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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리지드-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종래에 반도체 웨이퍼 제작

공정에서 웨이퍼와 기판을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되던 소위 자기박리형 점착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종래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에서 고질적으로 내재하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도 4a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플렉시블 베이스기판의 양면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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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회로패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커버레이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기판의 플렉시블부의 양면에 자기 박리형 점착테이프를 접착하는 단계;

상기 기판의 리지드부의 양면에 리지드 절연층을 적층하는 단계;

상기 기판의 리지드부에 비아홀 및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점착테이프에 소정 처리를 가하여 상기 기판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 및

상기 점착테이프를 제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플렉시블 베이스기판의 양면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플렉시블 베이스 기판의 양면에 동박을 적층하는 단계;

상기 동박에 에칭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동박을 에칭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점착테이프에 소정처리를 가하는 단계는,

상기 점착테이프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점착테이프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단계는,

상기 점착테이프에 자외선을 균일하게 조사하는 단계; 및

상기 점착테이프의 표면에서 질소가스를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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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의 리지드부에 비아홀 및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기판의 양면 상에 동박을 적층하는 단계;

상기 기판의 소정 위치에 비아홀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비아홀의 내벽을 도금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의 리지드부에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리지드부에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는,

기판의 양면에 에칭 레지스트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에칭 레지스트를 패터닝하는 단계; 및

상기 기판을 에칭하여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종래에 반도체 웨이퍼 제작 공정에서 웨이퍼와 기판을 분리시키기 위해 사용되던 소위 자기박

리형 점착테이프를 사용함으로써, 종래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에서 고질적으로 내재하던 문제를 근본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 전자기기의 소형, 경량, 박형화가 진행되면서 채용되는 인쇄회로기판도 경량, 박형화 및 고밀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층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채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층 플렉시블 인쇄

회로기판의 제조공정은 일반적인 리지드 인쇄회로기판에 비해 복잡하고 공정수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불량률도

높다. 특히 다층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가운데 기판의 일부를 플렉시블하게 만든 구조인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

로기판이라 불리는 제품은 최근의 폴더형 휴대전화에 채용되어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의 플렉시블부는 제품 제조공정에서의 작업을 어렵게 하며 불량률도 증가시킨다. 이

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한 재료를 개발하고 그것을 사용한 공법을 확립함으로써 타사와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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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얇고 튼튼한 재료로 미세한 회로형성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즉 재

료 선택과 제조방식 선택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재료는 내열성, 기계적인 강도, 난연성, 전기적 특성에 있어서 폴리이미

드 수지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요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주파 대응, 내습성, 수치 안정

성, 비용 등의 면에서 이것을 대체하는 재료가 나오고 있다.

또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미세회로 가공기술은 해상도가 고도화됨에 따라 LCD 등의 플랫 판넬 디스플레이 접속부가 피

치 33μｍ에서 25μｍ 정도로 미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박, 베이스 필름이 모두 5μｍ 내외로 박형화가

진행되었다. JEITA(Japan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의 자료에 따르면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의 요구사항은 플렉시블 기판의 경우, 2006년 최소도체폭/최소 간극(L/S):15/12μｍ, 2008년 L/S:10/10μｍ

이고, 테이프 서브스트레이트 경우는 2006년 L/S:7/7μｍ, 2010년 L/S:5/5μｍ이었다.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회로 형성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이나 차별화를 위한 신공법ㅇ신재료 개발이 필

요해졌다.

도1a 내지 도1i는 종래 기술에 따른 리지드-플렉시블 기판의 제조 방법을 나타낸다.

도1a은 플렉시블 베이스 기판(101)에 회로 패턴(102)이 형성된 플렉시블 기판의 단면을 나타낸다.

도1b에서, 상기 기판(101)의 일부 또는 전체에 커버레이(103)를 도포한다.

도1c에서, 기판(101)의 양면의 사이드 쪽에 프리프렉(104) 또는 본딩시트를 적층한다. 프리프렉(104) 또는 본딩시트는 물

리적으로 리지드 하므로 프리프렉(104)이 적층된 부분(105a,105b)은 리지드부가 되고, 프리프렉(104)이 적층되지 않는

부분(106)은 플렉시블부(106)가 된다.

도1d에서, 기판(101)의 양면에 얇은 동박(107)을 적층한다. 이때, 프리프렉(104)이 적층된 리지드부(105a,105b)와 프리

프렉(104)이 적층되지 않는 플렉시블부(106) 간에는 단차가 존재하므로 플렉시블부(106)에 적층된 동박층이 함몰되면서

플렉시블부(106)에서는 동박(107)과 커버레이(103) 사이에 갭(108a)이 존재한다. 커버레이(103)가 도포되지 않은 부분

에서는 플렉시블 기판(101)과 동박(107) 사이에 더 큰 갭(108b)이 존재한다.

동박(107)을 적층할 때에는 동박(107)을 레이업하고 동박을 프리프렉(104)에 밀착시키기 위해 열과 압력이 동시에 가해

지게 되는데, 이 때 프리프렉(104)이 녹아내려 리지드부(105a,105b) 상에 적층된 프리프렉(104)이 플렉시블부(106) 쪽으

로 흘러내리게 된다.

이와 같이 프리프렉이 흘러나오게 되면 플렉시블부의 면적을 침범하기 때문에 플렉시블부의 최소 곡률반경이 원래 설계치

대로 확보되지 못한다.

도1e에서, 리지드부(105a,105b) 중 소정 부분에 비아홀(109)을 형성하고, 도금에 의해 비아홀(109) 내벽 및 기판 외층에

동도금층(112)을 형성한다. 비아홀(109) 형성은 통상적으로 레이저 드릴링 또는 기계적 드릴링에 의해 수행된다. 비아홀

(109) 형성 후에는 통상적으로 비아홀 주면의 불순물 제거를 위해 디스미어(desmear) 과정이 수행된다.

도1f에서, 기판의 양면을 동도금하여 기판 표면 및 비아홀(109) 내벽에 동도금층(112)을 형성한다.

도1g에서, 기판의 양면에 드라이필름(111)을 도포한다. 이때도, 플렉시블부(106)의 동박(107)이 함몰되어 있고, 함몰된

동박(107) 위에 도포되는 드라이필름(111)도 함몰되며, 동박(107)과 드라이필름(111) 사이에 또다른 갭(110a,110b)이

존재한다.

도1h에서, 드라이필름(111)을 노광 및 현상하여 에칭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다. 이때, 드라이필름(111)이 균일한 높이로

도포되지 못하고 함몰부를 갖기 때문에, 노광시에 드라이필름 전체가 균일하게 노광되지 못하여 에칭 레지스트 패턴이 정

확하게 형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도1i에서, 에칭을 수행하여 동박(107)에 회로 패턴을 형성하고 에칭 레지스트를 박리하면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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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i에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에 따른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의 제조방법에 따르면 리지드부(105a,105b)와

플렉시블부(106) 사이에 단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1d의 가열 및 가압하는 과정에서 프리프렉이 플렉시블부(106)쪽으로

흘러내리고 동박(107)과 커버레이(103) 사이 및 동박(107)과 드라이필름(111) 사이에 갭(108a,108b,110a,110b)이 존재

하여 완제품의 불량의 원인이 된다.

도1h와 같이 드라이 필름(111)이 균일하게 노광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광 공정에서 종래의 레이저 드

릴링에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여 노광하는 소위 LDI(Laser direct imaging) 방법을 사용하여 노광시에 광이 잘

미치지 못하는 함몰부나 코너부를 노광시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생산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특개평 2000-332416호는 리지드 플렉시블 다층 인쇄회로기판에서, 플렉시블부에 해당하는 케이블

부를 보호하기 위해, 외층 기재를 리지드부 뿐만 아니라 케이블부에도 적층하고, 각종 화학처리후에 케이블부에 적층된 외

층 기재를 제거함으로써 플렉시블부에 해당하는 케이블부를 인쇄회로기판 제조 공정 중에 수행되는 각종 화학 처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커버 필름을 불필요하도록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문헌에 제시된 방법에 따르면, 리지드 부에만 적층되던 외층 기재를 플렉시블부에도 적층함으로써 리지드부

와 플렉시블부의 단차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으나, 플렉시블부에 적층된 외층 기재를 추후에 제

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외층 기재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에 가해지는 열과 압력에 의해 접착력을 갖게 되는데, 이를 플렉시블부인 케이블로부터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며, 제거할 때 제품이 손상되거나 잔여물이 남아 있게 된다. 이에 대해서, 상기 문헌에서는 플렉시블부에 적층되

는 외층 기재를 너무 강하게 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

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사용되는 점착 테이프로는 일본 특개 2003-231875호에 제시된 접착성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 공정에 있어서, 종래의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에 있어서,

리지드부와 플렉시블부 간의 단차로인해 갭이 존재하여 불량을 야기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종래의 리지드 플렉시블 기판의 제조 공정에서, 리지드부와 플렉시블부 사이의 단차에 의해 노광 공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종래의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 공정에서, 리지드부와 플렉시블부 간의 단차로 인해, 제조공

정 중에 절연기재가 플렉시블부 쪽으로 흘러내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종래에 리지드부와 플렉시블부 간의 단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인 플렉

시블부에 적층된 절연기재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종래보다 제품의 신뢰성 및 불량률이 현저히 개선된 리지드 플렉시블 인

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은, 플렉시블 베이스기판의 양면에 회로패턴을 형성

하는 단계; 상기 회로패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커버레이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기판의 플렉시블부의 양면에 자기 박리형

점착테이프를 접착하는 단계; 상기 기판의 리지드부의 양면에 리지드 절연층을 적층하는 단계; 상기 기판의 리지드부에 비

아홀 및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점착테이프에 소정 처리를 가하여 상기 기판으로부터 분리하는 단계; 및 상기 점

착테이프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따른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에서는, 플렉시블부를 형성하는 부분에 소위 자기 박리형 점착테

이프를 적층하여 리지드부와 같은 두께의 층을 형성하고 리지드부에는 기존의 공법으로 적층하여 외층회로를 형성한다.

그 후 플렉시블부에 적층된 점착테이프에 자외선을 조사하거나 소정 처리를 행하여 쉽게 제거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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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를 보다 상세히 설명한다.

도2a 내지 도2d는 본 발명의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에서 점착테이프를 접착하는 공정을 나타낸다.

도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플렉시블 베이스 기판(201)에 회로 패턴(202)이 형성된 플렉시블 기판의 단면을 나타낸다. 플

렉시블 베이스 기판(201)으로는 재료는 내열성, 기계적인 강도, 난연성,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폴리이미드 수지로 만들어

진 기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2a에 도시된 기판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폴리이미드 수지로 만들어진 플렉시블 기판에 동박을 적층하고, 동박에 적절

한 에칭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 다음 에칭하여 회로 패턴(202)을 형성할 수 있다.

도2b에서, 기판(201)의 일부 또는 전체에 커버레이(203)를 도포한다. 커버레이(203)는 회로 패턴(202)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플렉시블하며, 절연성을 가져야 한다. 커버레이(203)는 기판(201)의 전체에 도포하여도 되고, 필요한 부분에만

도포하여도 된다.

도2c에서, 기판(201)의 플렉시블부(205)에 자기 박리형 점착테이프(206)을 적층한다. 자기 박리형 점착테이프(206)는 자

외선을 조사하거나 소정 처리를 하였을때 커버레이(203) 또는 베이스기판(201)으로부터 쉽게 분리되는 성질을 가져야 한

다. 또한, 점착테이프(206)는 이후에 가해지는 화학처리 및 열처리에 대해 내열성을 가져야 한다. 점착테이프(206)는 리지

드부(204a,204b)에 적층될 프리프렉 등의 절연기재와 동일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바람직하게는, 점착테이프(206)로는 일본 공개특허 2003-231875호에 개시되어 있으며, 일본 세키수이 화학(Kekisui

Chemical)에서 제조된 "셀파"(Selfa)(세키수이 화학에 의해 제조된 상품명임)를 사용할 수 있다.

셀파는 점착형 테이프로서 자외선을 가해주면 테이프 표면의 접착계면에서 질소가스가 발생하면서 접착면으로부터 쉽게

분리되는 성질을 갖는다.

셀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이하에서 설명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 공정 중에 가해지는 압력과 열을 견디기 위해,

170-180 ℃하에서 1-2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열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용액 타입은 용해

된 성분의 세척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테입 또는 필름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하다.

셀파 이외에도 위와 같이 자외선 또는 기타 자극에 의해 접착면으로부터 분리되며, 플렉시블하고, 충분한 내열성을 갖는

재료라면 점착테이프(206)로 사용될 수 있다.

점착테이프(206)는 인쇄법, 사진법, 라미네이트법 등에 의해 접착될 수 있으며, 리지드부(204a,204b)에 적층될 절연기재

와 동일한 두께를 갖도록 접착되어야 한다.

도2d에서, 리지드부(204a,204b)에 절연기재(207)를 적층한다. 절연기재(207)는 리지드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굳기를 가

져야 하며, 열을 가하면 적절하게 용융되어 층간 접착제로서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연기재(207)로는 다층 인

쇄회로기판 제조에서 절연층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리프렉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에 절연기재(207) 위에 회로

층을 적층하고 회로 패턴 및 비아홀을 형성한다.

도3a 내지 도3e는 본 발명에 따른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에서 리지드(204a,204b)에 회로패턴 및 비아

홀을 형성하는 방법을 나타낸다.

도3a에서 기판의 양면에 동박(208)을 적층 프레스를 사용하여 적층한다. 적층 프레스에 의해 가열가압하게 되면 절연기재

(207)에 열이 가해져 유동성을 갖게 되지만, 점착테이프(206) 때문에 절연기재(207)는 플렉시블부(205) 쪽으로 흘러내리

지 않는다.

도3b에서, 레이저 드릴링 또는 기계적 드릴링에 의해 비아홀(209)을 형성하고, 도금에 의해 비아홀(209)의 내벽 및 외층

에 동도금층(211)을 형성한다. 레이저 또는 기계적 드릴링에 의한 비아홀을 형성한 다음에는 비아홀(209) 주변의 불순물

이나 잔존물을 제거하기 위한 디스미어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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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c에서, 감광성의 에칭 레지스트(210)를 도포 또는 라미네이트하고, 노광ㅇ현상 공정에서 에칭 레지스트 패턴을 형성한

다. 에칭 레지스트(210)로는 드라이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3d에서, 기판을 에칭하여 동박(208)에 회로 패턴을 형성한다.

도3e에서, 에칭 레지스트(210)를 제거한다. 에칭 레지스트(210)는 기판을 박리액에 담그면 박리된다.

그리고 나서, 점착테이프(206)를 제거한다. 점착테이프(206)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자외선 또는 소정 처리에 의해 접착계면

이 분리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거될 수 있다. 도4a 내지 도4c는 점착테이프(206)의 제거방법을 나

타낸다.

도4a에서, 도3e에 도시된 기판의 점착테이프(206)가 접착되어 있는 플렉시블부(205)에 자외선을 골고루 조사하거나 또

는 점착테이프(206)를 분리시키기 위한 소정 처리를 행하여 점착테이프(206)를 기판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점착테이프(206)로 "셀파"를 사용한 경우에는 점착테이프(206)의 접착계면에서 질소가스가 발생하면서 점착테이프(206)

는 도4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점착테이프부(206a)와 그 접착계면의 공동(206b)으로 분리된다.

도4c에서, 이형 잉크 또는 필름을 벗긴다. 점착테이프(206)는 이미 기판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이므로 아주 쉽게 벗겨낼 수

있다. 점착테이프(206)로 일본 세키수이 화학에서 제조한 셀파를 사용한 경우 점착테이프(206)는 이미 접착계면에 발생한

질소가스에 의해 이미 기판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이다. 따라서 별다른 힘을 가하지 않고도 점착테이프(206)를 아주 쉽게

분리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에 따르면, 종래의 리지드부와 플렉시블부 간의 단차로 인해 층간 갭이

존재하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에칭 레지스트의 노광을 보다 신뢰성있게 수행하여 보다 정밀한 회로 패턴을 형성할 수 있

다.

또한, 본 발명의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에 따르면, 리지드부와 플렉시블부 간의 단차로 인해, 제조공정

중에 절연기재가 플렉시블부 쪽으로 흘러내리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플렉시블부의 최소 곡률반경이 설계

치대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방법에 따르면, 종래보다 제품의 신뢰성 및 불량률이 현저히 개선된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실시예를 통해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가 상기 실시예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본 발명의 범위 내에

서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 본 발명의 범위는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a 내지 도1i는 종래 기술에 따른 리지드-플렉시블 기판의 제조 방법을 나타낸다.

도2a 내지 도2d는 본 발명의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에서 점착테이프를 접착하는 공정을 나타낸다.

도3a 내지 도3e는 본 발명에 따른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에서 리지드부에 회로패턴 및 비아홀을 형성하

는 방법을 나타낸다.

도4a 내지 도4c는 본 발명에 따른 리지드 플렉시블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에서 점착테이프의 제거방법을 나타낸다.

※ 도면의 주요 부분의 부호 설명 ※

201 : 플렉시블 베이스 기판 202 : 회로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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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커버레이 204a,204b : 리지드부

205 : 플렉시블부 206,206a : 자기 박리형 점착테이프

206b : 공동 207 : 절연기재

208 : 동박 209 : 비아홀

210 : 에칭 레지스트

도면

도면1a

도면1b

도면1c

도면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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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e

도면1f

도면1g

도면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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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i

도면2a

도면2b

도면2c

도면2d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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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3c

도면3d

도면3e

도면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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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b

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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