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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존하는 트롤망(trawl-net)과 피싱어구(fishing-

net)와 같은 어구 시뮬레이션은 그물의 움직임을 표

현하는 물리기반 운동방정식의 정확성과, 그리고 배

의 움직임에 따라 그물을 펼치고, 접는 동작을 3차원 

그래픽으로 재현하는 시각성에 초점을 두고 많은 연

구가 진행되었다[1]. 이에 반해 그물과 어군 사이에 

일어나는 운동을 시뮬레이션 할 때, 가장 핵심이 되

는 충돌 검출의 구현은 질점정보를 가지고 표면을 

재구축하는 작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표면 없이, 단

순화된 도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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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해 물고기 어군과 그물을 감싸는 단순화된 입체

도형, 즉 구(sphere), 육면체(cube), 원통(cylinder)등

으로, 각각의 두 도형 사이의 충돌 여부를 검사한 후 

어군 운동을 발생시키는 정도였다. 이와 같은 기하학 

구조의 충돌 시스템은 어군 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충돌 당시의 그물과의 거리이거나, 이에 

반응하는 그물의 충돌체를 의미하는 기하학 도형과

의 반사각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이와같이 단순화된 

기하학적 구조의 충돌체 도형은 실제 그물 모양과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필히 어군의 움직이는 방향 

계산에 오차가 생김으로 인해, 잘못된 어군 운동 결

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충돌체 구현시, 단순화시킨 기하학

적 구조가 아닌 실제 그물이 유영하며 만들어내는 

표면을 재구축한 후, 이를 그대로 어군에 대한 운동

방정식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에 기존 방법들에서는 

이런 표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질점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응되는 삼각형의 표면을 수작

업으로 만든 후 파일로 제작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작업 방식의 문제는 질점의 수가 

많은 경우 하나의 그물 표면 파일을 만드는 데에도 

시간 소요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고, 물리적으로 

작업량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경우

도 생긴다. 게다가 계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하

여 그물의 수, 질점의 수가 늘어날 수록 그 비용의 

증가도 함께 동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수작업의 

특성상 작업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잘못된 데이

터를 입력할 횟수도 증가하게 되고, 그러한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 또한 추가적인 비용으로 단점이 된다.

그리고 Park[2]의 논문에서 트롤 그물의 y축 방향으

로 세운뒤, 입구를 벌린뒤 중력이 작용한는 구를 떨

어뜨려 질점들의 위치를 잡고, 이후 표면을 재구축하

는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전통적

인 수작업 방식보다는 속도면에서 향상을 가져왔으

나, 단순한 구의 중력운동에 기반하다보니, 재구축 

근사율이 높지는 않았다. 그래서 개선된 제안 시스템

에서는 실제 그물의 운동방정식에 기반한 유영을 적

용하여 질점을 펼쳐 위치시킴으로서 근사율을 더욱 

향상 시켰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자동화로 

시간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상호작용을 통해 효율성

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트롤 어구 표면을 재구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기존의 수작

업 방법에서 사용했던 질점 관련 입력데이터를 기반

으로 해서, 그물의 기하학적 구조의 특성을 바탕으로 

각 질점들을 재구축할 표면의 상대적 위치로 초기화 

시킨 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그물의 운동 방

정식을 적용하여 조류, 부력의 환경에서 유영할 때의 

질점간의 상대적 위치를 재배치한다. 이 과정에서 필

요에 따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위치 재배치 

작업을 가능케함으로서, 반복 연산의 횟수를 줄여 효

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 후, Scale-Space Meshing

기법을 통해 그물의 표면을 자동으로 재구축한다. 마

지막으로 이렇게 재구축된 시각화된 표면과 질점들

을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위치와 모양을 한 번 

더 재보정하도록 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더 높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의 수작업 방법보다 제작 속

도 면에서 향상되었고, 정확성 측면에서도 근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된 

트롤 표면 재구축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을 소개하

고, 3장에서는 각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한다.

4장에서는 실험결과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5장에

서는 결론으로 마무리 한다.

2.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그물 표면 자동 재구축 시

스템의 전체 구성도는 Fig. 1과 같다. 제안 시스템은 

크게 3가지의 처리기로 구성되며, Input Data Con-

trol, Location Processor, Reconstruction Processor

순으로 단계별로 동작한다. 첫 번째, Input Data

Cotrol은 트롤(trawl) 그물을 구성하는 각 질점들의 

Fig. 1. System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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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입력을 처리한다. 두 

번째, Location Processor는 펴지지 않은 그물로부터 

표면 재구축을 위한 질점들의 위치를 배치하는 기능

을 담당하는데, Classification단계에서 트롤 그물의 

특성에 따른 질점들을 4영역으로 나누어 입구를 구

분짓고, Opening단계에서는 힘을 적용해 그물의 입

구를 벌린다. 그리고 Physics Simulation 과정에서 

물리기반의 그물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 질점의 위치

를 배치한다, 이때 사용자 상호작용을 통해 위치 배

치의 시간 효율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Reconstruction Processor는 point clouds에서 표면

을 재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 

상호작용을 통해 표면을 보정함으로서 표면 재구축

을 완성한다.

3. 구  현

3.1 Input Data Control

입력 데이터는 그물 파일을 말하며, 시뮬레이션에

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질점-스프링 모델의 정보로 이

루어져 있다[3]. 질점은 기본적으로 질점의 번호, 무

게, 표면적, 질점 종류를 가지며, 종류로는 Fig. 2 처

럼 끌줄, 침자, 뜸, 전개판 그리고 망으로 나눠진다.

스프링은 연결시키는 두 질점의 번호와 질점 간의 

장력 계수, 질점 간의 거리 정보를 가진다. 또한 수중

환경을 고려한 움직임을 생성하기 위해, 수온, 염분,

밀도, 빛, 소리, 수압, 부력 등 다양한 실제 수중환경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온과 염분 분포의 

상태을 분석한 Youn[4]의 상태 방정식을 통해 수중 

환경의 시뮬레이션의 사실성을 높였다.

3.2 Location Processor

Location Processor의 역할은 쉽게 말해 다음단계

의 Reconstruction Processor에서 표면 재구축을 하

기 위해서 필요한 질점 간의 적정 거리를 만들어 주

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질점 간의 적정 거리는 실

질적으로 그물이 펼쳐지고 바다에서 유영하는 상태

의 질점 간 거리를 의미한다. 중층 그물과 같은 경우

는 해저 바닥과의 충돌이 없어 유영하는 상태에서의 

질점 간 거리가 표면을 만드는데 이상적일 수 있지

만, 해저 바닥을 쓸듯이 움직이는 저층 그물의 경우 

바닥 표면에 닿는 질점들이 불안전하게 움직이며 꼬

이게 되는데 이는 유영상태가 오히려 표면 정보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입구가 하나라는 트롤 

그물의 기하학적인 구조와 질점-스프링 모델의 동역

학적 운동 방정식을 토대로 초기 시뮬레이션을 진행

한 후, 이어서 그물 운동방정식이 적용된 유영상태를 

시뮬레이션하여 질점간의 적정 거리를 만들어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시각화되어 그물이 펼쳐지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용자 상호 작용을 통해 입구의 

위치를 잡아줌으로써 반복 연산을 줄여서 계산 효율

성을 높였다.

3.2.1 Classification

트롤 그물의 기하학적 구조는 Fig. 3과 같다. 질점

-스프링 모델을 가지는 그물의 측면(A)과 정면(B)을 

3차원으로 렌더링한 모습이다. 전개판과 뜸, 전개판

과 침자 사이의 망자를 제외한 망자들로 그물의 표면

이 이루어져 있다. Classification 단계에서 Fig. 3에

서와 같이 상단에 위치하는 뜸, 하단에 위치하는 침

자, 그리고 좌우에 위치하는 각각의 전개판을 구분해 

낸다.

Fig. 3의 (A)처럼 그물 입구가 실제 트롤과 같은 

수평방향을 향하도록 한 후, 운동 시뮬레이션을 진행

하고 그 결과 위치를 가지고 표면을 재구축한다. 또

한 이러한 유영 운동을 통해 그물을 펼칠 경우 운동

식이 적용된 위치를 찾기까지 반복된 연산으로 인한 

시간 소모가 크므로, 초기 단계에 사용자 조작을 통

해 그물의 입구를 벌어지도록 하였다. 이에 먼저 그

물의 입구를 벌리기 위한 힘을 가할 대상 질점을 구

분하도록 하였다. Fig. 3의 측면도(A)와 같이 트롤 

어구는 그물의 입구가 뜸과 침자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기하학적 구조는 뜸과 침자가 멀어질수록 그물

이 위아래로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특

징을 갖는 질점의 종류로 전개판이 있으며, Fig. 3의 
Fig. 2. Mass-Spring Model of Traw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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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B)처럼 이는 2개로 좌우에 하나씩 달려 있으

며 그물 유영 시 그물의 입구를 좌우로 벌려주는 역

할을 한다.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해당 두 영역도 뜸

과 침자처럼 멀어질수록 그물을 좌우로 펼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Classification 단계는 이렇게 뜸과 침

자, 두 전개판의 4개의 영역과 나머지 영역으로 구분

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3.2.2 Opening

Fig. 4에서는 y축이 위를 향하는 데카르트 좌표계

를 사용한다. 분류 단계를 통해 4개의 영역을 구했다

면 4개의 영역들은 x축 값을 고정으로 두고 그물이 

펼쳐지도록 y-z 면과 평행하게 사방으로 퍼지게 힘

을 가한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반례로 각각의 

질점에 힘을 동일하게 주거나 혹은 임의로 다양하게 

줄 경우에, 이러한 2가지 경우 모두다 한쪽 방향으로 

힘이 강하게 쏠려 한 영역에 끌려가는 문제를 야기시

킨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질점의 무게가 

다른 경우와 4개의 영역에 각각 속하는 질점이 모두 

균일한 갯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질점 간

의 적정거리를 줄 수 없어 표면 재구축 시 오차율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식

(1)에 따라 힘을 분배한다.

예를 들어 그물을 정면 방향 기준에서 4개의 영역

으로 나누었을 때 매개변수 s는 1에서 4까지 영역으

로 구분하고, P(s)는 s영역의 질점에 가할 힘, P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힘의 크기, N(s)을 x영역의 

질점 수라고 할 때 다음 식을 따른다.

   (1)

힘 P(s)를 통해 트롤 그물의 입구를 구성하는 질점

이 당겨지면, 질점-스프링 모델의 운동 방정식에 따

라 연결된 질점들도 펼쳐지기 시작한다[2]. 하지만 

입구와 멀어질수록 질점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는데 

Fig. 3. Trawl-Net Redering. (A) left side view , (B) front view.

(A) (B)

Fig. 4. Opening of Trawl Gate. (A) front view, (B)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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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의 (A)-2 처럼 그물의 입구에서 거리가 먼 질

점들은 거의 같은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이 경우 표

면 재구축 작업시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물의 꼬리쪽 방향으로 뭉쳐진 그물은 다음 단계의 

Physics Simulation 과정에서 x축 방향의 유영을 통

해 조류와 부력이 적용된 실제 그물과 같이 물의 저

항으로 인해 안쪽의 질점도 영향을 받아 펼쳐지게 

된다.

3.2.3 Physics Simulation

이 단계에서는 실제 그물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

표면을 구성하기 위한 질점들의 위치를 자동으로 재

배치한다. 이때 트롤을 구성하는 각 질점의 운동 방

정식은 다음의 식(1)과 같다

)F(F)FF(FFF bdbclcdcg(t) +++++= (1)

Fg는 중력이고, (F c+F cd+F cl)은 조류의 힘이고,

(Fb+Fbd)는 부력을 나타낸다. 조류의 성분 Fc는 조

류의 벡터, F cd는 객체에 영향을 주는 조류의 항력

(drag force), 그리고 Fcl은 조류가 객체를 띄우게 만

든 힘인 양력(lift force)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력 성

분 Fb는 부력의 힘, Fbd는 부력의 항력(drag force)

을 의미한다. 이러한 운동방정식의 적용을 통해 물의 

저항으로 인해 안쪽의 질점도 조류의 저항과 부력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그물이 펼쳐지게 된다. 다만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런 유영 시뮬레이션의 결과 

질점의 위치는 저층 그물에서는 바닥표면의 끌림등

의 외란요소로 인해 꼬임이 발생하고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여, Reconstruction Processor에서 사용하기 

위한 질점 간의 적정 거리를 만드는 작업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제안 시스템에서는 그물이 어느정

도 펼쳐진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직관적으

로 사용자가 재배치 작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3.2.4 Location User Interaction

최초의 한 점에 뭉쳐있는 형태의 질점 입력 데이

터를 Classiffication에서 트롤 그물 입구를 4영역으

로 구분한 후, Opening에서 4방향으로 힘을 가해 벌

리게 되면, 한점에 뭉쳐있는 질점들이 정면(=z축방

향) 시점에서 봤을 때 세로방향(=y축 방향)으로 일자

로 배치된 형태를 갖게 된다. 그리고, Physics Sim-

ulation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여 그물의 유영을 시

작하면, 질점들이 자연스럽게 수평가로방향(=x축 방

향)으로 길게 펼쳐지게 된다. 반복적인 연산을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도 수직(=y축방향)으로 질점들이 

펼쳐지겠지만 시간 소모가 크다. 그래서 Location

User Interaction단계에서 사용자가 Fig. 5의 (A)처

럼 우측,하단 혹은 (B)처럼 좌측의 질점을 잡고 펼쳐

주게 되면, 질점의 위치 배치작업 시간이 줄어들어 

연산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운동 방정식에 의해 자동

으로 위치를 잡을 때까지 무한정 대기하는 것에 비

해, 사용자의 몇 번의 상호작용을 거쳐 위치를 잡게 

하는 방법이 연산시간도 줄이고, 시각화된 환경에서 

직관적으로 펼침으로 정확성도 더 보장한다.

3.3 Reconstruction Processor

이 단계에서는 트롤 그물의 표면을 재구축하기 위

한 알고리즘으로 Scale-Space Meshing 기법을 적용

한다[5]. 그물 표면 재구축과 관련하여 Scale-Space

Meshing 기법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다.

(A) (B)

Fig. 5. User Interaction for Location.(A) right-bottom action, (B)left sid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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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put으로 들어간 모든 질점 데이터가 mesh(표

면)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인 표면 재구축 알

고리즘에서 이런 특징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무수한 포인트들로 단순 평면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면 모든 포인트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수를 

줄이면서 표면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5]. 하지만 현재 본 논문의 질점-스프링 모델 그물의 

경우 표면은 모든 질점을 통해 이루어지며, 하나의 

질점도 누락되어선 안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은 

본 논문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웃의 수(neighborhood)와 반경 추정에 쓰인 

샘플 포인트의 수(samples)를 입력으로 하며, 이에 

따라 표면 재구축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질점의 

분포도, 질점의 수에 따라 다르게 줄 필요가 있는데,

이웃의 수의 경우 그 수가 크면 질점들의 일부가 매

우 낮은 밀도를 가질 경우 늘릴 수 있으며, 그물의 

얇은 특징을 나타내야 하는 경우는 그 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샘플 포인트의 수의 경우, 질점의 형태가 

매우 불규칙할 때 그 수를 올려서 해결 할 수 있다.

∙입력 데이터의 순서는 상관없다.

∙결과로 나온 모든 삼각형 표면의 노말 값은 밖

을 향하게 된다.

위와 같은 특징을 기반으로 Reconstruction Pro-

cessor 단계에서는 Fig. 6의 (A),(B)에 나타나는 것

과 같이 이전단계의 Location 처리기를 통해 추가된 

질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하여, 트롤 그물의 표면

을 자동으로 재구축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생성된 표면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불필

요한 부분을 수정, 삭제하는 기능의 사용자 상호작용

을 통해 보정을 한 후, 재구축된 표면을 완성한다.

Fig. 6의 (A)에서 그물 입구 방향부터 질점이 잘 펼쳐

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뒷쪽 꼬리 부분에서

도 적당한 간격으로 펼쳐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측면 (B)에서는 세로방향(=y축 방향)으로는 그

물 질점의 거리가 좁고 뭉쳐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그물에서도 이와 같이 펼쳐

지며, 초기 실측 정보를 가진 질점 입력 데이터를 보

완하면, 꼬리부분도 재구축된 표면의 형태가 보완되

어질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4. 실험 및 결과

Table 1 은 입력 질점 수에 따른 재구축(Recon-

struction) 연산 시간을 나타낸다. 질점이 600개 이하

(589개)에서는 52초, 즉 1분도 걸리지 않은 반면, 입

력 질점이 2000개 이상일 경우는 600초(10분)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2]의 시간과 동

일한 성능을 보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트롤 그물 재구축의 정확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1)실측 정보를 가지고 그물의 표면을 재구축[ground-

(A) (B)

Fig. 6. Reconstruction of Surfaces. (A) front view, (B) side view.

Table 1. Time Cost of Reconstruction

no.
Number of
Node

Time Cost
(Proposed System)

(n) (sec)

1 161 10

2 164 12

3 589 52

4 1920 600 more

5 3200 600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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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한 결과를 기반으로 2)기존 연구[2]의 세로수

직(=y축 방향)으로 고정한 후 중력이 작용하는 구

(sphere)를 그물에 넣는 방식으로 표면을 재구축한 

방법과 3)제안 시스템의 그물 유영 운동 방정식과 

사용자 상호작용을 적용한 표면 재구축 기법을 비교

하였다. 표면을 구성하는 삼각형(mesh)의 생성 개수

를 비교하였고, 검증을 위해 총 4번의 실험을 통해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Table 2의 일치율(matching rate)은 ground-truth

의 각 삼각형 표면의 세트들과 1)기존 연구[2]과 2)제

안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 낸 삼각형 표면의 세트의 

일치하는 개수의 비를 결과로 도출한 것이다. 수치적

으로 제안 시스템은 질점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만들 수 있는 삼각 Mesh의 종류가 많아지기 때문에 

ground-truth와의 일치율이 낮아지는 요인이 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고, 또한 결과적으로 앞선 연구

[2]보다는 향상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의 경우 (A)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작업

으로 만든 그물 표면[Ground-truth]과 (B)기존 연구

[2]로 재구축한 표면과 그리고, (C)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시스템을 통해 만든 그물 표본의 차이를 보여준

다. Fig. 8의 상단  (A)-1,(B)-1,(C)-1 은 최종적으로 

재구축된 표면의 정면을 나타내고, 하단의 (A)-1,

(B)-2,(C)-3 은 측면을 보여준다. 제안 시스템의 재

구축된 표면의 집합은 Ground-truth 대비 유사함은 

일치율과는 다르게 거의 흡사함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의 방법[2]과도 더욱 근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단조로운 기하학 구조에서 

오는 시뮬레이션의 오류에 대해 설명하였고, 해당 문

제에 대한 기존 방식의 해결법과 시간적 소요의 문제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그물 재구축

시 시간 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물의 동역학

적 운동방정식과 기하학적 구조의 특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500개 이하에서는 1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에 그물의 표면을 만들어 내어, 기존의 질점-스

프링 그물 데이터에서 표면을 만드는 데 비용과 시간

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었고, 트롤 그물의 표면 재구

축 결과도 실측 데이터의 모델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수치적인 측면에서 일치

율을 더 높여 정확도를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Table 2. Matching Rate

Test
no.

Previous work
Park[2]

Proposed
method

(%) (%)

1 62.82 69.31

2 61.73 71.48

3 65.70 75.81

4 65.70 71.12

average 63.99 71.93

Fig. 7. Comparison of Generated Triangle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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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

공학과 졸업(학사)
2017년～현재 부경대학교 IT융

합응용공학과 석사과정

(공학석사)
관심분야 : 컴퓨터 그래픽스, 물리

기반 3D 시뮬레이션

권 오 석

2012년 부경대학교 컴퓨터멀티미

디어공학 졸업(학사)
2014년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

공학과 졸업(공학석사)
2015년～현재 부경대학교 IT융

합응용공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컴퓨터 그래픽스, 3D의료영상 가시화, GPGPU

김 영 봉

1987년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

(학사)
1989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공학석사)
1994년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과

(공학박사)

1994년～1995년 삼성전자 정보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1995년～현재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공학과 정교수

관심분야 : 컴퓨터 그래픽스, 3D 컴퓨터 시뮬레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