' . 

또한 그래프에는 각각 다른 개의 색으로 개의 센8 8

서 값을 나타내었다. 

위와 같이 손 제스처가 인식되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를 장착한 상태로 손 제Myo armband

스처 를 시행하면 로봇의 ('Thumb_to_pinky') UR3 

관절 이 움직이게 제어한다 이 시스템을 구현lis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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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손 제스처에 따른 로봇 제어7. Myo armband

Fig 7. Robot control according to the hand gesture of Myo armband

그림 의 축 데이터와 로봇의 각의 변화 비교8. Myo armband x UR3 base 

Fig. 8 Comparison of x-axis data of Myo armband and base angle of UR3 robot

그림 의 축 데이터와 로봇의 각의 변화 비교9. Myo armband y UR3 shoulder 

Fig.9 Comparison of y-axis data of Myo armband and shoulder angle of UR3 robot

하기 위해 먼저 사용자가 를 장착하Myo armband

고 블루투스 어댑터를 에 장착한 상태로 PC

노드를 실행시킴으로써 를 '/myo_raw' Myo armband

통해 생기는 데이터를 마스터를 통해 얻을 수 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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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태가 된다 이 후에 노드를 실행. '/ur_driver'

시킴으로써 마스터를 통해 로봇이 통신ROS UR3 

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노드를 실행시. '/UR3_move'

키면 로봇과 가 상호 통신할 수 UR3 Myo armband

있게 되고 의 손 제스처에 대한 데, Myo armband

이터 토픽 이 '/myo_raw/myo_gest_str'

드로 보내지게 되고 이 노드에서 손 '/UR3_move'

제스처 데이터를 처리하여 로봇에 전달됨으로UR3 

써 의 손 제스처로 로봇을 제어Myo armband UR3 

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의 손 제스처 . 

를 가 인식하면 'Thumb_to_pinky' Myo armband

로봇에 손 제스처의 데이터가 전달되고 UR3 UR3 

로봇의 관절 이 약 움직이고 다시 제자list1 1.6rad 

리로 돌아오게 된다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다. UR3 

른 관절에 대한 제어는 하지 않는다 그림 의 왼쪽 . 7

그래프를 보면 손 제스처의 인식에 따라서 로UR3 

봇이 설정된 경로로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여기서 손 제스처 는 약 . 'Thumb_to_pinky' 6~7

초 간격으로 연속해서 수행했다 오른쪽 손 제스처 . 

사진 은 제스처 에 대한 구(1~4) 'Thumb_to_pinky'

분동작이다. 

사용자가 를 장착한 상태로 팔을 Myo armband

움직였을 때 로봇이 사용자의 팔과 같은 방향UR3 

으로 움직이게 제어하였다 를 사용. Myo armband

하기 위해 사용자가 를 장착하고 블Myo armband

루투스 어댑터를 에 장착한 상태로 PC '/myo_raw'

노드를 실행시킴으로써 를 통해 생기Myo armband

는 데이터를 마스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상ROS 

태가 된다 이 후에 노드를 실행 시킴으. '/ur_driver'

로써 마스터를 통해 로봇이 통신이 가능ROS UR3 

한 상태가 된다 이 상태에서 노드를 . '/UR3_move'

실행시키면 로봇과 가 상호 통UR3 Myo armband

신할 수 있게 되고 의 데이터, Myo armband x, y 

가 노드로 보내지게 되고 이 노드에서 '/UR3_move'

데이터를 처리하여 로봇에 전달됨으로써 x, y UR3 

와 로봇의 동기화가 이루어진Myo armband UR3 

다 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 Myo armband x, y 

로봇의 의 움직임과 의 UR3 base Myo armband x

축이 연동되고 와 축이 연동되어 , shoulder y Myo 

를 착용한 사용자가 로봇을 제어할 armband UR3 

수 있게 된다.

와 로봇이 연동된 후에 사용Myo armband UR3 

자가 의 의 각 변화와 로봇Myo armband x, y UR3 

의 각 변화에 대한 데이터 셋을 얻base, shoulder 

어서 매트랩을 이용하여 그림 과 그림 의 왼쪽 8 9

그래프를 표현하였다 그림 과 같이 . 8 Myo 

의 축의 변화에 따라서 로봇의 armband x UR3 

가 잘 추종하는 것을 그림 의 왼쪽 그래프를 base 8

통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와 같이 축을 움직. 9 y

였을 때 로봇의 도 잘 추종하는 것을 왼쪽 shoulder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센서 신호처. 

리 시간 및 통신 지연으로 인해 약 초의 지연1~1.5

시간이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데이터 . 

동기화 과정에서 생긴 오차이며 향 후 에는 지연시, 

간에 대한 개선과 응용할 수 있는 시스템요소를 고

려 할 것이다. 

결 론. Ⅴ

본 논문에서는 로봇 운영체제인 를 기반으ROS

로 로 로봇을 원격제어 할 수 Myo armband UR3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를 이용. Myo armband

하여 인간의 팔의 움직임과 손 제스처을 로봇에 전

달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하여 확인해본 결과 . UR3 

로봇은 인간의 팔을 매우 유사하게 추종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인간의 손 제스처에 로봇의 특정한 . 

움직임을 설정함에 따라서 로봇을 제어할 수 UR3 

있었다 이것은 인간의 팔의 움직임으로 로봇의 움. 

직임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실제로 산업현장이나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에서 인간이 직접 작업해야 하는 상황에

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작업 현장. 

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더해지면 이 시스템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와 같은 을 호환. gripper tool

시켜 제안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연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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