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권, 제34권 제9호, pp. 1145~1151, 2010 

 

 

1145 

<학술논문>                      DOI:10.3795/KSME-A.2010.34.9.1145                       ISSN 1226-4873 

 

생체모방 소형 점핑로봇의 설계 및 시뮬레이션§
 

 

호탐탄*
 · 최성학*

 · 이상윤*† 

* 건국대학교 기계설계학과 

 

Design and Simulation of Small Bio-Inspired Jumping Robot 
 

Thanhtam Ho
*
, Sunghac Choi

* 
and Sangyoon Lee

*†
  

* Dept. of Mechanical Design and Production Engineering, Konkuk Univ. 

 

(Received January 8, 2010 ; Revised June 16, 2010 ; Accepted June 18, 2010) 

 

1. 서 론 

점핑(jumping)은 생물체가 지상에서 이동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매우 빠르면서도 에너

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붉은 캥거루는 70 km/h 의 속도로 점

프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1) 또한 점핑 보

행을 하는 생물체는 쉽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

으므로 다양한 지형에서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가

지고 있다.  

로봇과 같은 인공적인 기구에서 점핑 보행을 구

현하기 위해선 짧은 시간에 매우 큰 힘을 발생시

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점핑 기구의 설계와 

적합한 작동기가 점핑 로봇 개발에 핵심적인 요소

이다. 기구 설계와 작동기의 경우, 생물체의 점핑 

원리를 인공적인 시스템인 로봇에 적용하려는 시

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2~7)   

우선 근육-힘줄(muscle-tendon) 시스템의 에너지 

저장 원리를 모방하는 연구로서, 이 부류의 로봇

은 대개 스프링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점프

를 하게 되고, 작동기는 스프링을 압축하거나 신

장시키는데 사용된다.(2~5) 이 경우 작동기가 점핑 

기구를 직접적으로 구동하지 않기 때문에 작동기

가 빠르고 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로봇

들의 단점은 점핑과 착지의 제어에 어려움이 있다

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생물체 다리의 근골격계 시스템

Key Words: Jumping Robot(점핑로봇), Shape Memory Alloy(형상기억합금), Bio-Inspired Robot(생체모방로봇)  

초록: 본 논문은 형상기억합금 와이어에 의해 구동되는 점핑로봇에 대한 연구로서 기구의 설계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과 같은 척추동물 하지 근골격계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한 

구조의 점핑 기구를 설계하였다. 점핑 기구의 각 다리는 대퇴부, 정강이, 발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고, 

점핑에 필수적인 단일관절근육인 대둔근, 양관절근육인 대퇴직근과 비복근을 포함하는 구조이다. 각 

근육을 형상기억합금 와이어로 대체한 컴퓨터 모델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로봇의 최대 점핑 높이가 

로봇 신장의 약 4 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조가 보다 단순화된 로봇 모델과 점핑 성능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근골격계를 모방한 모델이 점핑 높이 면에서 3.3 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형상기억합금이 소형 점핑로봇의 작동기로 사용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design and simulation of a jumping-robot mechanism that is actuated by SMA 

(shape memory alloy) wires. We propose a jumping-robot mechanism; the structure of the robot is inspired by the 

musculoskeletal system of vertebrates, including humans. Each robot leg consists of three parts (a thigh, shank, and 

foot) and three kinds of muscles (gluteus maximus, rectus femoris, and gastrocnemius). The jumping capability of the 

robot model was tested by means of computer simulations, and it was found that the robot can jump to about four times 

its own height. This robot model was also compared with another model with a simpler structure, and the performance 

of the former, which was based on the biomimetic design, was 3.3 times better than that of the latter in terms of the 

jumping height. The simulation results also verified that SMA wires can be suitable actuators for small jumping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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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하여 인공적인 시스템에 적

용하는 연구이다.(6,7) 이 경우, 작동기는 생체근육

과 같은 기능을 한다. 따라서 작동기는 점핑 운동

의 특징을 반영하여 짧은 시간에 큰 힘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 예로 신장 0.9m 의 두 다리를 가

진 Mowgli 로봇(6)과 길이 0.6m 의 4 족 토끼 모방 

로봇(7)을 들 수 있다. 두 로봇에서 공통적으로 공

압작동기가 점핑 동작을 구현하기 위한 작동기로 

사용되고 있다.  

공압작동기는 점핑에 필요한 큰 힘을 내는데 강

점이 있고, 직선 운동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그러

나 공압작동기는 공압장치와 공압 공급원의 복잡

성으로 인해서 로봇을 무겁고 크게 만드는 단점이 

있다. 이는 소형 자기 충족형 이동로봇을 개발하

는데 큰 제약 요인이 된다.  

최근 인공근육작동기가 소형 이동로봇의 작동기

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8~11) 인공근육작동기 중에

서 형상기억합금(SMA: shape memory alloy) 작동기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형 점핑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작동기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SMA 는 자체 무게를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우므로 소형 로봇에 적합하다. 둘째, SMA 는 

원래 길이의 4 퍼센트 이상 변형이 가능하고, 중량 

대비 힘의 발생 능력이 우수하다. 셋째, SMA 는 

직선적으로 변형하는 작동기이므로 생체근육의 수

축과 이완 운동을 모방하는 기구에 적용하기에 적

합하다.  

본 논문에선 이러한 특징을 갖는 SMA 와이어

를 로봇의 작동기로 이용하고 인체의 하지 골격시

스템의 뼈대와 근육 구조를 모방한 점핑기구의 설

계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

하여 로봇의 점핑 성능을 입증함으로써 SMA 와

이어가 점핑로봇의 작동기로 적합함을 보이고자 

한다.  

2. 점핑로봇의 다리 설계 

점핑로봇이 성공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점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의 설계

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생물체, 특히 인

간과 같은 척추동물 하지 근골격계의 구조와 기능

에 대해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기구 설계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인간의 하지는 Fig. 1 과 같이 세 부분, 즉 대퇴

부(thigh), 정강이(shank), 발(foot)로 나뉠 수 있다. 

인간의 근골격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에 따

르면, 하지의 모든 동작은 아홉 개의 근육 그룹과 

힘줄계가 골격계와 연결되어 작동한다.(12~15) 각 관

절의 움직임에 미치는 근육의 영향에 따라 하지의 

아홉 개의 근육그룹은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근육 그룹은 한 개의 관절의 움직임에

만 영향을 미치는 단일관절근육을 포함한다. 단일

관절근육 그룹에는 Fig. 1 의 근육 중에서 장요근 

(iliopsoas), 대둔근(gluteus maximus), 광근(vastus 

group), 대퇴이두근(biceps femoris), 전경골근(tibialis 

anterior), 가자미근(soleus)이 해당된다. 반면에 양

관절근육 그룹은 두 개의 다리 관절에 동시에 작

용하도록 연결되어 있다. Fig. 1의 근육 중에서 대

퇴직근(rectus femoris), 슬굴곡근(hamstrings), 비복근

(gastrocnemius)은 양관절근육 그룹에 포함된다.  

단일관절근육 중에서 대둔근, 광근, 가자미근은 

점핑 시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한다.(17,18) 발생된 에너지는 근육이 연결

된 관절에 직접 작용하는데, 점핑 시 고관절과 무

릎관절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은 에너지가 발생되

므로, 잉여에너지가 존재하게 된다.  

양관절근육은 점핑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 특히 대퇴직근은 대둔근에서 발생된 

잉여에너지를 힙 (hip)에서 무릎으로 전달하고, 비

복근은 광근에서 발생된 잉여에너지를 무릎에서 

발목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점핑 시 양관절근육이 에너지 전달자의 역할을 수 

 

 
 

Fig. 1 Human's lower limb musculoskeletal system: the 
leg consists of three parts (thigh, shank, foot) that 
are actuated by nine kinds of muscle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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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므로 신체 하부 근육의 크기나 중량이 상대적

으로 적어도 다리의 하부를 수월하게 들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4 족 토끼 모방 로봇의 

경우, 로봇의 뒷다리가 양관절근육인 대퇴직근과 

비복근의 구조를 갖도록 설계하고 공압작동기를 

적용하였다.(7)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점핑로봇의 경우, 이와 같

은 척추동물 하지 근골격계의 구조에 기반하여 다리 

구조를 설계하였다. 우선 다리는 Fig. 1 의 근골격계 

구조와 같이 대퇴부, 정강이, 발의 세 부분으로 구성

하였다. 그리고 세 개의 회전 관절을 힙, 무릎과 발

목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근육의 경우, 아홉 개의 근

육 그룹을 Fig. 1과 동일하게 배치할 경우, 구조뿐만 

아니라 동작의 제어가 매우 복잡하게 되므로 일정 

정도의 단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때 점

핑에 필수적인 근육은 반드시 유지함으로써 점핑 기

능 수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단일관절

근육 중에서 대둔근은 힙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

는 주요한 근육이다. 이 에너지는 대퇴부와 몸통

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무릎까지 전달되므로, 

점핑 동작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에 해당

이 된다. 따라서 로봇의 다리 기구의 설계 시 대

둔근을 포함하였다.  

양관절근육은 에너지 전달 기능을 수행하는데, 

점핑의 경우, 무릎과 발목 관절의 회전에 크게 영

향을 주는 대퇴직근과 비복근이 특히 중요한 요소

이다. 이 근육들은 두 가지 목적으로 로봇의 다리 

기구 설계에 적용하였다. 첫째는 두 관절 사이의 

에너지 전달, 그리고 둘째는 무릎과 발목에서 에

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즉, 이에 해당되는 단

일관절근육인 광근과 가자미근의 기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둔근, 대퇴직근, 비복근이 적용된 점

핑로봇 다리 기구 설계 개념도를 Fig. 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1과 비교하면 로봇의 다리 기구가 전반

적으로 인체의 근골격 시스템을 모방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리를 움직이기 위한 세 가지 근육 

그룹인 대둔근, 대퇴직근, 비복근을 세 개의 SMA 와

이어로 대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2에서 SMA #1 (녹색)은 단일관절근육인 대둔

근에 해당한다. 그리고 SMA #2 (주황색)는 대퇴직근

에 대응되며, 이 근육은 무릎과 힙을 동시에 제어하

는 양관절근육이다. SMA #3 (청색)은 양관절근육인 

비복근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두 

개의 인접한 관절인 발목과 무릎 모두에 영향을 주

는 근육이다. 로봇의 점핑 동작에서, 비복근의 작용

에 의해 로봇이 앞으로 전진 이동하는 움직임을 얻

는 동안 대둔근과 대퇴직근이 로봇을 위로 들어 올

리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다.(6,19)   

Fig. 1 과 같은 인간의 하지 근골격계 구조와 달

리 로봇의 다리에선 아홉 개의 근육이 세 개로 크

게 감소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 개

의 스프링을 설치하였다. 이는 수동적인 스프링으

로서, 힙, 무릎, 발목의 세 관절에서 굴근(flexor)과 

신근(extensor) 쌍을 형성하도록 한 것이다. 점핑 

동작 시 스프링의 기능을 보면, SMA 와이어가 수

축할 때 스프링은 신장되게 된다. 반대로 SMA 와

이어가 수축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스프링은 SMA 

와이어가 본래의 형상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설계안의 도출 과정에서 SMA 의 고유한 

특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SMA 는 생체근

육과 비교될 정도로 큰 수축률과 큰 힘의 생성이

라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SMA 는 매우 가늘고 

가벼운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MMF150 SMA 와이어의 경우 수축률

은 4.5%, 지름은 0.15 mm이고 비중량은 112 mg/m

이다. SMA 와이어의 변형 원리는 가해진 열에너

지에 따른 온도 변화에 기인하지만, 실제로 와이

어의 양단에 적당한 전압을 가해 줌으로써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MMF 150 SMA의 경우, 작동 

전압은 20.7 V/m 이다.  
 

 
 

Fig. 2 Design of the robot leg with three leg parts (thigh, 
shank, foot) and three SMA wires for gluteus 
maximus (SMA #1), rectus femoris (SMA #2), 
and gastrocnemius (SM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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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핑로봇의 시뮬레이션 

2 절에서 제안한 점핑로봇 설계안에 기반하여 

컴퓨터로 로봇 모델을 생성하고, Working Model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였다. 이 시뮬레이션의 주요 목적은 Fig. 1 의 

척추동물 근골격계의 구조와 기능을 모방하여 설

계된 점핑로봇의 성능을 수직 점프 높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SMA 와이

어가 소형 점핑로봇의 작동기로 적합함을 검증하

는 것이다.  

또한 로봇 모델 다리를 Fig. 2 와 같이 대퇴부, 

정강이, 발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고, SMA 와이어

를 대둔근, 대퇴직근, 비복근에 대응하는 작동기로 

사용하였을 때 발생시킬 수 있는 점핑 능력과 각 

근육 그룹이 점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우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두 가지 모델

을 Fig. 3 과 같이 생성하였다. Fig. 3(a)는 모델 A, 

Fig. 3(b)는 모델 B 를 나타낸다. 두 모델의 동작은 

모두 시상면에서 일어나고, 앞다리와 뒷다리는 동

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 점핑로봇 모델의 몸체 

길이는 약 160 mm, 높이는 약 70 mm이고, 중량은 

약 70g 이다. 로봇의 몸체와 다리의 재료로 아크

릴 수지가 적용되었다. 

첫 번째 모델의 다리에서는 세 개의 링크를 가

지는 기구가 적용되었다. 즉, 대퇴부, 정강이, 발에 

대응되는 세 개의 링크로 구성되고, 각 링크의 길

이는 순서대로 35, 40, 25mm 이다. 또한 각 다리에 

세 개의 SMA 와이어가 적용되었고, 이는 위에서

부터 대둔근, 대퇴직근, 비복근에 대응된다. 그림

에서 로봇 다리의 세 관절인 힙, 무릎, 발목에 관

절 회전각을 α, β, γ로 표시하였다.  

한편 Fig. 3(b)의 두 번째 모델은 첫 번째 모델보

다 단순한 구조를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실제로 

소형 로봇을 제작 시 구조의 단순성은 큰 이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첫 번째 모델과 달리 

각 다리가 두 개의 링크로만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두 링크는 대퇴부와 정강이에 대응되고, 길이는 

각각 55, 40 mm이다. 그림에서 로봇 다리의 두 관

절인 힙과 무릎의 회전각을 각도를 α와 β로 표시

하였다. 또한 점핑 시 두 개의 SMA 와이어가 각 

다리를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 즉, 모델 B 는 비복

근에 대응되는 SMA 와이어가 제거되고, 발이 정

강이에 붙어 있는 구조이다. 그 외 재료와 로봇 

크기의 경우, 두 번째 모델은 첫 번째 것과 동일

하다.  

로봇 모델의 점핑 시뮬레이션은 Working Model 

소프트웨어에서 1 초간 수행되었다.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SMA 와이어는 MMF150 형으로서 수축률

은 4.5%이고 인장강도는 1.8kgf 이며, 최대 수축 

속도는 약 45mm/s 이다. 모든 SMA 와이어는 0.4

초에서 수축을 시작하도록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리고 각 모델에 사용된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

는 0.05 N/mm이다. SMA 와이어의 수축 시 작용하

는 힘에 비해서 스프링의 힘이 상당히 작은 것이 

유리하므로, 낮은 스프링 상수를 선택하였다. 또한 

로봇의 발과 바닥 사이의 마찰계수를 1 로 설정하

여서 로봇의 미끄러짐을 방지하였다. 그리고 시뮬

레이션 동안 로봇 프레임의 위치가 저장되도록 설

정하였다.  

Fig. 4 에서 각 모델의 점핑 동작을 연속적으로 나

타낸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의 (a)는 모델 A, 

(b)는 모델 B 의 점핑 동작을 나타낸다. 또한 Fig. 5

는 두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점핑 높이 면에서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점핑 높이는 각 모델의 무게

중심과 지면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Fig. 5에서 도

시한 것과 같이 두 모델은 0.4초에서 점핑을 시작하

였고, 점핑은 수직방향으로만 발생하였으며, 점핑 곡

선은 좌우대칭의 형상을 나타낸다.  

두 모델의 점핑 높이를 보면, 모델 A 는 로봇신

장의 4 배에 가까운 높이를 점프하였다. 반면에 단 

 

 
(a) 

 

 
(b) 

 
Fig. 3 Computer simulation models: (a) model A: three 

links and three SMA wires for each leg (b) model 
B: two links and two SMA wires for each 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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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구조의 장점을 가지는 모델 B 는 첫 번째 모

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점

핑 높이를 비교하면, 첫 번째 로봇모델이 두 번째 

모델에 비하여 약 3.3 배에 달하는 월등히 우수한 

점핑 능력을 보유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핑 능력 차이는 다리 기구 구조의 차

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모델 B 의 경우, 

척추동물 다리의 근골격 구조를 모방하여 설계된 

관절과 링크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적인 작동기 능

력 역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SMA 작동기의 작용으로 각 관절에서 발생하는 회

전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두 모델의 점핑 능력 차이

를 비교하였다. Fig. 6(a)에 도시한 것과 같이 모델 A

는 힙, 무릎, 발목의 세 관절에서 회전이 일어난다. 각 

관절의 회전각은 Fig. 3(a)의 α, β, γ에 대응되고, 회전 

방향은 시계반대방향이 정방향에 해당된다.  

로봇 모델 A 는 0.4 초에서 점핑을 시작하고 약 0.8

초에서 착지를 하는데, 관절각은 0.4 초에 회전을 시

작해서 약 0.025 초 만에 최대 회전각에 도달하고 있

다. 관절 별로 최대 회전각도의 크기를 보면, 힙은 약 

32도, 무릎은 약 54도, 발목은 약 40도이다.  

따라서 두 모델의 관절 회전을 비교하면, 모델 

A 의 힙과 무릎 관절이 약 1.6 배 빨리 회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전체적인 로봇의 점핑 

높이와 시간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이것은 모델 B 와 달리 모델 A 에 설치된 

비복근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발목 관절의 회전

이 무릎 관절에 영향을 주고, 무릎과 힙 사이 링

크인 대퇴부의 움직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 

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모델 B 의 경

우, 전반적인 점핑 능력이 모델 A 에 비해 떨어지

지만, 단순한 구조는 점핑로봇의 소형화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                     (b) 

 

Fig. 4 Simulation of the robot model’s jumping motion 
(a) model A (b) model B  

 
Fig. 5 Jumping height of robot models in computer 

simulation: model A (solid line) is found to be 
able to jump 3.3 times higher than model B 
(dotted line) 

 

 

(a) 

 

(b) 
 

Fig. 6 Variation of joint angles in computer simulation (a) 
model A: rotation angles at hip, knee, and ankle, 
(b) model B: rotation angles at hip and knee 



호탐탄 · 최성학 · 이상윤 

 

1150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소형 점핑로봇의 설계와 시뮬레

이션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인간을 포함하는 척추

동물 하지 근골격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점핑에 필수적인 세 개의 근육, 대둔근, 

대퇴직근, 비복근을 적용한 로봇 다리의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각 근육을 SMA 와이어로 대체한 컴

퓨터 모델을 개발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점

핑 성능을 검증하였다. 또한 각 다리에 두 개의 

링크와 두 개의 SMA 와이어를 적용한 보다 단순

화된 모델을 개발하였고, 두 가지 모델의 점핑 성

능을 비교하였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세 개의 링크와 지지 

스프링, 세 개의 SMA 와이어의 조합으로 이루어

진 첫 번째 모델이 우월한 점핑 성능을 가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생물체 다리 구조를 모방한 이 

기구는 로봇 모델 신장의 약 4 배를 점프할 수 있

었고, 두 번째 모델에 비해 약 3.3 배 높이 점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생체 모방 

로봇 설계의 유용성과 SMA 와이어가 소형 점핑

로봇의 작동기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SMA 와이어를 작동기로 상용한 소형 

점핑로봇의 개발을 위한 초기 연구이고 점핑으로 

이동이 가능한 소형 자율 이동로봇이라는 최종 목

적의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추가적인 연구들이 

향후 수행될 것이다. 특히 점핑으로 이동하기 위

해선 점핑 시 일정 거리를 전진할 수 있어야 하므

로 SMA 와이어를 작동시키는 최적의 순서를 찾

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도 생체모방적 연

구가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속적인 점

핑이 가능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제어 기법의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추가 연구를 통해

서 소형 점핑 로봇의 프로토타입을 제작, 실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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