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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 및 그 장치

요약

  PSFS 표준을 채택하는 CE 제품군에서 디지털 컨텐츠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에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라 저장하고자 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방법은,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장치를 특정

하는 제1 문자열을 생성하는 단계와, 디지털 컨텐츠의 저장 순서를 나타내는 제2 문자열을 생성하는 단계와, 생성된 제1

문자열 및 제2 문자열에 기초하여 저장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제2 문자열은 마지

막으로 저장된 디지털 컨텐츠의 제2 문자열의 문자코드를 소정의 값만큼 증가시킴으로써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하나의 디렉토리에 저장될 파일의 수가 10000으로 제한되던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의

DCF 표준에 따라 생성된 파일 이름과도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표도

도 3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장치의 응용예를 나타낸 도면,

  도 2는 종래의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 및 디렉토리 구조를 나타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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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플로우차트,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방법에 따라 결정된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 및 디렉토리 구조를 나타낸 도면,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서 도 3에 도시된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함수의 일 예를 나

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컨텐츠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최근 들어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 디지털 사진이나, 비디오 클립, 디지털 오디오, 텍스트 등의 디지털 컨텐츠를 처리

하고, 이를 재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또는 MPEG 오디오 파일인 MP3 파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 파일(Microsoft Window Media Audio)인 WMA 파일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오디

오 재생 장치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컨텐츠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도 1은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장치의 응용예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 생성된 디지털 사진이나 디지털 캠코더에 의해 생성된 비디오 클립 등의 디지털

컨텐츠(100)는 개인용 컴퓨터나 미디어 서버(110) 등에서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편집 또는 제작될 수 있다. 편집 또는 제

작된 디지털 컨텐츠는 CD 나 DVD와 같은 광디스크(120)에 저장되어 CD 재생기 또는 DVD 재생기(130) 등에 의해 재생

된다. 사용자는 TV(132) 등과 같은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편집 또는 제작된 디지털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편

집된 디지털 컨텐츠는 프린터(140)나 온라인 서비스(142)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전술한 예와 같이 응용되는 디지털 컨텐츠는 파일 단위로 관리된다. 디지털 컨텐츠 파일 중 디지털 사진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파일 시스템으로 종래에 Digital Content Forum(이하 DCF라 약칭한다) 표준이 있다.

  도 2는 종래의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 및 디렉토리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를 참조하면, DCF 표준에 따라 생성된 디지털 컨텐츠 파일 및 디렉토리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그림과 같이 DCF 표

준에 따르면, 각 디지털 컨텐츠 파일들은 루트 디렉토리 하위의 DCIM 디렉토리 밑에 XXXSSDVC 디렉토리에 저장된다.

디렉토리 이름에 사용되는 XXX는 000부터 999까지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SSDVC는 각 제품마다 고유한 문자열이

사용될 수 있다.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은 DCAMXXXX.JPG와 같이 각 제품마다 고유하게 사용할 4자리의 알파벳 문

자와 4자리의 숫자를 사용한다. 이론적으로, 파일 이름에 사용되는 4자리의 숫자 XXXX는 0000에서 9999까지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의 디렉토리에 10000개의 디지털 컨텐츠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만약 저장될 파일의 개수가

1000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어 그 밑에 저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DCF 표준은 디지털 사진 파일만을 취급하고 있으나, 이를 확장하여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는 CE(Consumer

Electronics) 제품군을 위하여 디지털 사진/ 비디오 /오디오에 모두 적용되는 Portable Storage File System(이하 PSFS

라 약칭한다)이라는 새로운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만약, 새로운 PSFS 표준에 기존의 DCF 표준에 따른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나의 디렉토리

에 10000개의 파일 밖에 저장할 수 없는 제한이 따른다. 특히, 저장 매체의 고용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

은 파일 이름의 제한은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앞서 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용 컴퓨터나 미디어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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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와 같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교환하는 경우 파일 이름이 겹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

용량의 저장 매체에도 제한 없이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규칙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DCF

표준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 파일과의 호환성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도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PSFS 표준을 채택하는 CE 제품군에서 디지털 컨텐츠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에 디지털 컨텐츠

의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 및 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전술한 목적은, 저장하고자 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장치

를 특정하는 제1 문자열을 생성하는 단계와, 디지털 컨텐츠의 저장 순서를 나타내는 제2 문자열을 생성하는 단계와, 생성

된 제1 문자열 및 제2 문자열에 기초하여 저장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제2 문자열은

마지막으로 저장된 디지털 컨텐츠의 제2 문자열의 문자코드를 소정의 값만큼 증가시킴으로써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방법에 의해 달성된다.

  상기 제2 문자열은, 0부터 9까지의 숫자와 알파벳 문자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단계는, 디지털 컨텐츠의 종류를 특정하는 문자열이 확장자로서 포함되도록 파일이름

을 생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디지털 컨텐츠는 디지털 사진, 비디오 클립, 및 디지털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파일의 확장자는 디

지털 컨텐츠 파일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문자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제1 문자열 및 제2 문자열을 생성하는 단계는, Digital Content Forum(DCF) 표준에 따라 생성된 파일 이름과 호환

되도록 각 문자열을 결정하는 단계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발명의 다른 분야에 따르면, 전술한 목적은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

는 컨텐츠 생성부; 생성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장치를 특정하는 제1 문자열 및 디지털 컨

텐츠의 저장 순서를 나타내는 제2 문자열에 기초하여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파일 생성부; 및 생성된 파일 이름을 갖는 디

지털 컨텐츠 파일을 소정의 저장 매체에 기록하는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며, 제2 문자열은 마지막으로 저장된 디지털 컨텐

츠의 제2 문자열의 문자코드를 소정의 값만큼 증가시킴으로써 생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생성 장치에

의해 달성된다.

  또한, 상기 소정의 저장 매체는 메모리, 메모리 스틱, 광 디스크, 및 하드 디스크 중 하나인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디지털 컨텐츠 생성 장치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오디오 파일 재생 장치, 멀티미디어 파일 재생 장치 중 하

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종래의 DCF 표준은 디지털 사진 파일만을 취급하고 있으나, PSFS 표준은 이를 확장하여 멀티미디어를 지원하는 CE 제

품군을 위하여 디지털 사진/ 비디오 /오디오 파일에 모두 적용된다. 본 발명은 PSFS 표준을 위하여, 종전 DCF 표준에 따

른 파일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지원되는 파일의 수를 확장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은 DCF 표준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이름 문자와 3자리의 확장자 문자(8.3 규칙)로 구성된다.

  2) 8자리의 이름 문자 중 전반의 4개 문자는 DCF 표준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제품 고유의 문자로 정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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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8자리의 이름 문자 중 후반의 4개 문자는 기존의 10진법에 해당하는 숫자(0-9)뿐만 아니라, 알파벳 문자(A-Z)를 같

이 사용한다. 즉, 이름은 0~9 ,A~Z 순으로 하나씩 증가하도록 한다. 즉, DCAM0001.JPG, ..., DCAM0009.JPG,

DCAM000A.JPG, DCAM000B.JPG, ..., DCAM000Z.JPG와 같은 순서로 파일이름을 결정한다.

  이하에서는 상기 규칙을 따르는 파일 타입을 PSFS 타입이라 약칭한다.

  본 실시예에서는 알파벳 대문자만을 포함시킨 예를 설명하고 있으나, 지원되는 파일의 수를 더 확장하기 위하여 알파벳

소문자를 포함하도록 변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에 따른 파일이름을 결정하는 규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를 살펴본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을 나타낸 플로우차트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먼저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의 생성 장치는 저장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고(302 단계), 만약 저

장된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저장된 파일의 타입이 PSFS 타입인지 확인한다(304 단계). 만약 PSFS 타입이라면, 전술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규칙에 따라, 저장된 마지막 파일 이름의 후반 4개 문자를 0~9, A~Z 순으로 1

씩 증가시킨 스트링을 새로운 파일 이름의 후반 4개 문자로 설정한다(306 단계). 새로운 파일 이름의 전반 4개 문자는

DCF 표준에 따라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제품 고유의 문자로 결정하며, 확장자는 디지털 컨텐츠 파일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308 단계).

  한편, 만약 저장된 파일이 없는 경우(302 단계), 또는 저장된 파일이 PSFS 타입이 아닌 경우(304 단계)에는 새로운 파일

이름의 후반 4개 문자를 "0000"으로 설정하고(310 단계), 새로운 파일 이름의 전반 4개 문자는 DCF 표준에 따라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제품 고유의 문자로 결정하며, 확장자는 디지털 컨텐츠 파일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308 단계).

  이에 따라 대용량의 저장 매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파일 수의 제한을 없앤 새로운 파일 이름이 결정된다. 즉, 기존의

DCF 표준에 따른 경우, 디렉토리 당 10000개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으나, 본 발명에 따르면, 디렉토리 당 167,9616개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종래 DCF의 방식에 비해 한 디렉토리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파일수가 약 167배 증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파일 이름의 후반 4자리에 각각 0~9까지 10개의 문자가 사용되는 종전 방식의 경우 개 즉, 10000개의 파일

을 저장할 수 있으나, 본 발명에 따르는 경우 0~9, A~Z까지 모두 36개의 문자가 사용되어 개, 즉 167,9616개의 파일

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멀티 샷(multi-shot)과 같이 하나의 디렉토리에 저장될 파일의 수가 10000장 이상이

되는 경우도 문제없이 하나의 디렉토리에 저장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DCF 표준에 따라 생성된 파일 이름과도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다. 0~9까지의 문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디지털 컨텐츠 파일을 컴퓨터로 복사하는 경우 이름이 겹쳐 발생하는 충돌 문제의 발생 빈도수가 적어진다. 또

한, 사용되는 0~9, A~Z는 ASCII코드와 같은 문자코드 값으로도 같은 순서를 가지므로 파일 이름의 정렬(sort) 또는 검색

(search)이 편리하다.

  도 4는 도 3에 도시된 방법에 따라 결정된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 및 디렉토리 구조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파일 이름의 결정 방법에 따르면, DCAM0009.JPG 다음에 DCAM0010.JPG가 아니라,

DCAM000A.JPG라는 파일 이름이 결정되는 것이 도시되어 있다. 이론적으로는 DCAM0000.JPG부터 DCAMZZZZ.JPG

까지 후반 4문자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파일이름을 생성할 수 있다.

  도 5a 및 도 5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서 도 3에 도시된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함수의 일 예를 나

타낸 도면이다.

  도 5a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서 increase(input) 함수가 도시되어 있다. 이 함수는 입력값을 0~9, A~Z 순으

로 1씩 증가시켜 "입력값+1"값을 반환하는 함수이다. 도 3에서 설명한 후반 4개의 문자를 결정하는 함수로서 이용될 수

있다. 다만, 이 함수는 본 발명에 따른 파일 이름의 결정 방법을 수행하는 함수의 일 예일 뿐,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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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5b를 참조하면, increase(input) 함수의 수행 결과가 도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입력값이 "0000"이면 "0001"이라는

스트링이, 입력값이 "0009"이면 "000A"라는 스트링이 반환된다. 이론적으로 "ZZZY"라는 입력값에 대하여 "ZZZZ"라는 스

트링까지 반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본 발명에 따른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에 기초하여,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장치의 구조를 살펴

본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라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장치는 컨텐츠 생성부(610), 파일 생성부(620), 및 기록 제

어부(630)를 구비한다.

  컨텐츠 생성부(610)는,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한다.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디지털 사진을 찍은 JPG 파일을, 캠코더의 경

우라면 비디오 클립 파일을, MP3 플레이어라면 MP3 파일 등을 생성할 것이다.

  파일 생성부(620)는, 컨텐츠 생성부(610)에서 생성된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결정한다. 도 3에서 전술한 방법에

따라 DCF 표준을 확장한 새로운 파일 이름을 생성한다. 생성되는 파일 이름의 전반 4문자는 DCF 표준에 따라 디지털 컨

텐츠를 생성하는 제품 고유의 문자로 결정하며, 후반 4 문자는 increase 함수에 따라 저장된 마지막 파일이름보다 0~9,

A~Z 순으로 1씩 증가한 스트링으로 결정하며, 확장자는 디지털 컨텐츠 파일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기록 제어부(630)는, 파일 생성부(620)에서 결정된 파일 이름 갖는 디지털 컨텐츠 파일을 저장 매체(도시 않음)에 기록한

다. 저장 매체에는 메모리, 메모리 스틱, 광디스크, 또는 하드 디스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전술한 디지털 컨텐츠 생성 장치는 사진, 비디오, 오디오 파일을 처리하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오디오 파일 재

생 장치, 멀티미디어 파일 재생 장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발명의 본

질적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된 형태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발명에 따른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한 범위 내에 있는 다양한 실시 형태가 포함되도록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DCF 표준에 따른 파일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지원되는 파일의 수를 확장하는 디지

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결정하는 방법 및 그 장치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하나의 디렉토리에 저장될 파일의 수가 10000으로 제한되던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의

DCF 표준에 따라 생성된 파일 이름과도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컨텐츠 파일을 컴퓨터로 복사하는 경우 이름이 겹쳐 발생하는 충돌 문제의 발생 빈도수가 적어지며, 파일

이름의 정렬 또는 검색이 편리한 장점이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저장하고자 하는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장치를 특정하는 제1 문자열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디지털 컨텐츠의 저장 순서를 나타내는 제2 문자열을 생성하는 단계와,

  상기 생성된 제1 문자열 및 제2 문자열에 기초하여 저장되는 디지털 컨텐츠의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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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2 문자열은 마지막으로 저장된 디지털 컨텐츠의 제2 문자열의 문자코드를 소정의 값만큼 증가시킴으로써 생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문자열은, 0부터 9까지의 숫자와 알파벳 문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단계는, 디지털 컨텐츠의 종류를 특정하는 문자열이 확장자로서 포함되도록 파일이름을 생성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컨텐츠는 디지털 사진, 비디오 클립, 및 디지털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파일의 확장자

는 상기 디지털 컨텐츠 파일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문자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문자열 및 제2 문자열을 생성하는 단계는. Digital Content Forum(DCF) 표준에 따라 생성된 파일 이름과 호환

되도록 각 문자열을 결정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6.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컨텐츠 생성부;

  상기 생성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하여, 상기 디지털 컨텐츠를 생성하는 장치를 특정하는 제1 문자열 및 디지털 컨텐츠의

저장 순서를 나타내는 제2 문자열에 기초하여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파일 생성부; 및

  상기 생성된 파일 이름을 갖는 디지털 컨텐츠 파일을 소정의 저장 매체에 기록하는 기록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2 문자열은 마지막으로 저장된 디지털 컨텐츠의 제2 문자열의 문자코드를 소정의 값만큼 증가시킴으로써 생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생성 장치.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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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2 문자열은, 0부터 9까지의 숫자와 알파벳 문자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생성 장치.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생성부는, 디지털 컨텐츠의 종류를 특정하는 문자열이 확장자로서 포함되도록 파일 이름을 생성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생성 장치.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컨텐츠는 디지털 사진, 비디오 클립, 및 디지털 오디오 파일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며, 상기 파일의 확장자

는 상기 디지털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 고유한 문자열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생성 장치.

청구항 10.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파일 생성부는, Digital Content Forum(DCF) 표준에 따라 생성된 파일 이름과 호환되도록 상기 제1 문자열 및 제2

문자열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생성 장치.

청구항 11.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의 저장 매체는 메모리, 메모리 스틱, 광 디스크, 및 하드 디스크 중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생성 장치.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컨텐츠 생성 장치는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오디오 파일 재생 장치, 멀티미디어 파일 재생장치 중 하

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생성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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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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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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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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