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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네트워크 기술군 표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

요약

본 발명은 각 기술군의 독립적인 요소를 시스템 의존적인 요소와 분리하여 라이브러리화 즉 모듈화하여, 여러 시스템

에 이식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기술군 표준 플랫폼 및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XXX 

시스템 소프트웨어(10)와 YYY 시스템 소프트웨어(20) 그리고 ZZZ 시스템 소프트웨어(30)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

록 각 기술군별 공통 부분(41∼45)을 라이브러리(모듈)(40)화하여, 각 시스템 소프트웨어(10,20,30)의 개발자들은 A

PI(11, 21, 31)를 통해 이부분을 플랫폼으로 처리하고, 기술군 공통 요소의 모듈화를 위해 하나의 기능블럭은 하위구

조로 매니지먼트 그룹으로 계층화하고; 매니지먼트 그룹은 각 기능블럭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fault, configur

ation, account, performance, security, reliability, test, clock 그룹으로 구분하며; 각 기술군 공통 모듈의 가장 작

은 단위로서, 실질적인 구성 내용을 포함하는 요소로 각 매니지먼트 그룹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매니지먼트 엘리먼

트로 계층화하여 이루어진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기술군 통합, 플랫폼, 표준화, MIB, 프로파일, API



등록특허  10-0462876

- 2 -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각 시스템에 따라 각 기술군이 각각 적용되는 형상을 도시한 구성도,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각 기술군별 공통 부분을 모듈화하여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응용프로그램 인

터페이스)를 통한 전체 시스템의 개략도,

도 3은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 구분된 각 기술군의 기능블럭에 관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각 기술군의 공통 모듈의 계층화에 관한 도면,

도 5a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fault 매니지먼트 엘리먼트 구조의 예를 보인 도면,

도 5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performance 매니지먼트 엘리먼트 구조의 예를 보인 도면,

도 5c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test 매니지먼트 엘리먼트 구조의 예를 보인 도면,

도 5d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clock 매니지먼트 엘리먼트 구조 의 예를 보인 도면.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 설명>
10 : XXX 시스템 소프트웨어 20 : YYY 시스템 소프트웨어

30 : ZZZ 시스템 소프트웨어 40 : 모듈

11, 21, 31 : API 41 : 공통 SDH

42 : 공통 ATM 43 : 공통 IP

44 : 공통 xDSL 45 : 공통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플랫폼(platform)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SDH(Synchronous Digital Hierarchy), PDH(Plesio

chronous Digital Hierarchy),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IP(Internet Protocol), VoP(Voice over Pac

ket), IMA(Inverse Multiplexing over ATM), xDSL(Digital Subscriber Line and its variations) 등의 각 기술군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요소 중 공통된 부분을 모듈화하여 다른 기술군에 이식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술

군 표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네트워크 장비의 소프트웨어는 표준에 따라 정해진 계위신호 및 프로토콜의 구현 및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지

며, 이때 표준에 의해 정의된 계위신호 및 프로토콜은 각 네트워크 장비의 형상에 따라 각 기술군이 시스템마다 각각 

다르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구분없이 혼재되어 적용되고 있다.

도 1은 종래의 각 시스템에 따라 각 기술군이 각각 적용되는 형상을 도시한 구성도이다.

도 1을 참고로하여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XXX 시스템 소프트웨어(플랫폼) 환경하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술군을 XXX ATM, XXX SDH, XXX IP, XXX xDSL, XXX ... 이런 식으로 적용시킨다. 또한 YYY 시스템 소

프트웨어(플랫폼) 환경하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술군을 YYY ATM, YYY SDH, YYY IP, YYY x

DSL, YYY ... 이런 식으로 적용시킨다.

ZZZ 시스템 역시 ZZZ 시스템 소프트웨어(플랫폼) 환경하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술군을 ZZZ A

TM, ZZZ SDH, ZZZ IP, ZZZ xDSL, ZZZ ... 이런 식으로 적용시킨다.

이렇게 기술군의 표준화 및 공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플랫폼에 임의의 기술군을 적용시키기 위해

서는, 개발자가 처음부터 그 기술군에 대한 개발을 하여 적용시켜야 된다.

따라서 종래의 방법은 기술군의 독립적인 요소를 시스템 의존적인 요소와 구분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시스템에 적

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다.

첫째, 개발자 입장에서 시스템 형상에 따라 직관적으로 구현되므로 추후 변형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시 제한이 

따른다.

둘째, 시스템 개발자 위주의 방법으로서 시스템 형상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 를 유지한다.

셋째,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므로 타 시스템으로의 이식이 어렵다.

넷째, 각 기술군에 따른 공통된 부분이 공유되지 못하므로 개발자원이 중복되고 개발 시간도 지연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것으로서, 각 기술군의 독립적인 요소를 시스템 의존

적인 요소와 분리하여 라이브러리화 즉 모듈화하여, 여러 시스템에 이식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기술군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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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기술군 표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은, 시스템이 논리적으

로 포함하는 기술군 및 기능 블록에 해당하는 기술군의 공통 요소를 모듈화 하는 단계; 운영자에 의해 사용할 기능블

럭이 선택되면, 해당 기능블럭에 대한 프로파일(profile) 구조를 헤더 파일을 통해 제공받아 시스템에 설정하는 단계; 

설정된 프로파일에 따라 생성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기능블럭, 매니지먼트 그룹, 매니지먼트 

엘리먼트를 생성시키는 단계; 등록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이벤트 별로 호출될 콜백 펑션(Call

back Function)을 등록하는 단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API 기능을 호출하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및 사용

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조회/설정 API를 통해 설정값을 조회하거나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콜백 펑션(Cal

lback Function)은 링크드 리스트(Linked List) 구조로 공통 모듈 내에 등록되며, 상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됨

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생성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기능블럭, 매니지먼트 그룹, 매니지

먼트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상기 기능블럭은 각 기술군의 블럭에서 메시지 변환 기능 및 연결처리 기능에 

대해 각각의 기능별로 구분되고, 상기 매니지먼트 그룹은 기능블럭의 하위구조로서 각 기능블럭안에서 수행하는 역

할에 따라 구분되며, 상기 매니지먼트 엘리먼트는 각 기술군 공통 모듈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실질적인 구성 내용을 

포함하는 요소로 각 매니지먼트 그룹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특징이 있다. 상기 매니지먼트 그룹은 역할기능에 따라

fault, configuration, account, performance, security, reliability, test, clock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상기 매니지먼트 엘리먼트는 해당되는 매니지먼트 그룹의 특성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갖으며, 매니지먼트 엘리먼트

의 식별자로서 기술군 공통모듈의 사용자가 정한 값으로 결정되며 프로파일 또는 API를 통해 설정되는 meterID; 매

니지먼트 엘리먼트의 사용여부를 의미하는 값으로 기술군 공통모듈 사용자가 정한 값으로 결정되며 프로파일 또는 A

PI를 통해 설정되는 usagePrv; 및 공통 모듈 사용자가 정한 값으로 결정되며, 프로파일 또는 API를 통해 설정되는 m

axIndex로 이루어지는 공통된 필드를 포함한다. 상기 매니지먼트 엘리먼트의 공통 필드 중 maxIndex는 maxIndex

가 1인 경우 하나의 매니지먼트 엘리먼트가 하나의 물리적 포트만을 포함하고 maxIndex가 1보다 클 경우는 하나의 

매니지먼트 엘리먼트가 다수의 물리적 포트를 포함하며, 이값에 따라 매니지먼트 엘리먼트 구조 내부에서 구조 및 처

리 방법이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기능블럭, 매니지먼트 그룹, 매니지먼트 엘리먼트는 API를 통해 제어

되며, API는 기능블럭과 매니지먼트 그룹 그리고 매니지먼트 엘리먼트를 생성, 소멸, 등록, 조회, 설정,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프로파일 구조는 해당 요소를 생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공통 모듈 사용자에게 헤더 파일로 제공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지닌자가 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

시예를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라 각 기술군별 공통 부분을 모듈화하여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응용프로그램 인

터페이스)를 통한 전체 시스템의 개략도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XXX 시스템 소프트웨어(10)와 YYY 시스템 소프트웨어(20) 그리고 ZZZ 시스템 소프트웨

어(30)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기술군 별 공통 부분(41∼45)을 라이브러리(모듈)(40)화 하여, 각 시스템 소프

트웨어(10,20,30)의 개발자들은 API(11,21,31)를 통해 이부분을 플랫폼으로 처리하여 사용한다.

이하 상기의 각 기술군별 공통 부분에 대한 라이브러리화를 위한 본 발명의 구성 및 동작을 설명한다.

먼저 본 발명에서 다루어질 기술군들은 SDH 또는 PDH 또는 IMA와, ATM과, VoP와, IP와, xDSL로 나뉘어진다.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이 대분류된 각 기술군에서 독립적인 요소와 의존적인 요소를 분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능블

록(function block)으로 나누고, 이 기능블럭이 기술군 공통 요소의 최소 모듈(라이브러리)을 이루도록 한다.

도 3은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해 구분된 각 기술군의 기능블럭에 관한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SDH 기술군은 SPI, RST, MST, MSP, MSA, HPOM, HPC, HPT, HPA, LPC, LPT, LPA, 

PPI 기능블록이 있고, ATM 기술군은 AAL1, AAL2, AAL3, AAL5, VCA, VCC, VCLT, VCT, VPA, VPC, VPLT, V

PT 기능블록이 있다.

IP 기술군, xDSL 기술군, PDH 기술군, IMA 기술군의 기능블록은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여기서 각 기술군의 기능블럭들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ATM 기술군을 대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AL5/AAL3/AAL2/AAL1 : ATM Adaption 구간, ATM Cell 들을 해당 메시지로 변환하는 층(예, IP packet, X.2

5 packet등)

2. VPA/VCA(Virtual Path Adaption/Virtual Channel Adaption) : VC/VP 적용구간

3. VCC(Virtual Channel Connect) : VC 연결구간

4. VCLT(Virtual Channel Link Termination): VCL 처리구간

5. VCT(Virtual Channel Termination) : VC 처리 구간

6. VPC(Virtual Path Connect): VP 연결구간

7. VPT(Virtual Path Termination) : VP 처리구간

8. VPLT(Virtual Path Link Termination) : VPL 처리구간

9. TP/VPA(Transmission Path/Virtual Path Adaption) : TP/VP 적용구간

이렇듯 각 기술군의 기능블럭들은 메시지 변환 기능 및 연결 처리 기능에 대해 각각의 기능별로 블록이 구분된다.

도 4는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각 기술군의 공통 모듈의 계층화에 관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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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하나의 기능블럭은 하위구조로 매니지먼트 그룹(management group)으로 계층화 되어 있

고, 매니지먼트 그룹은 각 기능블럭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구분된 것이며, 이는 fault, configuration, account, 

performance, security, reliability, test, clock group으로 구분된다. 매니지먼트 그룹은 기술군, 기능블럭별로 각기

다른 형태 및 크기를 갖는다.

상기 매니지먼트 그룹은 하위구조로 하나 이상의 매니지먼트 엘리먼트(management element)로 구성된다. 매니지먼

트 엘리먼트는 기술군 공통모듈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해당되는 매니지먼트 그룹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이러한 각각의 기능블럭, 매니지먼트 그룹, 매니지먼트 엘리먼트 등은 API를 통해 제어된다.

API는 기능블럭과 매니지먼트 그룹 그리고 메니지먼트 엘리먼트를 생성시키는 기능(Create), 생성된 기능블럭과 매

니지먼트 그룹 그리고 메니지먼트 엘리먼트를 소멸시키는 기능(Delete), 기능블럭과 매니지먼트 그룹 그리고 메니지

먼트 엘리먼트에 링크드 리스트(Linked List) 구조 콜백 펑션(Callback Function)을 등록시키는 기능(Register), 기

능블럭과 매니지먼트 그룹 그리고 메니지먼트 엘리먼트의 내용을 조회하는 기능(Get), 기능블럭과 매니지먼트 그룹 

그리고 메니지먼트 엘리먼트의 내용을 설정하는 기능(Set) 그리고 기능블럭과 매니지먼트 그룹 그리고 메니지먼트 

엘리먼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기능상 정해진 프로세스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수행기능(Mo

nitor)이 있다.

이러한 기능중 생성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공통모듈은 프로파일(profile) 구조를 제공하는데, 프로파일 구조는 공통

모듈의 해당 요소를 생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통모듈 사용자에게 헤더 파일로 제공된다.

상기 매니지먼트 엘리먼트는 기술군 공통모듈의 최소단위이고, 실직적인 구성 내용을 포함하는 요소로서, 매니지먼트

그룹의 특성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갖고 있지만, 공통된 필드(field)를 포함하는데 다음과 같다.

meterID : 매니지먼트 엘리먼트의 식별자로서 기술군 공통모듈의 사용자가 정한 값으로 결정되며 프로파일 또는 AP

I를 통해 설정된다.

usagePrv : 매니지먼트 엘리먼트의 사용여부를 의미하는 값으로 기술군 공통모듈 사용자가 정한 값으로 결정되며 프

로파일 또는 API를 통해 설정된다.

maxIndex : maxIndex가 1인 경우 하나의 매니지먼트 엘리먼트가 하나의 물리적 포트만을 포함하고 maxIndex가 1

보다 클 경우는 하나의 매니지먼트 엘리먼트가 다수의 물리적 포트를 포함한다. 이값에 따라 매니지먼트 엘리먼트 구

조 내부에서 구조 및 처리 방법 변경될 수 있다. maxIndex는 공통 모듈 사용자가 정한 값으로 결정되며, 프로파일 또

는 API를 통해 설정된다.

이와 같은 조건에 의해 공통 모듈에 해당하는 프로파일 구조 중 fault 매니지먼트 엘리먼트의 구조는 도 5a에 도시되

고, performance 매니지먼트 엘리먼트의 구조는 도 5b에 도시되고, test 매니지먼트 엘리먼트의 구조는 도 5c에 도

시되고, 매니지먼트 엘리먼트의 구조는 도 5d에 도시되어 있다.

상기와 같이 기술군 공통 모듈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먼저 시스템이 논리적으로 포함하는 기술군 및 기능 블록에 해당하는 기술군 공통 모듈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빌드(so

ftware build)를 구축한다.

그리고 해당되는 기능블럭의 도 5a∼5d와 같은 프로파일 구조를 헤더 파일을 통해 제공받아 시스템에 맞게 설정한 

후 생성 API를 통해 생성시킨다.

주기적으로 수행기능 API를 호출하여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고,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조회(Get)/설정(Set) A

PI를 통해 설정값을 조회하거나 변경한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었지만,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첨부된 청구 범위에 정의된 본 발명의 정신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본 발명을 여러 가지로 변

형 또는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앞으로의 실시예들의 변경은 본 발명의 기

술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네트워크 기술군 표준 플랫폼 구현방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제공한다.

첫째,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군에 대한 모듈 개발시 기존의 사용자가 새 기술군에 요구되는 정보를 프로파일로만 제공

하면 쉽게 이식될 수 있다.

둘째, 기술군별로 라이브러리 모듈로 구현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네트워크 요소에 어느 한 기술군이 필요하다면 해당

되는 기술군의 라이브러리만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재사용성을 보장하고, 

코드 사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각 기술군별과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트레이스 모듈 및 메모리 모듈이 존재하여 어느 기술군에도 적용되어 작동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기술군 추가시에도 쉽게 검증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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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시스템이 논리적으로 포함하는 기술군 및 기능 블럭에 해당하는 기술군의 공통 요소를 모듈화 하는 단계;

운영자에 의해 사용할 기능블럭이 선택되면, 해당 기능블럭에 대한 프로파일(profile) 구조를 헤더 파일을 통해 제공

받아 시스템에 설정하는 단계;

설정된 프로파일에 따라 생성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기능블럭, 매니지먼트 그룹, 매니지먼트 

엘리먼트를 생성시키는 단계;

등록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이벤트 별로 호출될 콜백 펑션(Callback Function)을 등록하는 단

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API 기능을 호출하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및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조회/설정 API를 통해 설정값을 조회하거나 갱신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네트워크 기술군 표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콜백 펑션(Callback Function)은 링크드 리스트(Linked List) 구조로 공통 모듈 내에 등록되

며, 상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됨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술군 표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 11항에 있어서, 생성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기능블럭, 매니지먼트 그룹, 매니지먼트 엘리

먼트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상기 기능블럭은 각 기술군의 블럭에서 메시지 변환 기능 및 연결처리 기능에 대해 각각의 기능별로 구분되고,

상기 매니지먼트 그룹은 기능블럭의 하위구조로서 각 기능블럭안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구분되며,

상기 매니지먼트 엘리먼트는 각 기술군 공통 모듈의 가장 작은 단위로서, 실질적인 구성 내용을 포함하는 요소로 각 

매니지먼트 그룹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술군 표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매니지먼트 그룹은

역할기능에 따라 fault, configuration, account, performance, security, reliability, test, clock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술군 표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매니지먼트 엘리먼트는

해당되는 매니지먼트 그룹의 특성에 따라 다른 구조를 갖으며,

매니지먼트 엘리먼트의 식별자로서 기술군 공통모듈의 사용자가 정한 값으로 결정되며 프로파일 또는 API를 통해 설

정되는 meterID; 매니지먼트 엘리먼트의 사용여부를 의미하는 값으로 기술군 공통모듈 사용자가 정한 값으로 결정되

며 프로파일 또는 API를 통해 설정되는 usagePrv; 및 공통 모듈 사용자가 정한 값으로 결정되며, 프로파일 또는 API

를 통해 설정되는 maxIndex로 이루어지는 공통된 필드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술군 표준 플랫

폼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매니지먼트 엘리먼트의 공통 필드 중 maxIndex는

maxIndex가 1인 경우 하나의 매니지먼트 엘리먼트가 하나의 물리적 포트만을 포함하고 maxIndex가 1보다 클 경우

는 하나의 매니지먼트 엘리먼트가 다수의 물리적 포트를 포함하며, 이값에 따라 매니지먼트 엘리먼트 구조 내부에서 

구조 및 처리 방법이 변경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술군 표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기능블럭, 매니지먼트 그룹, 매니지먼트 엘리먼트는 API를 통해 제어되며, API는 기능블럭

과 매니지먼트 그룹 그리고 매니지먼트 엘리먼트를 생성, 소멸, 등록, 조회, 설정,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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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술군 표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프로파일 구조는

해당 요소를 생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공통 모듈 사용자에게 헤더 파일로 제공하는 구조로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네트워크 기술군 표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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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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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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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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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c

도면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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