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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방법 및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포함 구성되는 다수의 디바이스
(Device)들에 대한 아이들(Idle) 상태를, 패킷 모니터링(Packet Monitoring) 기능이 구비된 필터 드라이버(Filter Driver)
를 이용하여 검출한 후,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에 의해 결정된 시스템 전원모드 상태와 무관하게,
아이들 상태에 있는 해당 디바이스의 전원모드를 대기모드(Sleep Mode)로 가변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방
지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컴퓨터 시스템의 부하 발생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컴퓨터 시스템에 포함 구성
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변경하지 않고서도, 필터 드라이버를 추가 구비시켜, 컴퓨터 시스템을 보다 용이하게 개발 및 확
장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 아이들 상태, 필터 드라이버, 패킷 모니터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장치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장치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장치에 대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이고,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장치에 적용되는 패킷 모니터링 상태의 화면을 도시한 것이다.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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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운영체제 20 : 디바이스 드라이버

  30 : 버스 드라이버 40 : 디바이스

  100 : 필터 드라이버 200 : 사운드 드라이버

  400 : 사운드 카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수의 디바이스(Device)들이 포함 구성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OS)에 의해 결정된 시스템 전원
모드와 무관하게, 각 디바이스의 전원모드를 동작모드 또는 대기모드로 가변 설정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방
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1은,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장치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는, 운영체제(10),
디바이스 드라이버(20), 버스 드라이버(30), 그리고 디바이스(40)가 포함 구성되는 데, 예를 들어 네트워크 어댑터, 디스플
레이 어댑터, 마우스, 모니터, 디스크 드라이브,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 그리고 사운드 카드 등과 같은 각 디바이스(40)들
에 대한 전원모드는, 상기 운영체제(10)에 의해 결정된 시스템 전원모드에 따라 일괄적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상기 운영체제(10)에서 시스템 전원모드를, 대기모드(Sleep Mode)로 결정하는 경우,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
버(20)에서는, 자신이 구동 제어하고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전원모드를 대기모드로 결정하게 되고, 상기 운영체제(10)에
서 시스템 전원모드를, 동작모드(Operating Mode)로 결정하는 경우, 상기 디바이스에 대한 전원모드를 동작모드로 결정
하여 전원을 정상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20)에서는, 상기 운영체제(10)에 의해 결정된 시스템 전원모드가 동작모드인지 또는 대
기모드인지를 지속적으로 감시 확인함과 아울러, 그 확인된 시스템 전원모드와 동일하게, 각 디바이스에 대한 전원모드를
동작모드 또는 대기모드로 가변 설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기 운영체제(10)에서는, 자신이 결정한 시스템 전원모드에 상응하는 입출력 요구 패킷(IRP: I/O Request
Packet)을 생성하여, 디바이스 드라이버(20)로 출력하게 되고,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20)에서는, 상기 입출력 요구 패킷
(IRP)을 확인하여, 해당 디바이스(40)에 대한 전원모드를 동작모드 또는 대기모드로 가변 설정하기 위한 디바이스 전원모
드 패킷(DPMP: Devide Power Mode Packet)을 생성하여, 버스 드라이버(30)로 출력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버스 드라이버(30)에서는, 상기 디바이스 전원모드 패킷을 해당 디바이스(40)로 전송하게 되므로, 상기 디
바이스(40)에서는, 상기 디바이스 전원모드 패킷에 따라, 전원모드를 대기모드 또는 동작모드 중 어느 하나로 가변 설정하
게 되어, 상기 운영체제(10)에 의해 시스템 전원모드가 대기모드로 설정된 경우, 각 디바이스의 전원모드가 대기모드가 되
도록 하여, 불필요한 전원 소비를 방지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각 디바이스들에 대한 전원모드가 시스템 전원모드에 따라 일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 전원모드가 동작모드인 상태에서, 임의의 디바이스들이 소정시간 이상 아이들(Idle) 상태가 지속되
더라도, 그 디바이스들에 대해 전원모드를 동작모드로 계속 유지하게 되므로, 불필요하게 전원이 소비됨은 물론, 시스템
부하가 비효율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것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포함 구성되는 다수의 디바
이스들에 대한 아이들 상태를, 패킷 모니터링(Packet Monitoring) 기능이 구비된 필터 드라이버(Filter Driver)를 이용하
여 검출한 후,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체제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 전원모드와 무관하게, 아이들 상태에 있는 해당 디바이
스의 전원모드를 대기모드로 가변 설정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방법은,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모드가 동작모드
인 상태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들 상태를 검출하는 1단계; 상기 검출된 아이들 상태가 지속되는
아이들 시간을 카운트하는 2단계; 및 상기 카운트된 아이들 시간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디바
이스의 전원모드를 동작모드에서 대기모드로 변경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모드를 동작모드 또는 대기모드 중, 어느
하나로 설정하는 운영체제; 상기 동작모드 상태에서, 고유의 특정 기능 및 동작을 수행하는 디바이스; 상기 디바이스의 구
동 제어와, 전원모드를 동작모드 또는 대기모드 중 어느 하나로 변경 설정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및 상기 컴퓨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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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원모드가 동작모드인 상태에서, 상기 디바이스의 아이들 상태가 소정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
버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당 디바이스의 전원모드를 대기모드로 변경시키는 필터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방법 및 장치에 대한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장치에 대한 구성을 도시한 것으로, 상기 컴퓨터 시스템에는, 운영체제
(10), 디바이스 드라이버(20), 버스 드라이버(30), 그리고 디바이스(40)가 포함 구성됨과 아울러, 필터 드라이버(100)가
더 포함 구성되는 데. 상기 필터 드라이버(100)는, 디바이스 드라이버(20)의 기능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는 확장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상기 필터 드라이버(100)는, 드라이버 스택(Driver Stack) 내에, 하나 이상 구비되어, 디바이스 드라이버(20)의 기
능을 확장하게 되는 데, 예를 들어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20)의 상위 레벨이 추가 구비된 필터 드라이버(100)는, 운영체
제(10)에 의해 결정된 시스템 전원모드가 동작모드이면, 그 사실을 디바이스 드라이버(20)로 전달하게 되고, 또한 디바이
스(40)에서 생성된 후, 디바이스 드라이버(20)를 통해 전달되는 데이터를, 상기 운영체제(10)로 전달하는 일련의 데이터
중계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상기 필터 드라이버(100)에서는, 디바이스(40)의 동작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해당 디바이스(40)가 소정 시
간 이상 동작되고 있지 않는 아이들 상태가 되는 경우, 그 아이들 시간(Idle Time)을 누적 카운트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누적 카운트된 아이들 시간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운영체제(10)에 의해 결정된
시스템 전원모드가 동작모드라 하더라도, 해당 디바이스의 전원모드를 동작모드에 대기모드로 가변 설정하게 위한 제어
신호, 예를 들어 상기 운영체제(10)에서 생성 출력되는 입출력 요구 패킷(IRP)과 유사한 가사 입출력 요구 패킷(FIRP:
False IRP)를 생성한 후,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20)로 전송하게 된다.

  한편,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20)에서는, 상기 가사 입출력 요구 패킷(FIRP)이 수신되는 경우, 상기 운영체제(10)에서
생성 출력되는 입출력 요구 패킷(IRP)과 동일하게, 해당 디바이스에 대한 전원모드의 가변 설정이 요구되었다고 판별하여,
현재 아이들 상태에 있는 해당 디바이스의 전원모드를 동작모드에서 대기모드로 가변 설정하게 되므로, 아이들 상태가 지
속되고 있는 디바이스에 불필요하게 전원이 공급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에 포함 구성되는 통상적인 디바이스 드라이버(20)를 변경하지 않고서도, 상기와 같이 동작되는
필터 드라이버(100)를 추가 구비시켜, 아이들 상태에 있는 디바이스의 전원모드를, 시스템 전원모드와는 무관하게, 대기
모드로 가변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 필터 드라이버(100)에서는, 상기 디바이스(40)의 전원모드가 대기모드인 상태에서, 상기 운영체제(10)에서
디바이스(40)로 전송 요구되는 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전송 요구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한 후, 해당 디바이스의 전원
모드를 대기모드에서 동작모드로 변경할 것을 지정하는 가사 입출력 요구 패킷을 생성하여,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20)
로 전송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20)에 의해, 해당 디바이스(40)의 전원모드가 대기모드에서 동작모드로 변경 설정되는
경우, 상기 필터 드라이버(100)에서는, 상기 임시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20)를 통해, 해당 디바이스
(40)로 전송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련의 기능 및 동작이 디바이스(40)에 의해 수행되도록 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장치에 대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예를 들어 도 2를 참조로 전술한
바 있는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20)가 사운드 드라이버(200)이고, 상기 디바이스(40)가 사운드 카드(400)인 경우에 대한
실시예를 도시한 것으로, 상기 필터 드라이버(100)에서는, 상기 운영체제(10)로부터 사운드 카드(400)로 전송 요구되는
임의의 데이터를 수신하게 되는 경우, 상기 사운드 카드(400)의 전원모드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상기 확인된 사운드 카드(400)의 전원모드가 동작모드인 경우, 그 동작모드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기 운영체제(10)
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사운드 드라이버(200)를 거쳐, 상기 사운드 카드(400)로 전송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련의 기능 및
동작이 사운드 카드에 의해 수행되도록 한다.

  그러나, 상기 확인된 사운드 카드(400)의 전원모드가 대기모드인 경우, 상기 운영체제로부터 수신된 데이터를 임시 저장
한 후, 상기 사운드 카드의 대기모드를 동작모드로 변경 설정하기 위한 제어신호, 예를 들어 가사 입출력 요구 패킷(FIRP)
을 생성한 후, 상기 사운드 드라이버(200)로 전송하여, 상기 사운드 카드의 전원모드가 대기모드에서 동작모드로 가변 설
정되도록 한다.

  이후, 상기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운드 카드의 전원모드가 동작모드로 변경 설정된 경우, 상기 임시 저장된 데이터를 사
운드 드라이버(200)를 통해, 사운드 카드(400)로 전송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련의 기능 및 동작이 사운드 카드에 의해 수
행되도록 한다.

  한편, 상기 필터 드라이버(100)에서는, 상기 사운드 카드의 동작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확인하여, 소정 시간 이상 동작
되고 있지 않는 아이들 상태가 되면, 그 아이들 시간(Idle Time)을 누적 카운트하게 되고, 그 누적 카운트된 아이들 시간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 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상기 운영체제(10)에 의한 설정된 시스템 전원모드와 무관하게, 사운드
카드(400)의 전원모드를 대기모드로 가변 설정하기 위한 가사 입출력 요구 패킷(FIRP)을 생성하여, 상기 사운드 드라이버
(200)로 전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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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상기 사운드 드라이버(200)에서는, 상기 가사 입출력 요구 패킷을 참조하여, 현재 아이들 상태에 있는 사운드
카드(400)의 전원모드를 동작모드에서 대기모드로 변경 설정하여, 소정 시간 이상 아이들 상태에 있는 사운드 카드에 불
필요한 전원이 공급 소비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따라서, 컴퓨터 시스템에 포함 구성되는 사운드 드라이버(209)를 변경하지 않고서도, 상기와 같이 동작되는 필터 드라이
버(100)를 추가 구비시켜, 아이들 상태에 있는 각 사운드 카드의 전원모드를, 시스템 전원모드와 무관하게, 대기모드로 가
변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기 필터 드라이버(100)에서는, 상기 사운드 카드(40)의 전원모드가 대기모드인 상태에서, 운영체제(10)에서 사
운드 카드(40)로 전송 요구되는 데이터가 수신되는 경우, 그 데이터를 임시 저장한 후, 상기 사운드 카드의 전원모드를 대
기모드에서 동작모드로 가변 설정할 것을 요구하는 가사 입출력 요구 패킷을 생성하여, 상기 사운드 드라이버(200)로 전
송하게 된다.

  그리고, 상기 사운드 드라이버(200)에 의해, 사운드 카드(400)의 전원모드가 대기모드에서 동작모드로 변경 설정되는 경
우, 상기 필터 드라이버(100)에서는, 상기 임시 저장된 데이터를, 상기 사운드 드라이버(200)를 통해, 사운드 카드(400)로
전송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련의 기능 및 동작이 사운드 카드(400)에 의해 수행되도록 한다.

  한편, 상기와 같이 동작되는 필터 드라이버(100)에는, 상기 사운드 드라이버 등과 같은 디바이스 드라이버(20)와 운영체
제(10)간에, 송수신되는 데이터 패킷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패킷 모니터링(Packet Monitoring) 기능이 포함 구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상기 필터 드라이버와 원도우 시스템간의 데이터 교환은 패킷 형태로 이루어지는 데, 상기 패킷에는, 'Data
Read', 'Data Write', 그리고 'Power'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패킷들이 있으며, 상기 패킷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한 프로그램에서는, 상기와 같은 패킷들을 모니터링하여,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배터리 클래스(Battery Class), 사운드
클래스(Sound Class), 사운드(Sound), 마우스 클래스(Mouse Class)에 대한 패킷 모니터링 화면 창을 표시할 수 있게 된
다.

  한편, 상기 클래스는 해당 장치들에 대한 집합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USB 마우스와 시리얼 마우스, 터치 패드,
PS/2 마우스는 모두 마우스 클래스에 해당되며, 사운드 클래스는, 사운드와 관련된 코덱(Codec), 조이스틱(Joystic)m 그
리고 사운드 디바이스(Sound Device)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와, 시스템에서 각각의 사운드 장치로 전송하는 커맨드
들, 그리고 사운드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도 4에 도시한 그래프의 X 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Y 축은 이벤트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1 초
(Sec)마다 발생하는 이벤트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 데, 마우스의 경우, 사용자가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1 초 당 발생
된 이벤트의 개수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이상, 전술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는 예시의 목적을 위해 개시된 것으로, 당업자라면 이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개시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그 기술적 범위 내에서, 다양한 다른 실시예들을 개량, 변경, 대체 또는 부가하여 실시하
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따라서, 상기와 같이 구성 및 동작되는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의 전원 관리방법 및 장치는, 컴퓨터 시스템에 포함
구성되는 다수의 디바이스들에 대한 아이들 상태를, 패킷 모니터링 기능이 구비된 필터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검출한 후,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체제에 의해 결정된 시스템 전원모드 상태와 무관하게, 아이들 상태에 있는 해당 디바이스의 전원모
드를 대기모드로 가변 설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컴퓨터 시스템의 부하 발생을 효율
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컴퓨터 시스템에 포함 구성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변경하지 않고서도, 필터 드라이버
를 추가 구비시켜, 컴퓨터 시스템을 보다 용이하게 개발 및 확장할 수 있게 되는 매우 유용한 발명인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패킷 모니터링 기능이 구비된 필터 드라이버(Filter Driver)에서, 전자 시스템의 운영체제(OS)와 디바이스 드라이버
(Device Driver)간에 송수신되는 패킷들을 모니터링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들 상태를 검출하는 1
단계;

  상기 검출된 아이들 상태가 지속되는 아이들 시간을 카운트하는 2단계; 및

  상기 카운트된 아이들 시간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 시스템의 전원모드가 동작모드이더라도,
전자 시스템의 운영체제(OS)에서 생성 출력되는 입출력 요구 패킷(IRP)과 유사한 가사 입출력 요구 패킷(FIRP)을, 필터
드라이버에서 생성 출력하여, 해당 디바이스의 전원모드를 전원 절감 모드로 변경하는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시스템의 전원 관리방법.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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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절감 모드 상태에 있는 디바이스로의 데이터 전송 요구시, 해당 디바이스의 전원모드를 동작모드로 변경한 후,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시스템의 전원 관리방법.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패킷 모니터링 기능이 구비된 필터 드라이버(Filter Driver)에서, 전자 시스템의 운영체제(OS)와 사운드 드라이버
(Sound Driver)간에 송수신되는 패킷들을 모니터링하여, 사운드 디바이스에 대한 아이들 상태를 검출하는 1단계;

  상기 검출된 아이들 상태가 지속되는 아이들 시간을 카운트하는 2단계; 및

  상기 카운트된 아이들 시간이, 사전에 설정된 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 시스템의 전원모드가 동작모드이더라도,
전자 시스템의 운영체제(OS)에서 생성 출력되는 입출력 요구 패킷(IRP)과 유사한 가사 입출력 요구 패킷(FIRP)을, 필터
드라이버에서 생성 출력하여, 상기 사운드 디바이스의 전원모드를 동작모드에서 전원 절감 모드로 변경하는 3단계를 포함
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시스템의 전원 관리방법.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절감 모드 상태에 있는 사운드 디바이스로의 데이터 전송 요구시, 상기 사운드 디바이스를 동작모드로 변경한
후,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시스템의 전원 관리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전자 시스템의 전원모드를 동작모드 또는 전원 절감 모드 중, 어느 하나로 설정하는 운영체제;

  상기 동작모드 상태에서, 고유의 특정 기능 및 동작을 수행하는 디바이스;

  상기 디바이스의 구동 제어와, 전원모드를 동작모드 또는 전원 절감 모드 중 어느 하나로 변경 설정하는 디바이스 드라이
버; 및

  상기 운영체제와 디바이스 드라이버간에 송수신되는 패킷들을 모니터링하여, 디바이스의 아이들 상태를 검출한 후, 상기
디바이스의 아이들 상태가 소정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자 시스템의 전원모드가 동작모드이더라도, 상기 운영체제에
서 생성 출력되는 입출력 요구 패킷(IRP)과 유사한 가사 입출력 요구 패킷(FIRP)을 생성 출력하여, 해당 디바이스의 전원
모드를 동작모드에서 전원 절감 모드로 변경시키는 필터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시스템
의 전원 관리장치.

청구항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필터 드라이버는, 상기 전원 절감 모드 상태에 있는 디바이스로의 데이터 전송 요구시, 상기 디바이스 드라이버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해당 디바이스의 전원모드를 동작모드로 변경한 후, 상기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시스템의 전원 관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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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사운드 디바이스와 사운드 드라이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 시스템의 전원
관리장치.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4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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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4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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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등록특허 10-04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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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등록특허 10-049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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