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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후판 압연 공정에서, 판재의 선단부의 두께를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판이 목표 두께보다 약 200 ㎛ 

~ 800 ㎛ 정도 두꺼워지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압연된 수백매 이상의 선단부 플러스 두께 편차와 목표 두께 데이

터를 획득한 후,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수학식 2에서 정의한 오차(e)가 최소화 되는 형태로 n차 다항식의 계수 a1 

~ an을 계산한 후, 셋업 컴퓨터의 압연 스케쥴 계산 프로그램 내에 매 패스마다 계산되는 출측 두께, 입측 두께, 밀정

수, 소성 계수를 이용하여 수학식 3으로부터 롤 갭 설정량을 계산하고, 이를 기존의 셋업 스케쥴에 따라 계산된 롤 갭

에 부가적으로 더하여 PLC로 송신하고 PLC에서 이 양만큼 초기 롤 갭을 설정하여 선단부의 플러스 두께 편차를 제

어한다. 본 발명은 또한, 판재의 미단부에서의 두께 편차를 제어하는 방법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후판 압연 공정에서 발생되는 선단부 두께 편차 형태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2는 미단부에서 발생되는 두께 편차 형태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3은 선단부의 플러스 및 마이너스 두께 편차를 제어하기 위한 선단부 롤 갭 제어 형태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4는 선단부의 플러스 두께 편차 예측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두께 편차와 실측 두께 편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래프이다.

도 5는 선단부의 플러스 두께 편차를 위한 롤 갭 설정량 계산 블럭 다이어그램이다.

도 6은 선단부에서 발생되는 하중 편차의 일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방법을 이용하여 미단부 두께제어를 실시한 경우와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미단부 두께편차 비교 시

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8은 본 발명의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선단부 및 미단부에서의 두께 편차가 개선된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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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후판 압연 공정의 마무리 압연밀(Finishing Mill : FM)에서 자주 발생되는 선단부의 두께 편차를 감소시키

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가역식 마무리 압연 공정에서는, 판 치입전에 목표 판두께를 얻기 위해 판의 입측 두께, 판폭, 온도 등으로부터 압연 

하중을 예측 계산하고, 이 예측된 압연 하중으로부터 목표판 두께를 얻기 위해 판 치입전 사전에 롤 갭을 설정하여 두

고, 판 치입후에는 하중 편차(측정 하중-기준 하중)를 계산하고, 하중 편차로부터 게이지미터식을 이용하여 판 두께 

편차를 계산하며, 이에 따라서 롤 갭을 조정함으로써 두께 편차를 제어하는 두께 제어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압연 하중의 변동을 이용하여 판재를 제어하는 이른바 절대 두께 제어 방식은 판이 압연기에 물린 후 일정 시간이 지

난 후부터 측정된 압연 하중과 셋업 컴퓨터에서 계산된 예측 하중과의 편차를 밀정수로 나누고, 그 양만큼 롤 갭을 변

동시켜 두께를 제어한다.

그러나, 실압연되어 두께 측정기로 측정된 선단부의 두께 편차를 보면 선단부 및 미단부의 두께 편차가 센터부보다 

큰 경우가 많다. 이는 기존의 절대치 두께 제어 방식만으로는 선단부 및 미단부의 두께 편차를 만족스럽게 제어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2가지로 추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절대치 판두께 제어 방식에서 시작 

시점은 압연 하중의 과도 상태가 지난 안정된 상태로 잡는데, 이는 판길이로 환산하면 대개 0.6 m이후이다. 따라서, 

도 1과 같이 선단부 0.3 m ~ 0.6 m까지 발생되는 플러스 두께 편차는 제어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단부 두께 편차 제어 방식에서는, 선단부 0.6 m ~ 1.8 m까지 발생되는 마이너스 두께 편차를 제

어하기 위해 판 치입전 롤 갭을 소정의 양만큼 오픈하였다가 판이 압연기에 물리고 판 길이를 계산하여, 판길이가 소

정의 길이가 되었을 때 선단부 마이너스 두께 편차 때문에 오픈한 양을 원상태로 복귀시킨 후 기존의 절대 두께 제어

를 시작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식은 셋업에서 목표 두께를 얻기 위해 설정한 롤 갭보다 갭을 더 오픈시

키기 때문에, 판 길이 0.6 m까지 발생되는 플러스 두께 편차의 크기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 특허출원 제97-56803호에는 선단부에서의 플러스 두께 편차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오일 압축을 보

상하여 제어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즉, 판재 치입후 충격 하중에 의하여 실린더 내의 오일이 압축되어 롤 갭이 오

픈됨으로써 발생하는 선단부의 플러스 두께 편차를 감소 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오일 압축량을 예측 하중에 비

례하여 계산하고, 이 보정량 만큼 판 치입전 사전에 롤 갭을 줄인 후, 판이 압연기에 물린 직후에 상기 보정량을 리셋

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선단부에서의 플러스 두께 편차가 감소되는 속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만,

선단부의 플러스 두께 편차의 크기는 크게 개선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제 발생되는 선단부에서의 플러스 

두께 편차는 최고 0.8 mm까지 크게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오일 압축에 의한 롤 갭의 변화만으로는 설 명되지

않는다. 실제의 선단부 플러스 두께 편차 발생의 주요 원인은 온도 편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본 철강 협회 논문 CAMP-ISIJ(Vol.6, 1391p)에 발표된 선단부 두께 제어 방법은 강의 종류, 압연 조건, AG

C(Automatic Gage Control) 능력으로부터 적정한 거리(L)와, 보정량(ΔS)으로 표현되는 적정 패턴을 결정하여 선단

부 두께를 제어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나, 상세한 제어 방법은 알 수 없다.

또한, 미단부 두께 편차에 대해서도 도 2에서 보는 것처럼, 미단부의 급격한 온도 변동이나 소재의 두께 변동과 같은 

외란 요인에 대하여 기존의 절대치 두께 제어를 적용하여도 미단부의 두께 변동이 크고 급속하여, 잔여된 두께 편차

량이 큰 문제점이 있다. 이는 유압 압하계의 응답 지연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 1 및 도 2에서와 같은 형태의 선단부 및 미

단부에서의 두께 편차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도 1에서와 같이 선단부에서는 판 길이 약 0.3 ∼ 0.6 m에서는 판이 목표 두께보다 약 0.2 mm ∼ 0.8 mm정도 두

껍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판길이 약 0.6 m ~ 1.8 m에서는 판 두께가 0.05 mm ~ 0.3 mm 얇아지는 현상이 발생하

고 있는데, 이것은 판의 선단부에서의 판 온도의 급격한 변동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절

대치 두께 제어가 적용 되어도 일부 편차가 크게 잔존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선단부 및 미

단부 두께 제어 방법이 필요하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이와 같은 기존의 두께 제어가 선단부 및 미단부의 두께 편차를 만족스럽게 제어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두께 편차를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선단부 및 미단부의 두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상기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되는 후판 압연 공정에서 판재의 선단부의 두께 제어 방법은, 압

연된 수백매 이상의 선단부 플러스 두께 편차와 목표 두께 데이터를 취득하고; 후술하는 수학식 2로 정의되는 오차(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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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소가 되는 형태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n차 다항식의 계수를 계산하고; 셋업 컴퓨터의 압연 스케쥴 계산 프

로그램 내에 매 패스 마다 계산되는 목표 두께를 이용하여 선단부 플러스 두께 편차를 예측 계산하고; 압연 스케쥴에 

따라 계산되는 출측 두께, 입측 두께, 밀정수, 소성 계수를 이용하여 롤 갭 설정량(G 1 )을 계산하고; 상기 롤 갭 설정

량을 기존의 셋업 스케줄에 따라 계산된 롤 갭에 부가적으로 더하여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로 송신

하고 PLC에서 이 양만큼 초기 롤 갭을 설정하여 선단부 길이 0.3 ∼ 0.6 m에서 발생되는 플러스 두께 편차를 제어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르면, 후판 압연 공정에서 판재의 미단부의 두께 제어 방법도 제공하는데, 이 방법은, 절대 

두께 제어 게인(α 2 )을 기존의 설정량보다 20% ~ 30% 크게 설정하고; 셋업 컴퓨터에서 미리 예측한 판 길이에 미

단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미단부의 게인을 증가시키는 판 길이(L t )를 계산하고; PLC에서 판속도 계산식을 이

용하여 계산한 판 길이(Lm)가 상기 Lt 보다 클 경우 절대 두께 제어 게인(α 2 )을 α 2 = α a + αx[0.2≤αx≤0.4

, α a 는 셋업설정게인(테이블치)] 와 같이 증가 시켜 미단부의 두께 편차를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 특징 및 이점은 첨부된 도면을 참고로 한 이하의 실시예로부터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본원 발명의 선단부 두께 제어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선단부의 두께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에 선단부 두께 편차의 크기 변동을 상위 컴퓨터에서 예측 계산하

여 도 3과 같은 형태로 사전에 롤 갭을 변화시키는 피이드 포워드 제어 방식이 효과적이다.

즉, 도 3과 같이 선단부 L1 m까지는 압연전 셋업 컴퓨터에서 예측 계산된 두께 편차와 롤 갭 제어량 G1을 산출하여,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로 송신하면, PLC에서는 판 길이 계산식에 의해 판 길이를 계산하고, 판 길이

가 L1이 되었을 때, 롤 갭을 소정의 양(G2) 만큼 역으로 오픈하고, 판 길이가 L2가 되었을 때에 기존의 절대 두께 제

어를 개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롤 갭의 설정 방법은 이와 같고, 다음으로 플러스 두께 편차 제어를 위한 롤 갭 제어

량(G1)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선단부의 플러스 두께 편차를 Δh1이라 할 때 이의 예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압연된 최종 패스의 X-RAY 두께 측정기를 통해 계측한 수백매 분량의 선단부 플러스 두께 편차 데이터와 셋업

컴퓨터에서 계산한 최종 패스 때의 목표 두께 데이터(ym(N))를 취득하고,

예측 계산된 선단부 판두께 편차를 yc(N)이라 할때 yc(N)을 수학식 1과 같이 목표 두께(t)에 대한 3차 다항식으로 설

정한다. 여기서, 다항식을 굳이 3차로 설정할 필요는 없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차가 최소화되는 다항식의 계수를 선

정하면 된다.

수학식 1

상기 수학식 1에서 N은 샘플 수를 나타내고, t는 샘플의 목표 두께를 나타낸다.

yc(N)을 수학식 1과 같이 가령 3차 다항식으로 표현한 후, 최소 자승법을 이 용하여 수학식 2와 같이 계산된 오차(e)

가 최소가 되도록 계수 a1 ~ a3를 구한다.

수학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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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선단부 플러스 두께 편차 계산을 매 패스별 목표 두께에 대한 3차 다항식으로 하여 예측 계산식을 만든 것은 

실제 측정된 선단부 플러스 두께 편차의 크기가 출측의 두께의 크기와 반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실압연 데이

터 분석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도 4는 후판 압연에서 실제 압연된 판에 대하여 상기의 방법으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3차의 다항식에 목

표 두께를 대입하여 계산된 두께 편차 yc(i)와 -ray 두께 측정기를 통해 측정된 선단부 두께 편차 ym(i)를 나타내

고, x축은 판의 샘플 수를 나타낸다. 도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측정된 선단부 두께 편차의 크기와 계산된 두께 

편차의 크기가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즉, 실제 측정된 선단부 플러스 두께 편차는 샘플 번호 10까지 약 0.4 mm이다

가 샘플 번호 18에서 값이 급격히 작아지는 형태인데, 실측치와 예측 계산치가 매우 잘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롤 갭 설정량(G1)을 수학식 3과 같이 계산한다.

수학식 3

수학식 3에서 M은 밀정수를 나타내고, Q는 소성 계수를 나타내며, α는 조정 계수를 나타낸다. 수학식 3에서 소성 계

수 Q는 수학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수학식 4

수학식 4에서 F는 예측 압연 하중을 나타내고, H는 입측 소재 두께를 나타내며, h는 출측 소재 두께를 나타낸다. 전술

한 선단부 플러스 두께 편차 계산식은 셋업 컴퓨터에 이식하여 매 패스별 압연 스케쥴에 따라 G1을 계산한 후 셋업 

컴퓨터에서 목표 두께를 얻기 위해 설정한 롤 갭 설정량에 부가로 G1을 더하여 PLC로 송신한다.

도 1에서 롤 갭 보정량이 G1에서 G2로 바뀌는 시점을 판 길이로 환산한 판길이 L1은 판 길이에 대한 선단부 플러스 

두께 편차로 설정하고 실기 적용 결과를 통해 조금 가변시킨다.

이상에서 설명한 선단부 두께 편차 제어 방식을 종합한 블럭 다이어그램은 도 5와 같다.

다음으로 선단부 길이 0.6 m ~ 1.8 m에서 발생되는 마이너스 두께 편차 제어량 G2 및 G2를 적용하는 시점, 곧 기존

의 두께 제어인 절대 두께 제어를 시작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에 관하여 설명한다. 마이너스 두께 편차 제어량 G2의

크기는 데이터 분석 결과 선단부 하중 편차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PLC에서는 매 패스 선단부의 판길이에 대

한 압연 하중 실적을 상위 컴퓨터(SCC)로 송신하고 SCC 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롤 갭 오픈양 G2를 수학식 5와 같이 

계산한다. 도 6과 같이 선단부의 하중 형태로부터 평균 하중과 선단부 최소 하중과의 차를 △F라 할때 , G2는 수학식 

5와 같이 계산한다.

수학식 5

수학식 5에서 M은 밀정수를 나타내고,α 1 은 조정 계수를 나타낸다.

절대 두께 제어 시작 시점(L2)은 압연된 판길이에 대한 실적 두께 편차와의 관계 데이터로부터 적절히 설정하고 실제

적용을 통해 결과를 피이드백하여 약간 조절한다.

다음의 설명은 미단부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이다. 도 2에는 전형적으로 발생되는 미단부 두께 편차의 형태를 보여주

는 그래프가 도시되어 있다. 본 발명에서 제안된 미단부 두께 제어 방법은 미단부에서 절대 두께 제어의 설정 게인을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의 절대 두께 제어 방식은 제어 시작 시점에서 측정된 하중과 예측 하중이 기준이 되어 이후의 

하중 편차로부터 제어량을 다음의 수학식 6과 같이 계산한다.

수학식 6

수학식 6에서 M은 밀정수를 나타내고, △F는 측정 하중에서 예측 하중을 뺀 값이고 α 2 는 제어 게인을 나타낸다. 

α 2 는 출측 두께 범위에 따라 테이블 값으로 고정된 값을 사용하고 압연 중에는 가변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 6과 같

이 미단부의 하중이 급격히 변할 경우, 유압 압하계의 응답성 한계로 인하여 미단부의 두께 편차가 크게 잔존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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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남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에, 제어 게인 α 2 를 기존의 설정량 보다 20% ~ 30% 크게 설정할 경우 미단부

의 두께 편차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잘 나타난다.

도 7은 수학식 6의 절대 두께 제어 방식을 사용하여 롤 갭을 변경시킨 경우인데, 같은 크기의 외란이 부가된 경우 하

나는 수학식 6의 게인 α 2 를 1로 설정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게인 α 2 를 1.3으로 설정한 경우에 대한 선단 두

께 편차의 크기를 도시한 것이다.

도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단부 외란의 변동이 크고 급격한 경우 미단부의 게인을 키울 때 응답성이 향상되어

미단부의 편차가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미단부 게인의 크기 증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즉, 미단부의 결

정은 셋업 컴퓨터에서 미리 예측 계산한 출측 판길이의 x%를 미단부로 설정하고, PLC에서 판속도 계산식을 이용하

여 계산한 판길이 Lm이 Lt보다 클때 게인을 수학식 7과 같이 증가시킨다.

수학식 7

이 때 Lt는 수학식 8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수학식 8

수학식 8에서 Lscc는 셋업 컴퓨터에서 예측 계산한 판길이를 나타내고, x는 전체 판길이에서 미단부가 차지하는 비

율을 나타낸다. 또한, 수학식 7에서 αx는 0.2≤αx≤0.4 의 값을 갖도록 적절히 조정 설정한다.

도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기에서 제안한 방식을 실제 적용하였을 때, 선단부 및 미단부의 두께 편차가 적용 전보

다 크게 개선되었다. 선단부 두께 제어 적용 전후의 두께 범위별 선단부 플러스 두께 편차의 변화를 표 1에 나타내었

는데, 선단부 두께 제어 로직 적용 후 모든 두께 범위에서 두께 편차가 크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상

한 두께 공차가 엄격한 강종에 대하여 선단부 두께 편차로 발생되는 부분 두께 불량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수율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표 1]

두께 범위 매수
선단 두께 평균

(Top-view Off)
매수

선단 두께 평균

(Top-view On)

t<10 270 0.395 239 0.265

10<t≤15 394 0.36 395 0.227

15<t≤20 72 0.37 168 0.238

20<t≤30 122 0.25 112 0.16

30<t≤40 173 0.2 25 0.06

t>40 108 0.06 67 0.04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라 제공되는 판재의 두께 제어 방법에 의해서 선단부 및 미단부 의 두께 편차를 적용 전보다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즉, 선단부 두께 제어 로직 적용 후 모든 두께 범위에서 두께 편차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상

한 두께 공차가 엄격한 강종에 대하여 선단부 두께 편차로 발생되는 부분 두께 불량율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실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후판 압연 공정에서, 판재의 선단부의 두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압연된 수백 매 이상의 선단부 플러스 두께 편차와, 다음의 (1)식으로 표현되는 목표 두께 데이터(y m (N))를 취득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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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2)식으로 표현되는 오차(e)가 최소가 되는 형태로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n차 다항식의 계수(a1 ~ an)를 

계산하고;

셋업 컴퓨터의 압연 스케쥴 계산 프로그램 내에 매 패스 마다 계산되는 목표 두께를 이용하여 선단부 플러스 두께 편

차를 예측 계산하고;

압연 스케쥴에 따라 계산되는 출측 두께, 입측 두께, 밀정수, 소성 계수를 이용하여 다음의 (3)식으로 표현되는 롤 갭 

설정량(G 1 )을 계산하고;

상기 롤 갭 설정량을 기존의 셋업 스케줄에 따라 계산된 롤 갭에 부가적으로 더하여 PLC(Programmable Logic Cont

roller)로 송신하고 PLC에서 이 양만큼 초기 롤 갭을 설정하여 선단부 길이 0.3 ∼ 0.6 m에서 발생되는 플러스 두께 

편차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재의 선단부의 두께 제어 방법.

상기 (3) 식에서, Q=F/2(H-h), M: 밀정수, Δh1 : 선단부의 플러스 두께 편차, α: 조정 계수, yc(i) : 최소 자승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3차의 다항식에 목표 두께를 대입하여 계산된 두께 편차.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PLC에서 판이 압연기에 물린 후부터 판속도 계산식을 이용하여 판 길이를 계산하고, 판 길이가

L1[G 1 에서 G 2 (선단부 길이 0.6 m ~ 1.8 m에서 발생되는 마이너스 두께 편차 제어량)로 바뀌는 시점을 판 길이

로 환산한 판 길이]이 되었을 때 롤 갭 설정량을 상기 계산된 G 1 에서 G 2 로 변경하고; 미리 정해진 판 길이 L2(절

대 두께 제어 시작 시점)가 되었을 때 공지의 절대 두께 제어를 개시하여 선단부 길이 0.6 m ~ 1.8 m에서 발생되는 

마이너스 두께 편차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재의 선단부의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L2는 마이너스 두께 편차가 발생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그 크기는 실제 적용 결과를 

통해 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재의 선단부의 두께 제어 방법.

청구항 4.
절대 두께 제어 게인(α 2 )을 기존의 설정량보다 20% ~ 30% 크게 설정하고;

셋업 컴퓨터에서 미리 예측한 판 길이에 미단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미단부의 게인을 증가시키는 판 길이(L t

)를 다음의 식과 같이 계산하고;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서 판속도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판 길이(L m )가 상기 L t 보다 클 경

우 절대 두께 제어 게인(α 2 )을 α 2 = α a + αx[0.2≤αx≤0.4, α a 는 셋업설정게인(테이블치)]와 같이 증가 

시켜 미단부의 두께 편차를 감소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판재의 미단부의 두께 제어 방법.

여기서, Lscc : 셋업 컴퓨터에서 예측 계산한 판길이, x : 전체 판길이에서 미단부가 차지하는 비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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