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38

1. 서 론
3D 프린터의 보급으로 학교, 회사, 연구소 등이 아닌 집에서도 

간단한 기계부품에서부터 드론, 로봇과 같은 복잡한 장치의 제작

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아두이노(arduino)의 개발로 마

이크로 콘트롤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서, 기구의 제작뿐만 아

니라 제어까지 개인의 수준에서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개인 블로

그나 instructables, youtube 등의 웹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장치의 

제작과정을 공개하고, github에서는 관련된 소스코드 등을 제공하

여 비전문가도 자율주행로봇, 수직다관절 로봇등을 제작할 수 있

게 되었다[1,2]. 
그러나, 이러한 많은 자료들에서 옥석을 구별하는 것은 비전문가

로서는 쉽지 않은 것이며, 때로는 잘못된 지식이 전파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본 연구진에서는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면서도 

배경이 되는 정확한 공학이론을 학습하고, 학습자가 이를 기반으

로 응용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연구의 일환으로 본 논문에서

는 일반적으로 로봇팔로 공개되어 있는 산업용로봇을 대상으로 이

와 관계된 기구학의 문제를 풀이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터

를 개발하여 사용자의 배경 전공지식 및 이의 활용에 대한 이해도

를 높임과 동시에 응용시스템의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개발

하고자 하는 시뮬레이터는 로봇의 순기구학 및 역기구학문제를 풀 

수 있으며, 생성된 궤적을 제작된 로봇과 연계하여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위치 오차해석을 통해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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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작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시중에 상용 로봇 시뮬레이터도 존재하나 이들은 상품들은 현재 

상용 판매되고 있는 로봇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시뮬레이션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자작이 가능한 로봇 

팔을 대해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3,4]. 그리고, Robot Operating 
System (ROS)에서 구동되는 로봇시뮬레이터들도 있는데 상용 시

뮬레이터보다는 로봇 구성에 자유도가 높으나, 리눅스와 ROS라는 

작업환경의 구축 및 프로그래밍의 높은 난도로 로봇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데 높은 숙련도와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5-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정된 오픈 소스 로봇을 대상으로 기구

학 해석, 궤적 생성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접

근성이 높은 윈도우즈 환경에서 개발된 시뮬레이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로봇 선정
로봇은 로봇산업 특수분류에 의하면 크게 제조업용 로봇과 전문/

개인 서비스 로봇으로 크게 분류가 되며,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로봇은 통상 로봇 팔 (arm), 로봇 작동기(manipulator)로 불

리는 제조업용 로봇을 대상으로 하였다[8]. 
현재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된 대표적인 로봇 팔은 Table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6 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을 구동하는 모터의 

종류, 제어기의 종류, 소스코드 공개, 3D 모델의 공개여부 및 제작

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 정리하였다. 로봇 구동을 위한 모터

는 step 모터와 rc-servo 모터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회전각도 제

어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rc-servo 모터가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회전범위, 분해능, 토크 측면에서는 스텝 모터와 타이밍벨트의 조

합에 의한 구동이 유리하고, payload등을 고려하여 스텝 모터를 

구동기로 사용하는 모델을 우선으로 하였다. 대부분 공개된 로봇

은 기구부 제작을 위하여 3D CAD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나 모델

별로 3D 프린팅만을 위한 STL 파일만을 제공하여 3D 모델을 수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 또는 부품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일반적인 3D 프린터로는 가공이 불가능하기도 하므로 3D 모델의 

수정 가능성과 부품의 크기도 주요사항으로 선정하여 로봇 모델을 

비교하였다. 로봇제어기로는 대부분 아두이노 보드가 사용되었으

며, 제어코드는 모터의 회전각도를 제어하는 low level의 코드 또

는 CNC 라이브러리가 활용되었다. 다자유도 운동 구현의 측면에

서는 CNC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로봇을 대상

으로 개발된 라이브러리가 아니므로 로봇제어에 맞추어 특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러 로봇 모델을 비교하여 본 연구

에서는 Fig. 1에서와같이 Skyentific이 공개한 로봇 모델을 선정하

였다. 선정된 로봇은 6자유도 수직 다관절 로봇으로 회전축은 모두 

스텝 모터에 의해 구동되며,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한 low level 
방식의 제어기로 구현된다. 그리고 회전축과 일부 스텝 모터 풀리

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품 크기가 일반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가공 

가능한 수준이다.

3. 기구학 해석
3.1 좌표계 및 DH 파라메터 설정

기구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선 Fig. 2와 같이 좌표계를 

설정하였다. 좌표계 설정은 향후 Denavit Hartenberg 표현법에 따

른 기구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z축을 조인트에서의 회전축과 

일치하게 하고, x축은 링크의 길이방향과 일치하도록 설정하였다. 
0번 좌표계는 고정된 base의 좌표계를 나타내고, 6번 좌표계는 말

단 장치(end effector)의 좌표계를 나타낸다. 좌표계 3, 4, 5번은 

손목점(wrist point)에 위치하는 좌표계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도

록 설정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open-source for robot arms

Name DOF CAD
FILE

Controller
/Firmware

Size/
Volume

Easiness of 
Assemble

Skyentific[9] 6 STL, 
STEP

Arduino Mega
/Low level ★★★ ★★★

Moveo[10] 6
STL,

Solidwo
rks

Arduino Mega
/Marlin lib ★ ★★

Thor[11] 6 STL, 
STEP

Arduino Mega
/GRBL lib ★ ★★

Kauda[12] 5 STL Arduino Mega
/Low level ★★★ ★★

Faze4[13] 6 STL
Teensy

/Lowlevel, 
Matlab

★★ ★★

AR4[14] 6 STL Teensy+Arduino
/Company own ★★ ★

Fig. 1 The selected robot (Skyentifi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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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에 설정된 좌표계를 바탕으로 D-H 파라메터를 구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다. 링크의 길이 정보는 로봇의 3D 모델 정보

로부터 얻은 값들이다. 여기서, θ와 d는 연속되는 두 좌표계간의 

z축에 대한 회전과 z축 방향으로의 거리를 나타내고, r은 공동법선

의 거리, 즉 링크의 길이를 나타내며, α는 연속되는 좌표계의 z축 

사이의 각도를 나타낸다.

3.2 순기구학 해석
D-H 표현법에 따르면, 이전 좌표계와 현재 좌표계간의 동차변

환행렬은 식(1)로 정리가 된다[15].

(1)

그리고, 식(1)과 Table 2의 파라메터를 입력하여 모든 동차변환

행렬을 식(2-1)~식(2-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1)

(2-2)

(2-3)

(2-4)

(2-5)

(2-6)

여기서, c1, s1는 cosθ1과 sinθ1을 각각 나타낸다. 그리고, 베이스 

좌표계에서 바라보는 말단장치의 좌표계는 식(3)과 같이 식(2-1)~
식(2-6)에서 구한 각 좌표계간의 동차변환행렬의 곱으로 표현된

다. 따라서 조인트의 모터 각도에 따른 말단장치의 위치를 구하는 

순기구학의 문제를 식(3)으로 풀 수 있다. 

(3)

3.3 역기구학 해석
말단장치의 위치와 방향에 따른 각 조인트의 각도를 구하는 역

기구학의 문제는 로봇의 기하학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도식적인 방

법과 동차변환행렬을 이용한 대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선정한 로봇에서는 말단장치의 위치는 손목까

지의 조인트 회전각도(θ1, θ2, θ3)로 정하고, 방향은 손목 이후로 

조인트 회전각도(θ4, θ5, θ6)로 정하는데, 말단 장치의 위치를 위한 

회전각도는 도식적인 방법으로 구하고, 방향을 위한 조인트 회전

각도는 대수적인 방법으로 구하였다.
말단 장치의 위치와 방향정보는 식(4-1)과 식(4-2)와 같이 각각 

벡터로 정의할 수 있고, 방향은 다양한 회전의 조합으로 정의가 

가능하고, 본 연구에서는 z-y-z 오일러 각도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4-1)

Fig. 2 Kinematic diagram of the selected robot 

Table 2 D-H parameters for the robot
Joint θ (deg) α (deg) r (mm) d (mm)

1 θ1 -90 r1 (47) d1 (133)
2 θ2-90 0 r2 (110) 0
3 θ3 -90 r3 (27) 0
4 θ4 90 0 d4 (117)
5 θ5 -90 0 0
6 θ6 0 0 d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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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우선 손목 이전 조인트 회전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식(4-1)과 식

(4-2)에서 주어진 위치와 방향정보(z-y-z 오일러 각도)를 이용하여 

식(5)와 같은 동차변환행렬을 우선 구할 수 있다. 이는 곧 베이스 

좌표계에서의 말단장치 좌표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손목점의 위치

는 말단장치의 길이를 고려하여 식(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5)

(6)

Fig. 3(a)와 3(b)는 각각 베이스에서 손목점까지의 링크를 x-y 
평면과 x-z 평면상으로 투영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Fig. 3(a)로
부터 첫번째 조인트의 회전각도(θ1)를 식(7)로부터 구할 수 있다. 

(7)

그리고, Fig. 3(b)의 θ2와 θ3는 각각 식(8)과 식(9)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8)

(9)

여기서, β1는 식(10)에서와 같이 2번 조인트의 중심과 손목점 

사이의 각도를 나타내는데, 이때 h1과 h2는 2번 조인트의 위치와 

손목점 사이의 간격으로 식(11)과 식(12)에 의해 정해진다. 

(10)

(11)

(12)

β2는 j2-e-j3으로 이루어진 삼각형(빨간색)에 코사인 2법칙을 적

용하여, 식(13)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13)

여기서, h0과 h3은 아래와 같이 각각 정의된다.

(14)

(15)

γ1 역시 j2-e-j3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에 코사인 2법칙을 적용하

여, 식(1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6)

γ2는 로봇의 기하학적 정보에 의해서 식(17)과 같이 정해진다. 

(17)

식(10), (13), (16), (17)로 구해지는 각도를 식(8)과 식(9)에 

대입하여 손목의 위치를 결정하는 3개 조인트의 각도를 구할 수 

있다. 
나머지 조인트들은 말단장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들로 회전

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하는데, 식(3)의 동차변환행렬에서 회전행

렬만을 사용하여 식을 다시 전개하면, 식(1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8)

여기서, 조인트 1, 2, 3의 회전 각도(θ1, θ2, θ3)는 손목점의 위치 

정보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식(19)와 같이 값이 계산이 완료된 항목

과 미지수의 항목으로 식(18)을 다시 정리할 수 있다. 

(19)

한편, 말단장치의 위치 및 자세 정보로부터 구한 동차변환행렬식

(5)로도 베이스에서 말단장치까지의 회전행렬 값( )을 구할 수 

Fig. 3 (a) Projection view on x-y plane, (b) Projection view on 
x-z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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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 값은 궁극적으로 식(19)와 동일하기 때문에 식(20)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고, 이를 전개하면 식(21)과 같이 얻을 수 

있다. 

(20)

(21)

여기서, 좌변은 계산된 회전 각도(θ1, θ2, θ3)와 말단장치의 위치, 
방향의 정보로 얻어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양변 행렬의 원소 비교를 

통해서 나머지 조인트의 회전 각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2)

(23)

(24)

식(22), 식(23) 및 식(24)를 통해서 얻어지는 조인트 회전 각도는 

두 가지 세트로 나타나며, 각각의 세트는 손목이 위로 가거나(wrist 
up) 손목이 아래로 가는(wrist down)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4. 궤적 생성
궤적은 경로와 달리 시간에 따른 말단장치의 위치와 방향을 정

의하기 때문에 시간의 함수로 정의한다. 궤적 생성은 로봇의 응용

분야에 따라서 말단 장치의 위치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과 조인트

의 회전각도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에는 매시간 말단 장치의 위치에서 역기구학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한다. 후자의 경우는 

말단 장치의 지정된 통과지점에서만 역기구학 문제를 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 두 방식이 

궤적 생성의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

에서는 낮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조인트의 회전 각도를 대상

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여러 구간에서의 변위와 속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3차 다항식의 궤적이 사용되며, 또한 가속도의 연속성까지 

보장하기 위해 5차 다항식의 궤적이 사용되기도 한다. 반면, 가속-
등속-감속의 구성으로 선형구간을 가지는 궤적함수도 있는데, 이
는 1차 다항식으로 앞선 고차 다항식보다 간단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채택하여 시뮬레이터에서 구현하였다.
Fig. 4는 선정된 궤적함수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궤적은 시작

점과 끝점 사이에 가속-등속-감속구간이 존재하고, 각 구간에서의 

궤적 함수는 식(24)와 같이 정의된다[15]. 

(25)

여기서 α, ωi, ωf, ω0 는 감가속구간의 가속도, 초기속도, 최종속

도, 등속구간에서의 속도를 각각 나타내며, ta, tb, tf 는 각각 가속 

종료시간, 감속 시작시간, 그리고 종료시간을 각각 나타낸다. 또한, 
여러 구간 통과하는 궤적을 생성할 경우에는 이전 구간의 최종속

도를 다음 구간의 시작속도와 동일하게 하면 여러 궤적을 매끄럽

게 연속 이동할 수 있다. 

5.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는 LabVIEW로 작성하였고, Fig. 5에 개발된 시뮬레

이터의 구성과 기능을 나타내었다. Fig. 5(a)는 시뮬레이터의 전체

화면을 나타내며, 로봇의 3차원 형상을 보여주는 화면과 기능에 

따른 설정값 입력과 계산 결과를 출력하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기능은 탭으로 분리되어 있어, 해당 탭을 선택함으로써 기능

선택이 가능하다. On-line 모드에서는 시리얼 통신으로 로봇제어

기(arduino mega)와 연결되어 로봇을 제어하게 된다. 로봇을 제어

하는 방식은 조인트의 회전각도를 제어하여 말단장치의 위치를 제

어하는 순기구학 방식과 말단장치의 위치를 지정하여 로봇을 구동하

는 역기구학 방식이 가능하다. 이들 두 방식은 각각 “Forward”, 
“Inverse” 기능에서 구현되었으며, 두 기능 모두 명령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구간에서의 연속적인 궤적운동이 가능하다. 
또한, 궤적생성에 필요한 각 구간에서의 설정값들도 조정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Simulation”과 “Multipoint” 기능은 단일 지점에 

Fig. 4 Trajectory of linear segments with parabolic bl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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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역기구학 해석과 연속지점에 대한 역기구학 문제를 다루는데, 
로봇으로는 제어명령이 전송되지는 않도록 설계하였다. 마지막으

로 “Error Analysis”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에서는 주어진 말단장

치의 자세정보로 역기구학 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조인트 변수값들

을 이용하여 순기구학 해석을 수행하여 얻은 자세 정보를 명령 자

세와 비교하여 구하였다. 이론적인 계산에서는 수치연산의 오차로 

인한 수준(10-14 mm)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확한 역기구학 해석

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선정한 로봇 

팔은 스텝모터로 구동되기 때문에 스텝모터의 최소 회전 각도, 모
터 드라이버의 마이크로 스테핑의 단계, 및 각 조인트의 감속비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Error Analysis”에서는 이들 오차

를 구할 수 있어 실제 로봇제작시 주요 동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도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Fig. 6은 “Error Analysis” 기능으로 구한 오차를 나타내는데, 
Fig. 6(a), (b), (c)는 각각 16단계의 마이크로스테핑 설정에서 말

단장치를 x, y, z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동안의 오차를 나타내는 

데, x, y축 방향으로의 이동시에는 y, z축 방향으로의 위치 오차가 

크게 나타나고, z축 방향으로의 이동 시에는 x, z축 방향으로의 

위치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Fig. 6(d), (e), (f)는 각기 다른 마이크

로 스테핑 단계에 따른 z축 방향으로 이동시 위치 오차를 나타낸

다. 마이크로 스테핑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위치 오차가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On-line/Off-line 모드의 선택은 시뮬레이터가 최초 실행될 때, 

선택할 수 있으며 On-line 모드 선택시 로봇제어기와의 통신포트도 

선정할 수 있다. Off-line 모드는 로봇이 없는 경우에 시뮬레이션만을 

수행하는 모드로서, 로봇으로의 명령전송만 되지 않고 On-line 모드

와 동일한 기능들을 가지므로 로봇과 연결되지 않은 Off-line 모드에

서도 동일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다. 각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https://url.kr/gdume4), 추가

적인 동작 내용도 동영상(https://youtu.be/IkNIgSDcMDk)으로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뮬레이터는 인스톨 가능한 

형태로 공개하여 (https://url.kr/j8fxui), LabVIEW 소프트웨어 없

Fig. 5 (a) Front panel of simulator and forward tab (b) Image 
of inverse tab, (c) Image of simulation tab, (d) Image of 
multipoint tab, (e) Image of error analysis functions 

Fig. 6 Error Analysis results (a) Errors while x motion, (b) Errors 
while y motion, (c) Errors while z motion, (d) Errors while 
z motion with 1 microstepping (e) Errors while z motion 
with 16 microstepping, (f) Errors while z motion with 32 
microstepping. (xp:150 mm, yp:0 mm, zp:175 mm, αz, βy, 
γz:45°, step angle: 1.8°, microsteppin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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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구든지 윈도우즈 환경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6. 로봇 제작 및 구동
로봇 제작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공개된 부품리

스트에 있는 동일한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한 사양의 부품들로 대체하여 로봇을 제작하였다. 로봇 구조물의 

대부분은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의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재료는 PLA (poly lactic acid)를 사용하였

다. 프린팅 조건은 적층 두께 0.2 mm, 채움비 20%로 설정하였는데, 
공개자료에서는 로봇구조의 강성향상을 위해 탄소섬유판으로 제작

한 부품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부품도 3D 프린터로 가공하

였다. 이로 인한 기구부의 강성저하가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로봇의 구동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 7은 제작된 로봇과 로봇 제어시스템의 구성도를 나타낸것이

다. 제어기로는 Arduino Mega2560을 사용하였고, 여러 개의 스텝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용도의 인터페이스 보드로 RAMPS 1.4 
(Reprap Arduino Mega Pololu Shield)를 사용하였다. 스텝모터 

드라이버는 모터에 걸리는 부하를 고려하여 2가지 종류를 사용하였

는데, 첫 번째 종류인 TB6560은 최대 3A까지 출력 가능하고, 대형 

방열판이 부착되어 있어서 큰 부하가 걸리는 조인트 1, 2, 3번의 

모터에 사용하였다. 다른 모터 드라이버는 DRV8825로 부하가 작게 

걸리는 조인트 4, 5, 6번 모터에 사용하였다. 동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ig. 8과 같이 구멍난 블록을 대상으로 수직 방향으로의 

Peg-in-Hole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의 Peg-in-Hole 운동을 실시하

고, 여러 방향으로 구멍이 있는 구조물을 대상으로도 임의 방향으로

의 Peg-in-Hole 운동도 실시하였다. 개발된 시뮬레이터에서 구멍의 

위치와 말단장치의 위치를 입력하였고, 시뮬레이터에서 역기구학 

해석으로 구한 조인트의 회전각도로부터 궤적을 생성하여 로봇제어

기를 명령치를 전송하여 로봇이 성공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수행결과는 다음 링크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https:// 
youtu.be/FvoBF-1HXFY)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공개된 오픈 소스 로봇팔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

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정된 로봇팔을 대상으로 순기구학, 역기구

학의 기구학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픈소스 로

봇팔을 구동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뮬레

이터에서는 단일점에서의 순기구학과 역기구학의 문제 해석뿐만 

아니라, 궤적 생성을 통해 여러 목표 점의 문제도 다룰 수 있도록 

하였고, 제작된 로봇을 대상으로 시뮬레이터와 연계한 연속적인 

궤적 운동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계요소 및 구동기의 한

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실제 로봇 설계와 제작 시 위치결정 능력을 미리 확인하고 이를 

향상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개발된 시뮬레이터는 로봇의 동역학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으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동역학 해석도 수행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되며, 향후 ROS와의 연계를 통하여 여러 다른 오픈소스 

로봇팔의 모델도 추가하여 로봇팔의 이론적인 이해도를 더욱 높이

면서 로봇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도 본 시뮬레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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