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특허 특2003-0078151

- 1 -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7

H04Q 7/20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2003-0078151

2003년10월08일

(21) 출원번호 10-2002-0017019

(22) 출원일자 2002년03월28일

(71) 출원인 주식회사 현대시스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72) 발명자 김수용

인천광역시서구마전동영남탑스빌아파트115-1002

(74) 대리인 문승영

심사청구 : 없음

(54)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운용국 지유아이 개선과 멀티 플랫폼지유아이 구현 장치 및 방법

요약

본 발명은 분산 객체지향 개발을 기본으로 한 IS-95C 시스템에서 운용국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al 

User Interface) 이식성(Portability) 개선과 다중 플랫폼(Platform) GUI 구현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본 발명은 운용국 서버와 운용국 GUI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운용국 서버와 운용국 클라이언트 구조로 이원화를 

위해 RMI(Remote Method Invocation)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분산 객체 개념을 도입하여, 이동통신 시스템의 제어국

의 각 서브시스템 중 기지국 시스템의 상태파악, 성능 측적 및 통계 처리, 구성 관리, 경보 처리 등의 시스템 운용 및 

유지 보수의 기능을 담당하는 운용국에 대해 운용자가 사용하기에 보다 편리하고 인지하기 쉬운 GUI를 시스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용자로 하여금 인터넷이 설치된 시스템이면 어디에서든 운용국을 관리할 수 있도

록 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운용국 시스템 GUI 개선과 멀티 플랫폼 GUI 구현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이동통신 시스템, IS-95C, BSM, GUI, RMI, 서버, 클라이언트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운용국 GUI 구조를 간략히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상기 도 1에 따른 원격지에서 운용국 GUI를 구동시 환경 설정 과정을 간략히 도시한 도면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운용국 RMI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를 간략히 도시한 도면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운용국 RMI의 클래스 구조를 간략히 도시한 도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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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BSM 서버/클라이언트간 신호 처리 과정을 도시한 수순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00 ..... 클라이언트(Client)

210 ..... GUI(Graphical User Interface)

220 ..... RMI 클라이언트

300 ..... 서버(Server)

310 ..... 브로커(Broker)

320 ..... RMI 서버

330 ..... 레지스터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분산 객체지향 개발을 기본으로 한 IS-95C 시스템에서 운용국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Graphical 

User Interface) 이식성(Portability) 개선과 다중 플랫폼(Platform) GUI 구현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운

용국 서버와 운용국 GUI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운용국 서버와 운용국 클라이언트 구조로 이원화를 위해 RMI(Re

mote Method Invocation)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분산 객체 개념을 도입하여, 이동통신 시스템의 제어국의 각 서브시

스템 중 기지국 시스템의 상태파악, 성능 측적 및 통계 처리, 구성 관리, 경보 처리 등의 시스템 운용 및 유지 보수의 

기능을 담당하는 운용국에 대해 운용자가 사용하기에 보다 편리하고 인지하기 쉬운 GUI를 시스템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용자로 하여금 인터넷이 설치된 시스템이면 어디에서든 운용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이동통

신 시스템에서 운용국 GUI 개선과 멀티 플랫폼 GUI 구현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용국(BSM, Base Station Manager)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 이하 'GUI'

라 약칭함 ; 애플리케이션의 입/출력 그리고 정보가 저장돼 있는 계층형이나 그 외의 데이터 구조를 그림과 텍스트로 

표현하는 사용자 환경. 버튼, 아이콘, 창 등과 같은 일반적인 규칙을 사용하며, 많은 동작은 (마우스와 같은) 포인팅 

장치를 사용해 수행한다. Microsoft Windows와 Apple Macintosh가 GUI를 사용하는 플랫폼의 대표적인 예이다) 시

스템은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Programing Language)인 자바(Java, 현대의 프로그래밍 방식에 내재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에서 개발한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언어는 월드 와이드 

웹(www)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특히 애플릿을 만드는데 쓰인다)로 개발되었다. 자바는 플랫폼(PC, MACm UNI

X 계열, LINUX, OS/2) 종류에 관계없이 바자 해석기인 자바 버처 머신(JVM, Java Virtual Machine)이 설치된 시스

템이라면 어디서든 동작하여 이식성이 매우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운용국 GUI 구조를 간략히 도시한 도면이고, 도 2는 상기 도 1에 따른

원격지에서 운용국 GUI를 구동시 환경 설정 과정을 간략히 도시한 도면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확장 마크업 언어(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 월

드 와이드 웹(www)에서 SGML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텍스트 마크업 언어. XML을 이용하면 자신에게 맞춘 마

크업 언어를 정의할 수 있다) 데이터를 통한 정보 교환이 아닌 JNI(Java Native Interface)(30)를 통한 PLD 조작 라

이브러리를 직접 접근하여 시스템 형상 정보를 읽어 오도록 하고 있어, 운용국 GUI(10) 초기 구동(Start) 및 구성 정

보 조회시 상당한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기 JNI 접근이 소켓을 통한 데이터 교환이 아니므로 인해 원격지(Remote)에서 운용국 GUI를 Start-Up 했

을 경우 구동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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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격지에서 운용 GUI를 구동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Solaris 시스템에 국한되어 구동이 가능하며, 운용국 서버

와 원격지에서 접속하려는 시스템은 첨부한 도면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환경 설정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구축된 운용국 GUI는 로컬이 아닌 원격지 컴퓨터에서 운용국 GUI 구동이 실행가능하나 Solaris 시스템

에 국한되어 있어, PC, LINUX, OS/2와 같은 이기종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으며, 또한 원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환경설정을 해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는 문제점을 가진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운용국 서버와 운용국 GUI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운용 국 서버와 운용국 클라이언트 구조로 이

원화를 위해 RMI(Remote Method Invocation)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분산 객체 개념을 도입하여, 이동통신 시스템의

제어국의 각 서브시스템 중 기지국 시스템의 상태파악, 성능 측적 및 통계 처리, 구성 관리, 경보 처리 등의 시스템 운

용 및 유지 보수의 기능을 담당하는 운용국에 대해 운용자가 사용하기에 보다 편리하고 인지하기 쉬운 GUI를 시스템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자로 하여금 인터넷이 설치된 시스템이면 어디에서든 운용국을 관리할 수 있도

록 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운용국 GUI 개선과 멀티 플랫폼 GUI 구현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클라이언트의 객체가 서버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매쏘드(Method)를 부를 때, 적용되며,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에 

존재하고, 원격적으로 공개되는 매쏘드를 모두 예외 클래스를 전송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에 저장하는 RmiHan

dler 클래스와,

원격지에서 호출할 매쏘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로 실제 서비스 로직(logic)을 가지는 RmiHandlerImpl 클래스와,

클라이언트의 객체가 서버에 존재하는 객체의 매쏘드를 부르려고 할 경우 그 매쏘드의 존재를 알려주고 추상적으로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로서, 클라이언트측 응용프로그램이 원격 매쏘드를 호출할 때 초기화 및 인수(argum

ent) 통제 기능을 수행하며, 원격 객체를 획득하는 방법은 원격 매쏘드를 호출하여 그 리턴(Return) 값을 객체로 받아

들이는 RmiHandlerImpl_Stub 클래스와,

서버측에서 원격 매쏘드의 인수를 받아들이고 서비스를 통제하는 RmiHandlerImpl_Skel 클래스와,

원격 객체를 서버로부터 획득하여 필요한 매쏘드 서비스를 수행하는 RemoteAgent 클래스와,

상기 RmiHandlerImpl 클래스를 인스텐스(instance)화 하여 객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객체를 운용국 서버의 레

지스트리에 등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RmiServer 클래스로 구성됨을 그 장치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실행(Exec) 명령을 수신한 브로커(Broker)에서 를 실행 후, 운용국 서버(server)와 클라이언트(client) 사이의 연결

을 위한 RMI(Remote Method Invocation) 레지스트리(RmiRegistry)를 실행하여 RMI를 사용하는 객체의 등록을 관

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RMI 서버에서 JND(Java Naming and Directory Interface)의 일환으로 서버 객체의 이름을 RMI 레지스터리에

등록 후, 클라이언트에 있는 객체에게 서버 객체의 존재를 알려주면, GUI가 별도로 구동되어 RemoteAgent 클래스에

게 구성 정보 조회를 요구하는 단계와,

상기 요구를 수신한 RemoteAgent에서 RMI 레지스트리에게 RMI 핸들러(RmiHandler)를 구현한 서버 객체를 요구

하는 단계와,

상기 RMI 핸들러에 해당하는 서버 객체의 RmiHandlerImpl_Sub 클래스를 클라 이언트로 전송하면, 이를 수신한 클

라이언트에서 RmiHandlerImpl_Sub 클래스에게 구성 정보 조회를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RmiHandlerImpl_Sub 클래스에서 서버에 존재하는 구성 정보 조회 관련 매쏘드(Method)를 호출(Call) 하면, 상

기 RmiHandlerImpl_Stub가 보낸 서버 객체 아이디, 실행해야 할 매쏘드, 그리고 인수(Argument)로 매쏘드를 실행하

여 그 결과를 RmiHandlerImpl_Stub 클래스로 전송하는 단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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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RmiHandlerImpl_Stub 클래스에서 RemoteAgent에게 상기 결과를 전송하여 GUI에 반영 및 어플리케이션으로

부터 발생한 이벤트(Event) 메시지를 브로커(Broker)로부터 전달 받아 GUI에 반영하는 단계로 구성됨을 그 방법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상기와 같은 기술적 사상에 따른 본 발명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운용국 GUI 개선과 멀티 플랫폼 GUI 구현 

장치 및 방법」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첨부된 도면에 의거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운용국 RMI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를 간략히 도시한 도면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운용국(BSM, Base Station Manager) 서버(Server)(300)에는 공통 데이터 파일과 DB 데이

터를 관리하게 되며, 운용국 클라이언트(Client)(200)와의 메시지 교환을 위해서 소켓(Socket, 네트워크 장치 내 에서

통신 엔드 포인트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구조) 통신을 위한 서버 소켓 역할을 수행하며, 운용국 GUI(Graphical Use

r Interface)(210)는 별도로 선택적/기본적으로 구동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운용국 클라이언트(200)는 로컬(Local) 또는 원격지(Remote)에서 운용자에게 GUI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이벤트(Event)성 메시지, 인간-기계간 통신 명령(Man-Machine Communiation Command)과 같은 트랜잭션 

결과 메시지는 브로커(Broker)(310)를 통한 소켓 통신을 통해 교환하고, 구성 정보 조회를 위해서는 RMI(Remote M

ethod Invocation) 클라이언트(220)와 RMI 서버(320)를 통해 PLD(360) 정보를 조회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갖는 본 발명을 첨부한 도면 도 4를 참조하여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발명은 객체(프로그램)들이 서로 다른 컴퓨터에 존재하고, 실행되어 분산된 객체간의 메시지 전송 또는 매쏘

드(Method) 호출을 가능하게 해주는 RMI 프로토콜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객체가 서로 떨어진 다른 

객체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그 객체가 다른 객체의 존재 및 그 객체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그 객체로부터 메시지의 결과를 받아야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의한 운용국 RMI의 클래스 구조를 간략히 도시한 도면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RmiHandler 클래스(400)는, 클라이언트의 객체가 서버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매쏘드(Metho

d)를 부를 때,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부 르게 된다. 상기 인터페이스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에 존재하게 되며, 

원격지 클래스를 상속하여야 하고 원격적으로 공개되는 매쏘드는 모두 RemoteException 예외 클래스를 전송하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에 저장한다.

다음으로, RmiHandlerImpl 클래스(500)는, 원격지에서 호출할 매쏘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로 실제 서비스 로직(logic

)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RmiHandlerImpl_Stub 클래스(600)는, 클라이언트의 객체가 서버에 존재하는 객체의 매쏘드를 부르려고 

할 경우 그 매쏘드의 존재를 알려주고 추상적으로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로서, 클라이언트측 응용프로그램

이 원격 매쏘드를 호출할 때 초기화 및 인수(argument) 통제 기능을 수행하며, 원격 객체를 획득하는 방법은 원격 매

쏘드를 호출하여 그 리턴(Return) 값을 객체로 받아들인다.

다음으로, RmiHandlerImpl_Skel 클래스(700)는, 서버측에서 원격 매쏘드의 인수를 받아들이고 서비스를 통제하는 

클래스이다.

다음으로, RemoteAgent 클래스(800)는, 원격 객체를 서버로부터 획득하여 필요한 매쏘드 서비스를 수행한다.

다음으로, RmiServer 클래스(900)는, 상기 RmiHandlerImpl 클래스(500)를 인스텐스(instance)화 하여 객체를 생성

하고, 상기 생성한 객체를 운용국 서버의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BSM 서버/클라이언트간 신호 처리 과정을 도시한 수순도이다.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행(Exec) 명령에 의한 브로커(Broker)를 실행시키는 단계(S11)와, 상기 브로커 실행 후, 

운용국 서버(server)와 클라이언트(client) 사이의 연결을 위한 RMI 레지스트리(RmiRegistry)를 실행하여 RMI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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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객체의 등록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S12)와, JND(Java Naming and Directory Interface)의 일환으로

서버 객체의 이름을 RMI 레지스터리에 등록 후, 클라이언트에 있는 객체에게 서버 객체의 존재를 알려주는 단계(S13

)와, GUI가 별도로 구동되어 구성 정보 조회를 요구하는 단계(S14)와, 상기 RMI 레지스트리에게 RMI 핸들러(RmiHa

ndler)를 구현한 서버 객체를 요구하는 단계(S15)와, 상기 RMI 핸들러에 해당하는 서버 객체의 RmiHandlerImpl_Su

b 클래스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단계(S16)와, 상기 RmiHandlerImpl_Sub 클래스에게 구성 정보 조회를 전달하는

단계(S17)와, 상기 운용국 서버에 존재하는 구성 정보 조회 관련 매쏘드(Method)를 호출(Call) 하는 단계(S18)와, 상

기 RmiHandlerImpl_Stub가 보낸 서버 객체 아이디, 실행해야 할 매쏘드, 그리고 인수(Argument)로 매쏘드를 실행하

여 그 결과를 RmiHandlerImpl_Stub 클래스로 전송하는 단계(S19)와, 상기 RmiHandlerImpl_Stub 클래스에서 Rem

oteAgent에게 상기 결과를 전송하는 단계(S20)와, 상기 결과를 수신한 RemoteAgent에서 GUI에 반영하는 단계(S2

1)와, 어플리케이션(aplication)으로부터 발생한 이벤트(Event) 메시지를 브로커(Broker)로부터 전달 받아 GUI에 반

영하는 단계(S22)로 이루어진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상술한 본 발명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운용국 GUI 개선과 멀티 플랫폼 GUI 구현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운

용국 서버와 운용국 GUI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운용국 서버와 운용국 클라이언트 구조로 이원화를 위해 RMI 프

로토콜을 사용하여 분산 객체 개념을 도입하여, 이동통신 시스템의 제어국의 각 서브시스템 중 기지국 시스템의 상태

파악, 성능 측적 및 통계 처리, 구성 관리, 경보 처리 등의 시스템 운용 및 유지 보수의 기능을 담당하는 운용국에 대해

운용자가 사용하기에 보다 편리하고 인지하기 쉬운 GUI를 시스템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자로 하여금 

인터넷이 설치된 시스템이면 어디에서든 운용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운용국 서버와 운용국 클라이언트 GUI를 독립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개인 컴퓨터나 기타 다른 운용체제 시스템

에 대한 운용국 GUI 이식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다른 시스템에서 운용국 GUI를 구동 시킴

으로써 운용국 서버에서 부담해야 할 그래픽 처리에 필요한 부하를 분산 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추후 웹에서 운용국 GUI를 구동 시키고자 할 경우 확장이 용이해지는 이점을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운용국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위한 운용국 RMI(Remote Method Invocation)의 클

래스 구조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객체가 서버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매쏘드(Method)를 부를 때, 적용되며,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에 

존재하고, 원격적으로 공개되는 매쏘드를 모두 예외 클래스를 전송하여 서버와 클라이언트 양쪽에 저장하는 RmiHan

dler 클래스와;

원격지에서 호출할 매쏘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로 실제 서비스 로직(logic)을 가지는 RmiHandlerImpl 클래스와;

클라이언트의 객체가 서버에 존재하는 객체의 매쏘드를 부르려고 할 경우 그 매쏘드의 존재를 알려주고 추상적으로 

나타내 주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로서, 클라이언트측 응용프로그램이 원격 매쏘드를 호출할 때 초기화 및 인수(argum

ent) 통제 기능을 수행하며, 원격 객체를 획득하는 방법은 원격 매쏘드를 호출하여 그 리턴(Return) 값을 객체로 받아

들이는 RmiHandlerImpl_Stub 클래스와;

서버측에서 원격 매쏘드의 인수를 받아들이고 서비스를 통제하는 RmiHandlerImpl_Skel 클래스와;

원격 객체를 서버로부터 획득하여 필요한 매쏘드 서비스를 수행하는 RemoteAgent 클래스와;

상기 RmiHandlerImpl 클래스를 인스텐스(instance)화 하여 객체를 생성하고, 상기 생성한 객체를 운용국 서버의 레

지스트리에 등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RmiServer 클래스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서 운용국 GUI 개선 장치.

청구항 2.
운용국 서버/클라이언트간 신호 처리 과정에 있어서,

실행(Exec) 명령을 수신한 브로커(Broker)에서 를 실행 후, 운용국 서버(server)와 클라이언트(client) 사이의 연결

을 위한 RMI(Remote Method Invocation) 레지스트리(RmiRegistry)를 실행하여 RMI를 사용하는 객체의 등록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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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RMI 서버에서 JND(Java Naming and Directory Interface)의 일환으로 서버 객체의 이름을 RMI 레지스터리에

등록 후, 클라이언트에 있는 객체에게 서버 객체의 존재를 알려주면, GUI가 별도로 구동되어 RemoteAgent 클래스에

게 구성 정보 조회를 요구하는 단계와;

상기 요구를 수신한 RemoteAgent에서 RMI 레지스트리에게 RMI 핸들러(RmiHandler)를 구현한 서버 객체를 요구

하는 단계와;

상기 RMI 핸들러에 해당하는 서버 객체의 RmiHandlerImpl_Sub 클래스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면, 이를 수신한 클라

이언트에서 RmiHandlerImpl_Sub 클래스에게 구성 정보 조회를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RmiHandlerImpl_Sub 클래스에서 서버에 존재하는 구성 정보 조회 관련 매쏘드(Method)를 호출(Call) 하면, 상

기 RmiHandlerImpl_Stub가 보낸 서버 객체 아이디, 실행해야 할 매쏘드, 그리고 인수(Argument)로 매쏘드를 실행하

여 그 결과를 RmiHandlerImpl_Stub 클래스로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RmiHandlerImpl_Stub 클래스에서 RemoteAgent에게 상기 결과를 전송하여 GUI에 반영 및 어플리케이션으로

부터 발생한 이벤트(Event) 메시지를 브로커(Broker)로부터 전달 받아 GUI에 반영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운용국 GUI 개선과 멀티 플랫폼 GUI 구현 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구성 정보 조회는,

이벤트(Event)성 메시지, 인간-기계간 통신 명령(Man-Machine Communiation Command)과 같은 트랜잭션 결과 

메시지는 브로커(Broker)를 통한 소켓 통신을 통해 교환하고, 구성 정보 조회를 위해서 RMI 클라이언트와 RMI 서버

를 통해 PLD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운용국 GUI 개선과 멀티 플랫폼 GUI 구현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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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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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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