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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ACnet is an international standard communication protocol especially designed for building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 In this paper, a reference model of network management system for BACnet is proposed and its 

implementation method is introduced. In order to evaluate the feasibility and validity of proposed network management 

system, it is applied to a real experimental model of BACnet network system. Proposed network management system 

complies with standard BACnet protocol and its functions are implemented in software without hardware dependencies so 

that it can be applied not only to newly installed BACnet system but also to already installed BACnet system by  

software upgrade. The network management system and its implementation method introduced in this paper will help 

BACnet-based automation system to be managed efficiently and they can be practically applied in real BACnet-based 

autom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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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무환경  주거환경이 단순 거주의 개념을 넘어 편익의 

개념으로 발 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기 하여 공기조화, 냉난방, 방범, 방재, 출입통제, 

수송, 주차, 통신 등의 설비들을 자동으로 리하기 한 첨

단의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에 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증가로 인하여 마이크로 로세서 기반의 

디지털 분산제어 시스템이 리 보 되고 있으며, 많은 업체

들이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들을 이용해 독자 인 빌딩 자동

화 시스템을 개발, 공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의 경우 각 업체마다 

용하는 통신망 기술이 서로 달라 상호운용성(Inter- 

operability)이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로 

하여  공 업체에 기술 으로 종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 을 해결하고 빌딩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자 심의 

기술로 발 시키기 해 1980년  반부터 빌딩 자동화 네

트워크 통신 로토콜의 표  제정에 한 필요성이 제기되

었으며, 2001년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는 

빌딩 자동화  제어용 통신망 로토콜에 한 국제표 으

로서 BACnet(Building Automation and Control 

network)[1]을 채택하 다[2]. BACnet은 국내에서는 1999년 

빌딩자동화 네트워크의 KS 표 규격으로 채택되었다[3].

네트워크 기반의 자동제어 시스템에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은 체 제어 시스템의 성능에 직 으로 향을 미치

며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각 장비의 운용 상태와 제어

기에 탑재된 응용 로그램의 동작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게 된다. 따라서 시스템 운 자가 체 자동제어 시스템

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네트워

크의 상태를 감시하고 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리 시스

템 는 네트워크 리 기능이 요구되어 진다.

BACnet은 다양한 통신매체를 수용하기 하여 데이터링

크계층 로토콜로서 Ethernet, ARCnet, PTP, MS/TP, 

LonTalk, BACnet/IP 등 다양한 선택사항을 채택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확장성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게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네트워크 성능을 리하기 

한 네트워크 리 계층(Management Layer) 는 네트워

크 리 기능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시스템 운

자 는 네트워크 사용자로 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의 상

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분석하여 리할 수 없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Cnet 기반 네

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감시하고 리하기 한  네트워크 

리 시스템 모델과 이를 구 하기 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 리 시스템 모델은 

기존의 BACnet 로토콜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BACnet

의 객체지향(Object-Oriented) 구 방식을 따라 설계하 으

며 제안하는 구  방법 한 하드웨어에 의존 이지 않고 

소 트웨어 으로 구 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BACnet을 한 네트워크 리 시스템은 새

로 개발되는 BACnet 기반의 자동제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에도 용되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상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BACnet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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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최근 연구결과들에 해 고찰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BACnet을 의한 네트워크 리시스템의 설계 

개념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이를 구 하기 한 구 방법 

 실험모델을 통한 검증에 해 설명한다. 끝으로 5장에서

는 본 논문의 결론  향후 연구과제에 해 정리한다.

2. BACnet  련연구

BACnet은 그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계층, 네트워크계층  응용계층의 4계층 구조를 지닌

다. BACnet 응용계층에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장비간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하여 빌딩 자동화 설비들 간에 교

환되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객체(Object)와 로퍼티

(Property)들로 표 하며, 이러한 객체와 로퍼티들로 표

되는 정보들을 처리하기 해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들을 응

용 계층 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 BACnet 응용 객체는 단

순히 빌딩 자동화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출력 정보뿐만 아

니라 자동제어를 수행하기 한 제어 알고리즘과 원격 감시

를 한 이벤트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BACnet 응용계층에서는 여러 범주의 표  응용 계층 서비

스를 정의하고 있다. BACnet 표  응용 계층 서비스는 네

트워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객체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그 

값을 조작하여 체 빌딩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운용하

기 한 기능들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BACnet은 표  응용 객체를 사용하여 네트워

크상의 모든 장비와 장비 내부의 정보를 표 하고 이들 응

용 객체를 조작, 가공하기 한 표  응용계층 서비스를 정

의함으로써 서로 다른 제조업체를 통해 공 된 장비들이라 

할지라도 그 내부 동작 방식에 계없이 동일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BACnet 기반의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에서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 이러한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빌딩 자동제

어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 요구사항들을 충족시

키기 하여 BACnet 회에서는 여러 워킹그룹(Working 

Group)활동을 통해 규격을 계속 보완, 확장해 나가고 있다

[19].

BACnet Application Layer

BACnet Network Layer

ISO 8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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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ne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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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net ARCnet

MS/TP

EIA-485

PTP

EIA-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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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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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net Layers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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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ACnet 계층 구조

Fig. 1 BACnet architecture

BACnet은 그림 1의 로토콜 구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통신 기술과 통신 매체를 지원하기 하여 데이터 링

크 계층 로토콜로서 Ethernet, ARCnet, MS/TP(Master- 

Slave/Token-Passing), PTP(Point-To-Point), LonTalk 외

에 BACnet/IP를 포함하는 6가지 선택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BACnet 기반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에서 Ethernet은 용

량의 정보를 고속의 통신 속도로 송할 수 있어 주로 여러 

필드 벨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기 한 백본(Backbone) 

네트워크에 용된다. ARCnet[6]은 정시성(Time-Determinis 

tic)이 요구되는 메시지 처리에 장 이 있으며 주로 주기

인 서비스를 처리하는 화재감시  방재 시스템에 많이 

용되어왔다. EIA-485 직렬 통신을 이용하는 MS/TP 로토

콜은 BACnet을 해 용으로 개발된 데이터 링크 계층 

로토콜로서 다른 데이터 링크 계층 로토콜들에 비해 렴

한 비용으로 비교  용이하게 구 할 수 있어 센서, 구동기, 

필드제어기 등을 연결하기 한 필드 벨 네트워크로 가장 

많이 용되고 있다. EIA-232 직렬 통신을 이용하는 PTP 

로토콜은 주로 EIA-232 직렬통신 이블 연결 는 

PSTN (Personal Service Telephone Network) 화선을 이

용한 일 일 원격 통신에 사용된다. LonTalk 로토콜[7]은 

LonWorks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송을 해 개발된 로토

콜로서, LonWorks 솔루션 자체는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에 

용되고 있으나 LonTalk을 데이터링크계층 로토콜로 채

택한 BACnet 기반의 자동제어 시스템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 BACnet/IP 로토콜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통

신에 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001년 개정된 BACnet 규

격에 추가되었다. BACnet/IP 로토콜은 IP(Internet 

Protocol) 로토콜을 이용하는 인터넷을 통한 BACnet 인터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여 주로 인터넷을 통한 원격 속 

는 통합 군 리 시스템에 용된다. 한 최근에는 [8]  

[9]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ZigBee, KNX[10], WLAN 등을 

BACnet에 통합하기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2008년에 개정된 BACnet 규격에는 BACnet/ZigBee 방

식이 추가되기도 하 다[10].

이 듯 BACnet은 다양하게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링크계층 로토콜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

면 이 게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과 성능을 리하기 한 

네트워크 리 계층 는 네트워크 리 기능을 별도로 규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 운 자 는 네트워

크 사용자로 하여  재 네트워크 시스템의 상태를 감시하

거나 분석하여 리할 수 없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4]  [5]는 BACnet 기반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에서 상

호운용성을 보장하기 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12] 

 [13]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분석 자료를 토 로 

BACnet의 6가지 데이터 링크 계층 로토콜의 특징을 시뮬

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시뮬 이션 모델을 통한 성능분석 방법은 주로 네

트워크 시스템을 설계하기 에 가정을 통해 네트워크 시스

템의 성능을 미리 측하기 하여 주로 사용되며 실제 네

트워크 시스템에서의 실시간 네트워크 성능분석에 활용되기

에는 한계가 있다. [14]  [15]는 BACnet 실험모델을 이용

하여 BACnet MS/TP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과 이를 이용

한 실내 조명제어 시스템의 성능에 한 실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시스템의 성능을 측하기 

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실제 빌딩 자동

제어 시스템에 용하기에는 추가 인 장치와 비용이 발생

하므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밖에도 큐잉 모델  확

률 모델을 이용한 통신망 성능 측 등의 방법들도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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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법들 역시 가정에 근거한 성능 측 방법으로 주로 

시스템 설계단계에서 활용되며 실제 시스템에 용되어 실

시간 변화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리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한 이  BACnet 규격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정된 

BACnet 규격[1]에도 시스템 리 기능이 표 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상용 제품의 경우 각 공 사마다 별도의 

네트워크 리 기능을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는 네트워크 

리 기능 없이 개발되어 공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

국 멀티벤더(Multi-Vendor) 제품들로 구성되는 빌딩 자동제

어 장치들 간의 상호운용은 가능하나 통합 리(Integrated 

Management)는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  한계 으로 작용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멀티벤더 제품들로 구성되는 

BACnet 기반 빌딩 자동제어 시스템에서 통합 네트워크 

리기능을 보장하기 한 네트워크 리 시스템의 참조모델

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실험 모델에 용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3. BACnet을 한 네트워크 리 시스템

1980년  이후 데이터 통신 기술이 격히 발 함에 따라 

네트워크 시스템이 차 복잡해지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통신기술 한 다양화됨에 따라 네트워크 시스템

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한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해 개방형 시스템 간 상호연결에 해 규정하고 있는 [16]

은 일반 인 네트워크 리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OSI 참조 모델을 한 네트워크 리 시스템의 기

본 모델[17]을 제시하 다. 다음 그림 2는 [17]에서 제시한 

OSI 참조 모델을 한 네트워크 리 시스템의 기본모델에 

한 구조이다.

그림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리 시스템의 기본 

구조는 리 개체(Managing Entity), 피 리 장치(Managed 

Device), 네트워크 리 로토콜(Network Management 

Protocol)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Managing Device

Managed Device

Managed Device

Managed Device

Managed Device

Managing Entity

Data

Agent

Data

Agent

Data

Agent

Data
Agent

Data

Network
Management

Protocol

그림 2 OSI 네트워크 리 시스템 기본 구조

Fig. 2 OSI Reference model of network management system

네트워크 리 개체(Managing Entity)는 네트워크 리 

장치(Managing Device)에서 동작하는 응용 로그램 는 

응용 장치로서 네트워크 리 정보에 한 수집, 처리, 분석 

 표시를 제어한다. 피 리 장치(Managed Device)는 네트

워크상에 존재하는 리의 상이 되는 네트워크 장치를 의

미한다. 네트워크 리를 해 필요한 피 리 장치의 내부 

정보들은 MIB(Management Information Base)로 리되며, 

이러한 정보들은 수집하고 가공하여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리 개체와의 통신 기능을 통해 네트워크 리 정보를 

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로세스를 네트워크 리 에

이 트라 한다. 네트워크 리 로토콜은 네트워크 리 개

체가 피 리 장치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 으로 에이 트

를 통해 피 리 장치의 정보를 획득하기 해 사용되는 통

신 로토콜을 의미한다. 한 OSI 참조 모델 기반의 네트

워크 리 시스템 규격에서는 네트워크 리 시스템에 필요

한 주요 특징을 리 기능(Management Functions), 리 

로토콜(Management Protocol), 리 정보의 모델링

(Information Modeling)의 3가지 주요 요소로 구분하여 정의

하고 있으며   세 가지 주요 요소  네트워크의 리 기

능을 성능 리(Performance Management), 장애 리(Fault 

Management), 구성 리(Configuration Management), 계정

리(Accounting Management), 보안 리(Security 

Management)의 5가지 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BACnet의 경우 다음 표 1과 같이 네트워크 구성 리에 

해 네트워크 계층 메시지와 함께 Who-Is/I-Am 응용 계

층 서비스  BACnet Device 객체와 Device 객체의 

Object_List 로퍼티를 통해 지원된다. 한 장애 리의 경

우 Device 객체의 System_Status 로퍼티를 통해 장치의 

상태를 리하고, 네트워크 계정 리  보안 리에 해서

는 56-bit DES(Data Encryption Standard) 암호화를 이용해 

보안키를 분배하는 방식에 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의 사용자 리  자원에 한 근 제한 등에 해서는 

시스템 공 자가 독자 인 방식을 이용하여 기능을 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ACnet 규격에는 각 네

트워크의 자원을 효율 으로 리하고 제어하기 한 네트

워크 성능 리에 한 기능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ACnet 네트워크 시스템을 한 성능 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 다.

표  1 기존 BACnet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리 기능

Table 1 Legacy BACnet Network Management Function

리기능 BACnet에서 지원하는 방식

성능 리 지원하지 않음.

구성 리
네트워크 계층 메시지, Who-Is/I-Am 서비스 

Device 객체와 Device 객체의 Object_List 로퍼티

장애 리
Device 객체의 System_Status 로퍼티와 

EventNotification 서비스

보안 리

56bit DES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과 키 분배에 해서

만 규정.

그 외 보안 기능은 시스템 공 자가 독자 으로 용

할 수 있음.

계정 리 시스템 공 자가 독자 으로 용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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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은 데이터 링크 계층

에서의 매체 근 방식과 데이터 송 방식에 의해 향을 

받는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시간지연은 부분 

데이터 링크 계층의 송신 큐에서의 송 기시간에 의해 

가장 크게 향을 받는다. 따라서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효율 으로 리하기 해서는 각각의 노드에서 발생되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인가 상태와 이 게 발생된 메시지들이 

송신 큐를 통해 어떻게 효율 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실시

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은 각 

통신 노드의 자체 동작을 통해 발생되는 내부 변수 값들로

서 네트워크를 통해 바로 획득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17]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리 시스템의 기본 모델을 

참조하여 BACnet을 한 에이 트 기반의 네트워크 리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네트워크 리 시스템의 설계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BACnet 로토콜을 

한 네트워크 리 시스템은 기본 으로 [17]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 리 모델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를 

BACnet 시스템에 용하기 해서는 몇 가지 제 조건과 

요구사항이 따른다. 우선 기존 BACnet 시스템과의 상호운

용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만일 규격에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

이 있다면 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후 확장을 고

려하여 이후 새로이 추가되는 네트워크 로 일에도 용

될 수 있는 일반 인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기존의 BACnet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용 로세스 

모델에 따라 네트워크 시스템과 각각의 개체(Entity)를 설계

하고 구 하 다.

 BACnet은 빌딩 자동화 설비들 간에 교환되어야 할 정

보들을 표  응용 객체와 로퍼티를 이용해 객체 지향 으

로 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BACnet 시스템과

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해 별도의 리 계층 는 

리 계층 서비스를 추가하지 않고, 기본 BACnet 응용 계층 

모델 기반의 BACnet 응용 객체로 모델링되는 네트워크 

리자 개체(Network Manager Entity)와 네트워크 리 에

이 트 개체(Network Management Agent Entity)를 새로

이 추가하고, 이들 개체가 리하여야 할 정보를 BACnet 

응용 객체로 모델링하여 이를 기존 BACnet 규격에서 정의

하고 있는 표  BACnet 응용 계층 서비스를 통해 리함으

로써 BACnet 규격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리 시스템을 제

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BACnet을 한 네트

워크 리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BACnet
Device

NMR   : Network Manager Entity

NMA : Network Management Agent Entity

BACnet
Device

BACnet
Device

BACnet
Device...

NMA

NMR

NMA NMA NMA

BACnet Application Services

BACnet Network

NMA

BACnet
Device

NMA

NMR

BACnet Network

...

그림 3 제안하는 네트워크 리 시스템의 구성

Fig. 3 Concept of proposed network management system

그림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BACnet 로토콜을 한 네트워크 리 시스템은 네트워크 

리자 개체(NMR Entity, Network Manager Entity)와 네

트워크 리 에이 트 개체(NMA Entity, Network Manage 

ment Agent Entity)로 구성된다. NMA 개체는 각 노드의 

내부 네트워크 리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네트워크 리 

에이 트 객체(NMA object)에 장한다. 만일 해당 

BACnet 장치가 여러 개의 데이터 링크 속을 지원하는 장

비라면 NMA 개체 역시 데이터 링크 속 개수만큼 생성되

어 각각의 데이터 링크 속에 한 네트워크 리 정보를 

독립 으로 리하게 된다. NMR 개체는 해당 네트워크상의 

모든 NMA 개체로부터 네트워크 리 정보를 수집하여 네

트워크 리자 객체(NMR object)로 리한다. 따라서 NMR 

개체는 하나의 네트워크상에서 오직 하나만 존재하여야 한

다. 한 본 연구에서는 NMR 개체와 NMA 개체간의 리 

정보를 교환하기 한 네트워크 리 로토콜을 별도로 추

가 정의하지 않고, 기존 BACnet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BACnet 응용 계층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BACnet 시

스템과의 호환성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도록 하 다.

4.2 네트워크 리 에이 트 개체

네트워크 리 에이 트(NMA, Network Management 

Agent) 개체는 BACnet 장치 내에서 응용 로그램으로 동

작하며, 하나의 NMA 개체를 통해 하나의 데이터 링크 계

층 로 일을 리하도록 설계하 다. 따라서 를 들어 2

개의 데이터 링크 속을 지원하는 제어기인 경우 각각의 

데이터 링크 속이 각각의 NMA 개체에 의해 독립 으로 

리된다. NMA 개체는 해당 데이터링크 로 일에서 발

생되는 네트워크 리 정보를 BACnet NMA 응용 객체를 

통해 리하며, 이러한 정보들은 표  BACnet 응용 계층 

서비스를 통해 처리된다. NMA 객체의 각각의 로퍼티 정

보는 표  BACnet 응용 객체 모델링 방식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이 설계하 으며 그림 4는 NMA 객체의 구  시를 

보여 다. 표 2의 Code에서 R은 필수 속성을 의미하며, O는 

선택 속성을, W는 명령가능 속성을 의미한다.

NMA 객체는 표 2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다양한 로퍼

티들로 구성된다. 이들 로퍼티들에 한 자세한 설명은 지

면 상 생략하기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측하기 한 Local_Traffic_Load 로퍼티에 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Local_Traffic_Load 로퍼티는 [12], [14], [15] 등에서 제

시한 트래픽로드(G)와 유사한 개념으로 다음 식 (1)과 같이 

상 계층에서 발생되어 데이터링크의 송신 큐에 쌓이는 단

 시간당 내부 트래픽의 양을 퍼센트(%)단 의 실수형 값

으로 표 한다. 이때 1바이트의 비트타임을 계산하기 하여 

Start Bit와 End Bit를 포함하여 10비트타임으로 계산되도록 

하 다. Local_Traffic_Load 로퍼티의 값은 데이터 링크 

임이 송신 큐에 추가될 때 계산된다. 

100 Avg_Frame_Length 10Local_Traffic_Load =
(Baud_Rate Avg_Frame_Interval 1000)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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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네트워크 리자 개체

네트워크 리자(NMR, Network Manager) 개체는 

BACnet 네트워크상에서 통신 노드로 동작하는 임의의 

BACnet 장치에 응용 로그램으로 탑재되어 동작하며, 하

나의 NMR 개체를 통해 하나의 BACnet 네트워크 시스템이 

리되도록 설계하 다. 따라서 만일 리피터 등을 통해 네트

워크 세그먼트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 NMR 개체가 

필요하지 않으나 만일 네트워크가 라우터 는 게이트웨이

를 통해 분리될 경우 각 네트워크 마다 NMR 개체가 하나

씩 할당되어 동작하여야 한다.

표  2 네트워크 리 에이 트 객체

Table 2 Network Management Agent Object

Property Identifier Data type Code

Object_Identifier BACnetObjectIdentifier R

Object_Name CharacterString R

Object_Type BACnetObjectType R

Description CharacterString O

Reset_Time_Stamp BACnetDateTime W

APPL_Conf_Req_Count Unsigned R

APPL_Conf_Res_Count Unsigned R

APPL_Unconf_Req_Count Unsigned R

APDU_Timeout_Count Unsigned R

Max_Confirmed_Delay Unsigned R

Avg_Confirmed_Delay Unsigned R

DL_Profile BACnetDLProfile R

Baud_Rate Unsigned R

Frame_Generate_Count Unsigned R

Frame_Transmit_Count Unsigned R

Frame_Receive_Count Unsigned R

TxQ_Overflow_Count Unsigned R

TxQ_Overflow_Date_Time BACnetDateTime R

Max_Queueing_Delay Unsigned R

Avg_Queueing_Delay Real R

Avg_Frame_Interval Real R

Avg_Frame_Length Real R

Local_Traffic_Load Real R

그림 4 NMA 객체 구  시

Fig. 4 Implementation example of NMA object

NMR 개체는 네트워크상의 NMA 개체로부터 네트워크 

리 정보를 수집하여 BACnet NMR 응용 객체를 통해 

리하며, 이러한 정보들은 표  BACnet 응용 계층 서비스를 

통해 처리된다. NMR 객체의 각각의 로퍼티 정보는 표  

BACnet 응용 객체 모델링 방식에 따라 다음 표 3과 같이 

설계하 으며 그림 5는 NMR 객체의 구  시를 보여 다. 

NMR 객체 역시 표 3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다양한 로

퍼티들로 구성된다. 이들 로퍼티들에 한 자세한 설명은 

지면 상 생략하기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측하기 한 Network_Traffic_Load, Network_ 

Traffic_Summary  Round_Trip_Time 로퍼티에 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Network_Traffic_Load 로퍼티는 표  실수형으로 표

되며, NMR 개체가 리하는 네트워크의 체 트래픽 로드

를 퍼센트(%) 단 로 표 한다. 이 속성 값은 NMA 개체로

부터 수신된 Local_Traffic_Load의 합으로 계산된다.

표  3 네트워크 리자 객체

Table 3 Network Manager Object

Property Identifier Data type Code

Object_Identifier BACnetObjectIdentifier R

Object_Name CharacterString R

Object_Type BACnetObjectType R

Description CharacterString O

Reset_Date_Time BACnetDateTime W

DL_Profile BACnetDLProfile R

Baud_Rate Unsigned R

Update_Interval Unsigned R

Update_Date_Time BACnetDateTime W

Network_Traffic_Load Real R

Network_Traffic_Summary BACnetARRAY[N] R

Round_Trip_Time BACnetARRAY[N] R

Token_Count Unsigned O
1

Max_TRT Unsigned O
1

Avg_TRT Real O1

 O1: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 네트워크 시스템이 MS/TP 네트워크일 경우

그림 5 NMR 객체 구  시

Fig. 5 Implementation example of NMR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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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_Traffic_Summary 로퍼티는 표  BACnet 

ARRAY[N]형으로 표 되며, NMR 개체가 수집한 각각의 

NMA 개체의 DeviceObjectIdentifier와 Local_Traffic_Load 

값의 배열로 표 된다.

 Round_Trip_Time 로퍼티는 표  BACnetARRAY[N]

형으로 표 되며, 각각의 NMA 개체의 DeviceObject 

Identifier와 NMR 개체가 각각의 NMA 개체에 하나의 

BACnet Confirmed Service를 요청하여 그에 한 응답을 

수신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msec단  배열로 표 한다. 단 

이때 모든 제어기에 해 Round_Trip_Time 값을 공정하게 

측정하기 하여 다음 그림 6과 같이 네트워크 리자 노드

에서 발생하는 송신 큐에서의 메시지 지연시간은 제외된다. 

따라서 Round_Trip_Time은 BACnet Confirmed 메시지가 

네트워크 리자 노드의 송신 큐를 떠나는 순간부터 상 방 

노드에 의한 응답이 네트워크 리자의 수신 큐에 도착하는 

시간까지 소요된 시간을 msec 단 로 기록된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BACnet을 

한 네트워크 리 시스템은 각각의 기능과 정보를 소 트

웨어 으로 구 되는 NMR 개체와 NMR 객체  NMA 개

체와 NMA 객체로 모델링함으로써 기존 BACnet 규격과의 

상호운용성을 최 한 보장한다. 

4.4 실험모델을 이용한 유효성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 리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하여 실제 실험모델에 용하여 BACnet 

MS/TP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모델은 다음 그림 7과 같이 구성되며, 이를 구성

하기 해 사용된 하드웨어  소 트웨어는 [18]에서 제시

한 하드웨어 로토타입과 네트워크 로토콜  펌웨어에 

네트워크 리 시스템 기능을 추가로 구 하여 용하 다.

본 연구에서 BACnet MS/TP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은 

네트워크 트래픽 로드에 따른 TRT(Token Rotation Time)

와 RTT(Round Trip Time)를 통해 분석하 다. TRT는 

MS/TP 토큰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MS/TP 통신노드를 

순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는 NMR 

개체가 탑재되는 네트워크 리자 노드(Node 0)가 토큰을 

수신할 때 마다 TRT값을 측정하도록 하 다. RTT는 네트

워크 리자 노드(Node 0)가 각각의 필드제어기로부터 속성 

값을 읽기 해 사용되는 BACnet ConfirmedReadProperty

서비스 트랜잭션을 완료하기 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측정

된다. 본 실험에서 네트워크 리자(NMR) 개체는 매 5 마

다 ReadProperty 서비스를 이용해 각 필드제어기의 NMA 

객체의 Local_Traffic_Load 속성 값을 요청하며, 이로 인해 

0.8%의 네트워크 트래픽이 추가 발생가게 된다. 그러나 이

는 체 네트워크 트래픽에 비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

으므로 체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때 네트워크 트래픽로드, TRT  RTT는 별도의 

모니터링 장치가 아닌 각 노드에 탑재된 NMA 개체  

NMR 개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그림 8은 네

트워크 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

다.

BACnet Network

Node 1

MS/TP

RxQ TxQ

BACnet
Protocol Stack

RxQ TxQ

ASC Application

BACnet
Protocol Stack

RTT-01

Node 10

RxQ TxQ

ASC Application

BACnet
Protocol Stack

.  .  .

RTT-10

Network Manager

NMR Entity NMA Entity NMA Entity

그림 6 Round Trip Time의 측정

Fig. 6 Round Trip Tim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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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실험모델 구성

Fig. 7 Configuration of experimental model

그림 8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화면

Fig. 8 Screen capture of real-time online monitoring

그림 9는 네트워크 트래픽 노드와 MS/TP 로토콜의 네

트워크 설정 라미터인 Nmax_info_frames 값의 변화에 따른 평

균 TRT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에서 X축은 

%단 의 체 네트워크 트래픽을 의미하고, Y축은 msec 단

의 측정 시간을 의미한다. Nmax_info_frames 값은 MS/TP 노

드가 토큰을 수신하 을 때 송할 수 있는 최  임의 

수를 제한한다. 그래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Nmax_info_frames

값이 작은 값으로 설정되면, 각각의 노드는 높은 네트워크 

트래픽 상황에서도 Nmax_info_frames값 까지만 메시지를 송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따라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더라

도 노드가 Nmax_info_frames 설정값 이상 송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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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되지 못한 메시지들은 송 큐에 쌓이게 되고, 평균 TRT

값이 특정 값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나 Nmax_info_frames값이 큰 

값으로 설정되면, 각각의 노드들이 토큰을 수신하여 최  

Nmax_info_frames 설정값까지 메시지를 송할 수 있으므로 네트

워크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TRT가 지수 으로 증

가하게 된다. 특히 체 네트워크 트래픽이 50%를 넘으면 

TRT가 격히 증가하여 네트워크의 안정 인 동작을 보장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2]  [13]에서 제시한 시

뮬 이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14]  [15]의 실험

결과와 유사한 형태로 측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 평균 Token Rotation Time

Fig. 9 Average token rotation time

그림 10은 Nmax_info_frames 값을 [14]  [15]의 실험결과를 

토 로 1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네트워크 트래픽 변화에 따

른 평균 RTT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에서 X

축은 %단 의 체 네트워크 트래픽을 의미하고, Y축은 

msec 단 의 측정 시간을 의미하며, RTT는 그림 6에서 정

의한 바와 같이 각각의 필드제어기별로 측정된 msec 단

의 Round Trip Time을 의미한다. 따라서 RTT-01은 네트

워크 리자 노드가 필드제어기 1번 노드에 해 측정한 

Round Trip Time을 의미하며, RTT-10은 필드제어기 10번 

노드에 해 측정한 Round Trip Time을 의미한다.

그림 10에 보이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리자 노드에서 

측정한 평균  최  RTT값은 MS/TP의 노드 주소에 향

을 받는다. 동일한 네트워크 트래픽 환경에서 낮은 노드 주

소의 RTT값이 높은 노드 주소의 RTT값보다 작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MS/TP 로토콜에서 토큰이 낮은 주소

로부터 높은 주소로 순환하기 때문이며, 높은 노드 주소의 

필드제어기는 토큰이 이  노드들에 의해 사용된 후 자신에

게 달될 때가지 기다려야 하므로 높은 노드 주소의 RTT

가 더 큰 값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네트

워크 리자 노드를 0번 노드 주소로 할당하 기 때문에 

RTT-01이 가장 작고 RTT-10이 가장 큰 값으로 측정되었

지만, 일반 인 경우라면 NMR 개체가 탑재된 네트워크 

리자 노드의 주소에 후속하는 순서 로 RTT값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BACnet MS/TP 네트워크 기반의 제어시스템

을 설계하거나 설치할 때 시스템의 구성을 고려하여 각 장

치의 MS/TP 노드 주소를 히 할당하여야 할 필요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한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각 노드들이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더 많은 메시지를 송하게 되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할수록 각 노드의 RTT간 차

이도 함께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평균 RTT  최  RTT역

시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지수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TR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 네트워크 트

래픽이 50%를 넘으면 RTT가 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이는 해당 노드가 네트워크를 통해 송할 수 있는 능력

에 비해 더 많은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여 송되지 못

한 메시지들이 송신 큐에 쌓이게 됨에 따라 송신 큐에서의 

메시지 지연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10 평균 Round Trip Time

Fig. 10 Average Round Trip Time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BACnet 기반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감시하고 리하기 한  네트워크 리 시스템의 참조모델

을 제안하고 이를 구 하기 한 방법을 소개하 으며 이를 

실제 BACnet MS/TP 로토콜 기반의 실험모델에 용하

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네트워크 리 시스템 모델은 기존

의 BACnet 로토콜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BACnet의 

객체지향 방식을 따라 설계하 으며 제안하는 구  방법 

한 하드웨어에 의존 이지 않고 소 트웨어 으로 구 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BACnet을 

한 네트워크 리 시스템은 새로 개발되는 BACnet 기반

의 자동제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에도 용되

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네트워크 

리시스템을 BACnet MS/TP 로토콜뿐만 아니라 BACnet 

Ethernet, BACnet/IP  BACnet/ZigBee 등의 다양한 데이

터링크 로토콜들로 구성되는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실험

모델에 용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의 성능을 실증 으로 분

석할 필요가 있으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네트워크 성능에 따

라 네트워크 시스템의 자원을 동 으로 리하기 한 동  

네트워크 자원 리 알고리즘  동  스 링 알고리즘 등

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상된다.



기학회논문지 58권 11호 2009년 11월

2260

참  고  문  헌

[1] ANSI/ASHRAE Standard 135-2008, BACnet: A Data 

Communication Protocol for Building Automation and 

Control Networks,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 Inc. 

(ASHRAE), Atlanta, GA, 2008. 

[2] ISO 16484-5, Building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Part 5. Data Communication Protocol, ISO, 

Washington, DC, 2003. 

[3] KS X 6909, 빌딩 자동화  제어 통신망, 한국표

회, 1999.

[4] ASHRAE Guideline 13-2000, Specifying Direct Digital 

Control Systems, ANSI/ASHRAE, Atlanta, GA, 2000. 

[5] S.T. Bushby, H.M. Newman, M.A. Applebaum, 

NISTIR 6392, GSA Guide to Specifying Interoperable 

Building Automation and Control Systems Using 

ANSI/ASHRAE Standard 135-1995, BACnet, 

ANSI/ASHRAE, Atlanta, GA, 2000.

[6] ANSI/ATA 878.1, Local Area Network: Token Bus 

(2.5Mbps), ARCnet Trade Association, 1992.

[7] ANSI/EIA 709.1-A standard, The LonTalk Protocol 

Specification, Echelon Corporation, 1999.

[8] TJ Park, YJ Chon, DK Park, SH Hong, “BACnet over 

ZigBee-A new approach to the wireless datalink 

channel for BACnet”, IEEE/INDIN'07, pp33-38, 

Vienna, June 2007. 

[9] Reinisch, C.   Kastner, W.   Neugschwandtner, G.   

Granzer, W., “Wireless Technologies in Home and 

Building Automation”, IEEE/INDIN'07, pp93-98, 

Vienna, June 2007.

[10] KNX Specification, Version 1.1, Konnex Association, 

Diegem, 2004.

[11] ANSI/ASHRAE Addendum q to ANSI/ASHRAE 

Standard 135-2008: Annex X, BACnet over ZigBee 

as a Datalink layer, ANSI/ASHRAE, Atlanta, GA, 

2000.

[12] W. S. Song, S. H. Hong and S. Bushby, “NISTIR 

7038: A Simulation Analysis of the BACnet LAN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NIST), August 2003.

[13] Won Seok Song, Seung Ho Hong and Steven T 

Bushby, “A Performance Analysis of BACnet Local 

Area Networks”, HVAC & R Research, Vol. 14, 

Issue 2, March 2008.

[14] TaeJin Park, Won Seok Song and Seung Ho Hong 

“Experi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of BACnet 

MS/TP Protocol”,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vol. 7, no. 5, pp.584-593, 

October 2007.

[15] Tae-Jin Park, Seung Ho Hong, “Experimental Case 

Study of a BACnet-Based Lighting Control System”, 

IEEE Trans. on Autom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vol. 6, no. 2, APRIL 2009.

[16] ISO 7498,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Open 

Systems Interconnection-Basic Reference Model.

[17] ISO/IEC 7498-4,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 

Open Systems Interconnection - Basic Reference 

Model-Part4: Management Framework, 1989.

[18] 박태진, 홍승호, “BACnet MS/TP 필드제어기 로토

타입  MS/TP 네트워크 감시 장치의 설계  구 ”, 

기학회논문지 제56D권, 제4호, pp. 799-808, 2007. 4. 

[19] http://www.bacnet.org/WG/index.html

   자   소   개

박 태 진 (朴 泰 鎭)

1997년 한양  제어계측공학과 졸업. 

1999년, 2007년 동 학원 자 기제어계

측공학과 졸업(공학석사, 공학박사). 

(주)나라컨트롤 기술연구소, Siemens 

Building Technologies Korea 기술연구

소, (주)화신 기술연구소, 재 삼성 공

업 산업기술연구소 메카트로닉스센터 책

임연구원

Tel : 042-865-4713 

Fax : 055-630-7673

E-mail : tj0809@nate.com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PageByPag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fals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fals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high quality pre-press printing.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These settings require font embedding.)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30d730ea30d730ec30b9537052377528306e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f00750072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7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c00200070006f007500720020006c006500730020006f00750076007200690072002e0020004c0027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6f006e002000640065007300200070006f006c006900630065007300200065007300740020007200650071007500690073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61007400690076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10075007300670061006200650020006600fc0072002000640069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76006f007200730074007500660065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00200042006500690020006400690065007300650072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20006900730074002000650069006e00650020005300630068007200690066007400650069006e00620065007400740075006e00670020006500720066006f0072006400650072006c006900630068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2e0020004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2006500710075006500720065006d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6006f006e00740065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2d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9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6b007200e600760065007200200069006e0074006500670072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740079007000650072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8006f006700650020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00069006e002000650065006e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6f006d006700650076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002000420069006a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20006d006f006500740065006e00200066006f006e007400730020007a0069006a006e00200069006e006700650073006c006f00740065006e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1007500650020007000650072006d006900740061006e0020006f006200740065006e0065007200200063006f007000690061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5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0020004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200650071007500690065007200650020006c006100200069006e006300720075007300740061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600750065006e0074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0020004e00e4006d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500740020006500640065006c006c00790074007400e4007600e4007400200066006f006e0074007400690065006e002000750070006f0074007500730074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0020005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2006900630068006900650064006f006e006f0020006c002700750073006f00200064006900200066006f006e007400200069006e0063006f00720070006f0072006100740069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800f80079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6600f800720020007400720079006b006b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0020004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6b0072006500760065007200200073006b00720069006600740069006e006e00620079006700670069006e0067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610076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002000440065007300730061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20006b007200e400760065007200200069006e006b006c00750064006500720069006e00670020006100760020007400650063006b0065006e0073006e00690074007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62535370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8fd94e9b8bbe7f6e89816c425d4c51655b574f5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2175370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90194e9b8a2d5b9a89816c425d4c51655b57578b3002>
    /KOR <FEFFace0d488c9c8c7580020d504b9acd504b808c2a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801c6a9d558b824ba740020ae00af340020d3ecd5680020ae30b2a5c7440020c0acc6a9d574c57c0020d569b2c8b2e4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