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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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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tionHouseSDK
MotionHouseSDK는 MotionHouse의 모션 시뮬레이터, MotionGear를 구동시키는 모션 시
뮬레이터 제어 API입니다.

2. MotionHouseSDK 설치
MotionHouseSDK는 아래의 모션하우스의 홈페이지, Support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MotionHouseSDK 최신 버전은 2019110501입니다.
MotionHouseSDK 파일의 압축을 해제하면 설치 파일이 생성됩니다.

Setup.exe를 실행하여 Visual Studio 2017 재배포 패키지를 다운로드, 설치합니다.
만약 Visual Studio 2017 재배포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출력됩
니다.

이후 아래의 과정에 따라 MotionHouseSDKInstaller.msi를 실행하여 MotionHouseSDK를
설치합니다.

모터 드라이버와의 통신을 위한 Uart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x64용)

모터 드라이버와의 통신을 위한 Uart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x86용)

위와 같은 창이 출력되면 모든 설치 과정이 종료됩니다.

3. 폴더 구성

-

Document 폴더

MotionHouseSDK의 Reference guide(본 문서)가 들어 있는 폴더입니다.

-

D2, DriverLib, Driver 폴더

MotionHouseSDK에서 참조하는 Motor Driver의 셋팅 데이터 폴더 입니다.
콘텐츠 개발자는 이 폴더들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

Emulator

모션 시뮬레이터 없이, 콘텐츠 개발시 모션 시뮬레이터의 구동 형태를 볼 수 있는 애뮬레
이터를 포함하는 폴더입니다.

-

Lib

MotionHouseSDK 가 포함되어 있는 폴더입니다.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x86, 또는 x64에 복사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X64 폴더

X86 폴더

MotionHouseSDK.ini
MotionHouseSDK의 설정 파일입니다.
: 이 파일은 MotionHouseSDK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모든 콘텐츠에 포함되어야 하는 파
일입니다. 콘텐츠의 exe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 있어야 합니다. 설정 방법에 관하여는 문
서의 하단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MotionHouseSDK_x64.dll
MotionHouseSDK_x86.dll
MotionHouseSDK의 64비트 버전과 32비트 버전의 바이너리 입니다.
: 이 파일은 MotionHouseSDK의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핵심 파일입니다. Unity 또는
Unreal등 게임 엔진을 쓰는 경우, Plugins 폴더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Sample

MotionHouseSDK를 이용하여 sample 프로젝트 입니다. (C++, C#)
-

UnityPackage

Unity 환경에서 MotionHouseSDK를 이용하기 위한 package 입니다.

4. MotionHouseSDK 주요 함수 호출 및 프로그램 구조
프로그램 시작시
MHRun() : 장비 초기화 함수 호출
모션 시뮬레이터 구동 시작시
MotionControlStart() : 모션 시뮬레이터 구동 대기 상태
모션 시뮬레이터 구동
SetDllMotionTelemetry() : 모션 데이터 전송을 통한 모션 시뮬레이터
구동

(ex: 초당 60Hz, 또는 프레임 갱신시 호출)

모션 시뮬레이터 구동 종료시
MotionControlStop() : 모션 시뮬레이터 대기 상태

모션 시뮬레이터 구동 시작시
MotionControlStart() : 모션 시뮬레이터 구동 대기 상태
모션 시뮬레이터 구동
SetDllMotionTelemetry() : 모션 데이터 전송을 통한 모션 시뮬레이터
구동 (ex: 초당 60Hz, 또는 프레임 갱신시 호출)
모션 시뮬레이터 구동 종료시
MotionControlStop() : 모션 시뮬레이터 대기 상태
프로그램 종료시
MHStop : 장비 해제 함수 호출

위 도식은 MotionHouseSDK 를 이용한 모션 시뮬레이터 구동 코드의 구조입니다.
최초 프로그램 구동시, 장비를 초기화 하기 위하여 MHRun() 함수를 호출합니다.
프로그램 종료시, 장비 해제를 위하여 MHStop() 함수를 호출 합니다.
모션 시뮬레이터를 대기 상태로 만들기 위해 MotionControlStart() 함수 호출후,
추기적으로 SetDllMotionTelemetry() 함수를 호출하여 모션 시뮬레이터를 구동합니다.
모든 구동이 끝나면 MotionControlEnd() 함수를 호출하여 모션 시뮬레이터를 대기
상태로 만듭니다. 다시 모션 시뮬레이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MotionControlStart()함수를
호출하여 모션 시뮬레이터를 구동 대기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5. 함수 설명
int MHRun()
모션기어를 초기화 하는 함수입니다. 모션기어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호출되어야
합니다.
리턴 값을 MHDLL.h에 있습니다.
enum InitErrorCode : int
{
MHSERVICE_INIT_SUCCESS = 0,
GAME_MANAGER_INIT_FAIL = 1,
DEVICE_MANAGER_INIT_FAIL = 2,
MEMORY_ALLOC_FAIL = 3,
DLL_LOAD_FAIL = 4,
NETWORK_MANAGER_INIT_FAIL = 5,
INVALID_SDK_PATH = 6,
MOTIONHOUSE_SDK_ALREADY_INITIALIZED = 7,
MOTIONHOUSE_SDK_ALREADY_DESTROYED = 8,
MOTIONHOUSE_SDK_NOT_INITIALIZED = 9,
EXCEPTION_OCCUR_IN_INITIALIZING = 10,
};
리턴값
MHSERVICE_INIT_SUCCESS : 함수 호출 성공시
GAME_MANAGER_INIT_FAIL : GameManager 생성 실패시 ,
MotionHouseSDK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DEVICE_MANAGER_INIT_FAIL : DeviceManager 초기화 실패시,
모션기어가 PC에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이 잘못된 경우
리턴됩니다.
DLL_LOAD_FAIL : mpi.dll, 또는 mpi64.dll 파일 load 실패시 리턴됩니다.
MotionHouseSDK.ini 파일의 SDKPath 설정을 확인해야합니다.
NETWORK_MANAGER_INIT_FAIL : 사용되지 않는 값입니다.
INVALID_SDK_PATH : MotionHouseSDK.ini 파일의 SDKPath 설정을 확인해야합니다.
MOTIONHOUSE_SDK_ALREADY_INITIALIZED : MHRun()을 두번 호출할 경우 리턴됩니다.
MOTIONHOUSE_SDK_ALREADY_DESTROYED : MHStop()을 두번 호출할 경우 리턴됩니다.
MOTIONHOUSE_SDK_NOT_INITIALIZED : MHRun()이 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MHStop()을
호출하면 리턴됩니다.
EXCEPTION_OCCUR_IN_INITIALIZING : MHRun()을 실행하여 초기화 진행중, 예외가 발생
하는 경우 리턴됩니다.

int MHStop()
모션기어 장비 및 DLL 해제 함수입니다. 프로그램 종료시 필수적으로 호출해야 합니다.
리턴값은 MHRun()과 동일합니다.

int MotionControlStart()
모션기어를 동작 대기 상태로 만듭니다.
위 함수 호출시, 모션기어가 Center 위치로 올라오며 동작 대기 상태가 됩니다.

int MotionControlEnd()
모션기어를 대기 상태로 만듭니다.
위 함수 호출시, 모션기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위치로 올라오며 대기 상태가 됩니다.

bool SetDllMotionTelemetry(
int motionState,
float roll,
float pitch,
float sway,
float surge,
float heave,
float yaw,
float wind
);
모션 기어 구동 데이터 전달 함수입니다. 지속적인 움직임을 위해 주기적으로 위 함수를
호출합니다.
int motionState : 1 설정시 구동 상태, 0 설정시 대기 상태

float roll : Roll (unit : radian)

Roll (+)

Right

Left

Roll (-)

Left

Right

float pitch : Pitch (unit : radian)

Pitch (+)

Front

Rear

Pitch (-)

Rear

Front

float sway : Sway (unit : m/s^2)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 다름.
모션기어 Type-S4, A4의 경우, Roll과 동일하게 구동
float surge : Surge (unit : m/s^2)
하드웨어 구성에 따라 다름.

모션기어 Type-S4, A4의 경우, -Pitch와 같이 구동
float heave : Heave (unit : 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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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 yaw : Yaw (unit : ra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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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at wind : Wind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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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SetMotionDeviceConfig(
bool m_UseFlag,
int m_DeviceType,
int m_DeviceControlDelay,
double m_MaxRoll,
double m_MaxPitch,
double m_MaxTractionLoss,
double m_MaxSway,
double m_MaxSurge,
double m_MaxHeave
);
모션기어의 논리적 구동 범위를 설정합니다.
파라미터
bool m_UseFlag : 모션기어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int m_DeviceType : SetMotionDeviceConfig() 함수를 적용함 모션기어의 타입을 지정합
니다. 실제 연결된 장치와 동일한 타입의 값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모션기어의 타입은 MHDLL.h 파일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int m_DeviceControlDelay : MotionHouseSDK에서 모션기어에 위치 데이터를 갱
신하는 주기를 설정합니다. 단위 (ms) , example(13, 초당 60회)
double m_MaxRoll : 논리적 최대 Roll 값을 설정합니다. 단위 (radian)
기본값 60degree, 1.0466 radian
double m_MaxPitch : 논리적 최대 Pitch 값을 설정합니다. 단위 (radian)
기본값 60degree, 1.0466 radian
double m_MaxTractionLoss: 논리적 최대 Yaw 값을 설정합니다. 단위 (radian)
기본값 40degree, 0.6981 radian
double m_MaxSway : 논리적 최대 Sway 값을 설정합니다. 단위 (m/s^2)
기본값 60m/s^2
double m_MaxSurge : 논리적 최대 Surge 값을 설정합니다. 단위 (m/s^2)

기본값 60m/s^2
double m_MaxHeave : 논리적 최대 Heave 값을 설정합니다. 단위 (m/s^2)
기본값 40m/s^2

int SetWindDeviceConfig(
bool m_UseFlag,
int m_DeviceType,
int m_DeviceControlDelay
);
bool m_UseFlag : 모션기어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int m_DeviceType : SetWindDeviceConfig() 함수를 적용함 모션기어의 타입을 지정합
니다. 실제 연결된 장치와 동일한 타입의 값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모션기어의 타입은 MHDLL.h 파일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int m_DeviceControlDelay : MotionHouseSDK에서 모션기어에 위치 데이터를 갱
신하는 주기를 설정합니다. 단위 (ms) , example(13, 초당 60회)

MotionSimulator 설정
int SetMotionProfile(
int m_DeviceType,
bool m_UseFlag,
bool m_UseMinusSurge,
float m_MinusSurge,
bool m_UseRoll,
int m_RollWeight,
bool m_UsePitch,
int m_PitchWeight,
bool m_UseSway,
int m_SwayWeight,

bool m_UseSurge,
int m_SurgeWeight,
bool m_UseHeave,
int m_HeaveWeight,
bool m_UseSuspension,
int m_SuspensionWeight,
bool m_UseTractionLoss,
int m_TractionLossWeight,
int m_ActuratorAccel,
int m_ActuratorMaxSpeed,
int m_ActuratorVibration,
int m_ActuratorSmooth
);
모션 표현의 크기 및 표현력을 설정합니다.
int m_DeviceType : SetMotionProfile() 함수를 적용함 모션기어의 타입을 지정합
니다. 실제 연결된 장치와 동일한 타입의 값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모션기어의 타입은 MHDLL.h 파일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bool m_UseFlag : 모션기어의 구동 여부를 설정합니다.
bool m_UseMinusSurge: 마이너스 Surge를 적용할것인지 설정합니다.
float m_MinusSurge : 마이너스 surge는 surge값의 한쪽 방향에만 가중치를 적용하는 설
정입니다.
bool m_UseRoll : Roll 데이터를 모션 구동에 반영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int m_RollWeight : 반영되는 Roll 데이터의 가중치입니다.
bool m_UsePitch : Pitch 데이터를 모션 구동에 반영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int m_PitchWeight : 반영되는 Pitch 데이터의 가중치입니다.
bool m_UseSway : Sway 데이터를 모션 구동에 반영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int m_SwayWeight : 반영되는 Sway 데이터의 가중치입니다.
bool m_UseSurge: Surge 데이터를 모션 구동에 반영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int m_SurgeWeight: 반영되는 Surge 데이터의 가중치입니다
bool m_UseHeave: Heave 데이터를 모션 구동에 반영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int m_HeaveWeight: 반영되는 Heave 데이터의 가중치입니다
bool m_UseSuspension: Suspension 데이터를 모션 구동에 반영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int m_SuspensionWeight: 반영되는 Suspension 데이터의 가중치입니다
bool m_UseTractionLoss: Yaw 데이터를 모션 구동에 반영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int m_TractionLossWeight: 반영되는 Yaw 데이터의 가중치입니다
모션 표현력을 설정합니다.
int m_ActuratorAccel : 전동 실린더의 가속도를 설정합니다.
int m_ActuratorMaxSpeed : 전동 실린더의 최대 속도를 설정합니다.
int m_ActuratorVibration : 전동실린더의 진동을 설정합니다.
int m_ActuratorSmooth : 전동실린더의 smooth 값을 설정합니다.

WindGenerator 설정
int SetWindProfile(
int m_DeviceType,
bool m_UseFlag,
int m_BaseOffset,
int m_Min,
int m_Max
);
int m_DeviceType : SetWindProfile() 함수를 적용함 모션기어의 타입을 지정합
니다. 실제 연결된 장치와 동일한 타입의 값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모션기어의 타입은 MHDLL.h 파일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bool m_UseFlag : WindGenerator의 구동 여부를 설정합니다.
Int m_BaseOffset : WIndGenerator의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Int m_Min, m_Max : 최소, 최대값의 범위를 설정합니다.

int GetConnectedDevceCount()

MHRun() 호출후, 연결된 모션 기어의 개수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int GetMHSDKVersion(int index)
MotionHouseSDK의 Version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Index, GetConnectedDeviceCount()의 수보다 작은 수를 index로 입력해야 합니다.

int GetDeviceVersion(int index)
연결된 모션기어의 Version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Index, GetConnectedDeviceCount()의 수보다 작은 수를 index로 입력해야 합니다.

int GetDeviceStatus(int index)
연결된 모션기어의 상태를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리턴 값은 MHDLL.h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int GetUsageTime(int index)
Reserve 함수

int GetSerialNumber(int index)
Reserve 함수

int GetProductDate(int index)
Reserve 함수

int GetUsageTime(int index)
Reserve 함수
.

6. MotionHouseSDK.ini
MotionHouseSDK 의 설정 파일입니다.
위 파일에는 다양한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 내용은 각 움직임별 가중치
값을 설정하는 것과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전동 실린더의 속도 및 가속도 설정입니다.
모션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어트렉션의 경우,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움직임을 좀 더 크게 표현해달라는 요청이나 또는 더 격렬하게 움직이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MotionHouseSDK.ini 파일을
수정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콘텐츠에서 SetMotionProfile()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값이 적용됩니다.)
SDKPATH =c:\MotionHouse\SDK
: MotionHouseSDK 의 설치 경로입니다. MotionHouseSDK 가 필요한 Motor 드라이버의
Library 를 읽어오기 위해, MotionHouseSDK 의 설치 경로가 필요합니다.

USE_BELT = 0
설정 가능 값 : 0 또는 1
안전 벨트 모듈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안전 벨트 모듈을 사용할 경우, 안전 벨트가
채결 되어 있지 않으면, 모션 시뮬레이터가 구동하지 않습니다.
USE_EUMLATOR_STEP2 = 1
설정 가능 값 : 0 또는 1
모션기어 Type-S2 의 에뮬레이터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위 값이 1 로 설정 되는 경우,
모션기어 Type-S2 의 장비가 없이, 에뮬레이터를 구동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장비가
연결 되어 있는 경우, 1 로 설정하면 실제 장비가 구동 되지 않습니다.
USE_EUMLATOR_STEP4 = 1
설정 가능 값 : 0 또는 1
모션기어 Type-S4 의 에뮬레이터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위 값이 1 로 설정 되는 경우,
모션기어 Type-S4 의 장비가 없이, 에뮬레이터를 구동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장비가
연결 되어 있는 경우, 1 로 설정하면 실제 장비가 구동 되지 않습니다.

모션 시뮬레이터 설정 값
모션기어는 각 움직임 요소별(Roll, Pitch, Yaw, Heave, Surge, Sway) 움직임에 가중치를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중치 값이 크면 해당 데이터를 모션 시뮬레이터에 더 많이
반영하여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좌우의 움직임을 크게 표현하고 싶다면 Roll 또는
Surge 값의 가중치 값을 크게 설정하면 됩니다.

FLAG_ENABLE = TRUE
설정 가능 값 : TRUE 또는 FALSE
모션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FALSE 설정시 , 모션 시뮬레이터는 구동되지 않습니다.
;Minus surge Weight
; -3.0 ~ 3
FLAG_USE_MINUS_SURGE = TRUE
VALUE_MINUS_SURGE = -1.5
Surge 값을 한쪽 방향으로만 가중치를 크게 설정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Surge 값의 + 방향으로만 가중치를 1.5 배 적용하고 – 방향은 가중치를 1 로 설정하고
싶은 경우, +1.5 로 설정하면 됩니다. 위 설정 값은 레이싱 콘텐츠 적용시 유용합니다.
;Roll Weight
; 0 ~ 100
FLAG_USE_ROLL = TRUE
VALUE_ROLL = 20
Roll 값의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만약 Roll 값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
FLAG_USE_ROLL = FALSE 로 설정하면 됩니다. 또는 VALUE_ROLL = 0 으로 설정할 경우,
Roll 값을 모션 시뮬레이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Pitch Weight
; 0 ~ 100
FLAG_USE_PITCH = TRUE
VALUE_PITCH = 20
Pitch 값의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Sway weight
; 0 ~ 100
FLAG_USE_SWAY = TRUE
VALUE_SWAY = 20
Sway 값의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Surge weight
; 0 ~ 100
FLAG_USE_SURGE = TRUE
VALUE_SURGE = 20
Surge 값의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Heave weight
; 0 ~ 100
FLAG_USE_HEAVE = TRUE
VALUE_HEAVE = 20
Heave 값의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Yaw weight
; 0 ~ 100
FLAG_USE_TL = TRUE
VALUE_TL = 20
Yaw 값의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전동 실린더의 설정입니다.
; Acturator setting
; MaxSpeed 300 ~ 1000
ACTURATOR_MAXSPEED = 500
최대 이동 속도 설정입니다. 300 ~ 1000 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 Accel 1 ~ 20
ACTURATOR_ACCEL = 1
최대 가속 설정입니다. 1 ~20 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 Vibration 1 ~ 20
ACTURATOR_VIBRATION = 1
진동 설정입니다. 1 ~ 20 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 Smooth 1 ~ 20
ACTURATOR_SMOOTH = 10
부드럽게 움직이는 설정입니다. 1~20 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모션하우스에서 개발한 WindGenerator 의 설정입니다.
; Wind generator setting
FLAG_WIND_ENABLE = FALSE
WindGenerator 의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 0 ~ 50
VALUE_WIND_BASE_OFFSET = 10

WindGenerator 는 DC 서큘레이터를 사용합니다. DC 서큘레이터의 경우, 초기 구동을 위해
구동중보다 큰 회전력을 요구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본 구동 파워를 설정합니다.
; 0 ~ 300
VALUE_WIND_MIN = 0
; 0 ~ 300
VALUE_WIND_MAX = 100
MIN 값과 Max 값을 설정합니다. Wind 제어의 해상도 값입니다. 예를 들어 Min 을 0,
Max 를 100 으로 설정한 경우 SetDllMotionTelemetry() 함수에서 Wind 값을 100 으로
전달하면 최대 속도로 회전합니다.
Min 값을 0 으로, Max 값을 300 으로 설정하고 , SetDllMotionTelemetry() 함수에서 Wind
값을 100 으로 전달하면 1/3 의 속도로 회전합니다.
; 0 ~ 100
VALUE_WIND_MAX_POWER = 100
최대 파워를 설정합니다.
DON’T_USE_STANDBYMODE = 1
모션 기어는 구동되지 않을 때, 대기 모드에 들어가 전력 소비를 줄입니다. 이
대기모드를 사용할지에 대한 여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7. MotionHouseSDK (C++, x64) 예제

-

Main.cpp
모션 시뮬레이터 구동 예제 코드입니다.

-

MHDLL.h
MotionHouseSDK 의 enum 값이 선언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

MHSDKDLL.h

MotionHouseSDK 의 함수인터페이스가 선언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

MotionHouseSDK.ini
MotionHouseSDK 의 설정 파일입니다.

-

MotionHouseSDK_x64.dll
MotionHouseSDK 의 바이너리입니다.
이 예제는 모션 시뮬레이터를 초기화하여 Roll 과 Pitch 값을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모션 시뮬레이터를 옆으로, 또는 앞으로 기울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 코드는 main.cpp 파일의 내용입니다. Roll 값을 10 도까지 + 방향으로 이동, 이후에는
–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코드입니다.
위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MotionHouseSDKTest.exe  위 프로젝트를 빌드한 결과로 생성되는 실행 파일
MotionHouseSDK.ini

 MotionHouseSDK 의 설정 파일, exe 파일과 동일한 경로에
위치해야합니다.

MotionHouseSDK_x64.dll  MotionHouseSDK 바이너리

8. Emulator 사용
SDK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시 모션 시뮬레이터가 없어도 빌드 및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MHEmulator는 SDK 폴더내 Emulator 폴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mulator.exe 파일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출력됩니다.
(위 4축 시뮬레이터, 아래 2축 시뮬레이터)

MHEmulator는 SDK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코딩되었는지, 그리고 시뮬레이터의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mulator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MotionHouseSDK.ini의 설정을 수정해야합니다.

USE_EMULATOR_STEP2, USE_EMULATOR_STEP4 의 주석을 삭제한 후, 설정값을 1로 설정
합니다. 콘텐츠 구동후, 콘텐츠의 움직임이 에뮬레이터에서 구현되는지 확인합니다.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배포시 위 에뮬레이터 설정은 주석처리 되거나 또는 0으로 설정하
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