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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채널 전환 시 화면의 끊어짐이 없는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수신 방법과 장치

요약

본 발명은 채널 전환 시 화면의 끊어짐이 없는 디지털 방송 수신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채널이 디인터리버

(deinterleaver)에 버퍼링 되는 시간동안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 장치는 이전 채널을 버퍼링함으로써 채널 전환 동

안 화면이 나오지 않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에서의 방송 채널 변경 방법은 방송 채널 변경이 요구

되면, 변경될 채널의 방송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인터리빙하여 버퍼에 저장하는 과정과, 버퍼에 저장된 초기 채널의 방송

데이터를 출력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과, 버퍼에 상기 변경 채널 방송 데이터가 소정 버퍼링 크기만큼 저장되면, 초기

채널 방송 데이터의 출력을 중지하고, 상기 변경 채널의 방송 데이터를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

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DMB,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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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MB 수신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MB 수신 과정에 따른 흐름도,

도 3은 본 발명에 실시예에 따른 채널 전환시 디스플레이 되는 화면을 나타낸 예시도,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MB 수신 과정에 따른 버퍼링의 상태를 도시한 타이밍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털 방송에 관한 것으로, 특히 채널 전환 시 화면의 끊어짐이 없는 디지털 방송 수신 방법과 장치에 관한 것

이다.

디지털 방송, 특히 국제전기통신연합(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System E 방식의 디지털 멀티미

디어 방송(DMB: Digital Multimedia Bradcasting, 이라 DMB라 함)에서는 콘볼루션(convolution) 방식의 인터리빙

(interleaving)/디인터리빙(deinterleaving)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콘볼루션 방식의 인터리빙은 DMB 송출단에서 방송 데이터를 송신시 몇 개의 입력 비트를 임시 저장하여 얼마간 지연시킨

후 출력시킴으로써 입력 당시 인접한 두 비트 사이에 지연되어 출력되는 몇 개의 비트들이 끼워진다. 따라서 DMB 송출단

은 입력 순서와 다른 순서의 데이터 스트림을 인터리빙을 통해 얻게 되고 인터리빙된 데이터 스트림을 송신한다.

DMB 수신 장치는 DMB 송출단으로부터 수신한 인터리빙된 데이터 스트림을 디인터리빙하여 원래의 입력 비트열로 복원

한다. 만약 DMB 송출단에서 송신되고 있는 인터리빙된 데이터 스트림의 한 부분에 연속적인 버스트 에러(burst error)가

발생했다면 디인터리빙 처리에 의해 원래대로 복원된 데이터 스트림에는 버스트 에러(burst error)가 랜덤 에러(random

error)로 바뀌어 있다. 따라서 DMB 수신 장치의 비터비 디코더(viterbi decoder)에서 에러 정정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된다.

DMB 수신 장치는 방송 채널을 전환할 때 변경된 방송 채널을 위한 디인터리버의 버퍼들을 채운 후, 즉 디인터리빙을 한

후, 변경된 방송 채널을 디스플레이한다. 따라서 방송 채널이 전환될 때마다 디인터리버 버퍼가 비워지고 채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종래의 DMB 수신 장치에서는 디인터리버 버퍼링을 위해 최소 0.264초에서 6.514초까지 소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디인터리빙 및 에러 정정된 방송 데이터를 DMB 수신 장치에서 오디오/비디오 데이터로 처리하는 시간까지

고려하게 되면 수초 이상동안 DMB 수신 장치는 아무것도 디스플레이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다른 방송 채널을

보기 전에 매번 화면 끊어짐 현상(예를 들어, blue screen)을 지켜봐야 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채널을 전환할 때 발생하는 화면 끊어짐 현상을 없애는 DMB 수신 방법과 장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에서의 방송 채널 변경 방법은 방송 채널 변경이 요구되면, 변경될 채널의 방송 데이

터를 수신하고 디인터리빙하여 버퍼에 저장하는 과정과, 버퍼에 저장된 초기 채널의 방송 데이터를 출력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과, 버퍼에 상기 변경 채널 방송 데이터가 소정 버퍼링 크기만큼 저장되면, 초기 채널 방송 데이터의 출력을 중지

하고, 상기 변경 채널의 방송 데이터를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는 방송 채널 변경이 요구되면, 변경될 채널의 방송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인터리빙하는 디인

터리버와, 초기 채널의 방송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변경 채널의 방송 데이터가 소정 버퍼링 크기만큼 저장되기 전까지

는 초기 채널 방송 데이터를 출력하는 버퍼부와, 버퍼부로부터 출력되는 방송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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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는 공지 기능 및 구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MB 수신 장치의 구성을 도시한 블록도이다.

비트 디인터리버(Bit Deinterleaver)(400)는 인터리빙된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디인터리빙하여 비트 단위의 버스트 에러

(burst error)를 랜덤 에러(random error)로 바꾸어 준다.

비터비 디코더(Viterbi Decoder)(410)는 비트 디인터리버(410)로부터 출력된 디인터리빙된 데이터를 비트 단위로 에러

정정한다.

바이트 디인터리버(Byte Deinterleaver)(420)는 비터비 디코더(410)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디인터리빙

하여 바이트 단위의 버스트 에러(burst error)를 랜덤 에러(random error)로 바꾸어 준다.

RS 디코더(RS Decoder)(430)는 바이트 디인터리버(420)로부터 출력된 디인터리빙된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에러 정정

한다.

RS 디코더(430)와 디먹스(450) 사이에는 버퍼(440)가 구비된다. 버퍼(440)는 DMB 수신 장치에 구비된 기존의 메모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새로 구비될 수도 있다. 버퍼(440)에는 RS 디코더(430)로부터 출력된 데이터가 디먹스(450)로 입력되

기 전에 저장된다.

디먹스(Demux)(450)는 버퍼(440)로부터 출력된 데이터를 오디오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로 분리한다.

오디오 버퍼(Audio Buffer)(460)는 디먹스(450)로부터 출력된 오디오 데이터가 저장되고 비디오 버퍼(Video Buffer)

(470)는 디먹스(450)로부터 출력된 비디오 데이터가 저장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480)는 사용자로부터 키입력을 받기 위한 키패드, 오디오 버퍼(460)로부터 출력된

오디오 데이터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음향 신호로 출력하는 스피커, 비디오 버퍼(470)로부터 출력된 비디오 데이터

를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영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표시부를 포함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MB 수신 과정에 따른 흐름도이다.

DMB 방송을 시청중인 사용자가 S100 단계에서 도 1의 사용자 인터페이스(480)의 키패드를 이용해 방송 채널 전환을 시

도하면, DMB 수신 장치는 변경된 채널의 인터리빙된 방송 데이터를 DMB 송출단으로부터 수신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로서 상기 변경 채널의 방송 데이터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버퍼(440)에 저장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크

기, 즉 버퍼링 크기는 가변될 수 있다. S110 단계에서 DMB 수신 장치는 방송 데이터의 인터리빙 정도(interleaving

depth)에 따라 버퍼링 크기를 결정한다.

인터리빙에 사용되는 인터리빙 정도(interleaving depth)는 m-value로서 표시된다. m-value가 클수록 DMB 송출단은 송

신할 방송 데이터에 인터리빙 처리를 많이 한다. 그 결과 버스트 에러(burst error)의 랜덤 에러(random error)화 비율이

커지게 되고 비터비 더코더의 에러 정정 능력은 높아진다. DMB 수신 장치는 m-value를 파일럿 채널(pilot channel)(100)

의 CDM(Code Division Multiplexing) 구성 정보, 즉 방송 채널 구성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표 1]

The number of m Total bit Required Time Buffer Size

53 67,575 0.264s 44.8 packet 8.5 Kbyte

109 138,975 0.543s 92.2 packet 17.3 Kbyte

218 277,950 1.086s 184.5 packet 34.6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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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555,900 2.171s 368.9 packet 69.3 Kbyte

654 833,850 3.257s 553.4 packet 104 Kbyte

981 1,250,775 4.886s 830.3 packet 156 Kbyte

1308 1,667,700 6.514s 1106.9 packet 208 Kbyte

버퍼링 크기를 가변하는 방법을 [표 1]을 통해 상세히 설명한다. [표 1]은 m-value에 따라 인터리빙에 사용되는 비트들

의 양, 즉 방송 데이터의 인접한 두 비트 사이에 인터리빙에 의해 끼워지는 비트들의 양과 그에 대응하는 버퍼(440)의 크기

를 나타낸다. DMB 수신 장치는 m-value에 따라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m-value 654를 선택하여 서비스 하는 DMB 사업자 서비스에 의해 송신되는 방송 데이터를 버퍼링하기 위해서

는 553.4 packet 즉, 104 Kbyte의 크기의 버퍼(440)가 요구된다. 또한 m-value 654의 방송 데이터를 DMB 수신 장치에

서 디인터리빙 및 에러정정하기 위해서는 3.257초가 소요된다. 즉, m-value 654의 방송 데이터를 버퍼(440)에 버퍼링하

는데 3.257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S120 단계에서는 버퍼(440)에 남아 있는 변경 전 채널의 방송 데이터가 디먹스(450)로 출력된다. 이때 버퍼(440)에

는 이전 채널의 m-value에 따라 결정된 버퍼링 크기 만큼의 방송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디먹스(450)는 입력된 방송 데

이터를 오디오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로 분리하여 각각 오디오 버퍼(460) 및 버디오 버퍼(470)에 저장한다. 저장된 오디

오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480)의 스피커와 표시부를 통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음향 신호 및

영상으로 출력된다. S120 단계는 후술하는 S130 및 S140 단계가 수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수행된다.

이와 동시에 DMB 수신 장치는 S130 단계에서 상기 수신된 변경 채널의 방송 데이터를 디인터리빙 및 에러 정정하고, 상

기 버퍼(440)에 저장한다. 즉, 버퍼(440)에 저장된 변경 전 채널의 방송 데이터가 S120 단계를 통해 디먹스(450)로 출력

이 되는 동시에, 비워지는 버퍼(440) 공간에는 S130 단계를 통해 디인터리빙 및 에러 정정이 된 변경 채널의 방송 데이터

가 저장된다.

S140 단계에서 DMB 수신 장치는 m-value에 따라 결정된 버퍼링 크기만큼 변경 채널의 방송 데이터가 버퍼(440)에 저장

되었는지를 판단한다. 버퍼링이 완료된 경우, S150 단계에서 버퍼(440)에 저장된 방송 데이터가 디먹스(450)로 입력이 되

고, 디먹스(450)는 입력된 방송 데이터를 오디오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로 분리하여 각각 오디오 버퍼(460) 및 비디오 버

퍼(470)에 저장한다.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는 사용자 인터페이스(480)의 스피커와 표시부를 통해 사용자

가 인식할 수 있는 음향 신호 및 영상으로 출력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변경 채널의 방송이 디스플레이되기 전까지 버퍼(440)에 저장된 변경 전 채널의 방송 데이터가

계속 디스플레이되므로, 채널 전환시 발생되는 채널 끊어짐 현상을 없앨 수 있다.

한편, 본 실시예에서는 버퍼링 크기가 가변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상기 버퍼링 크기를 고정시키는 것도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버퍼링 크기를 가장 큰 m-value에 대응하는 값으로 고정하거나, 전 방송 채널에서 동일한

m-value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m-value 값을 고정하고 상기 S110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한편, 사용자는 채널 변경을 했는데 계속 기존 채널이 나오기 때문에 혼란을 느낄 수 있는 데 이것의 해결 방안을 도 3을 통

해 설명한다.

도 3은 본 발명에 실시예에 따른 채널 전환시 디스플레이 되는 화면을 나타낸 예시도이다.

버퍼(440)에 남아 있는 변경전 채널의 방송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하고 있는 동안 사용자 인터페이스(480)의 표시부는 도

3과 같이"지금은 채널전환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와 같은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MB 수신 과정에 따른 버퍼링의 상태를 도시한 타이밍도이다.

도 4의 실시예에서는 m-value 654를 선택하여 서비스하는 DMB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예를 들었고, 그리

고 디인터리빙 및 에러 정정시간에 따른 지연 시간 외의 오디오/비디오 데이터 처리를 위한 시간은 고려되지 않았음을 유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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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도 1의 사용자 인터페이스(480)의 키패드를 이용해 방송 시청을 시도하면 DMB 수신 장치는 초기 설정된 채널

(이하, 채널#1(CH#1)으로 가정한다)의 방송 데이터를 DMB 송출단으로부터 수신한다.

상기 수신된 채널#1의 방송 데이터는 DMB 수신 장치의 비트 디인터리버(400), 비터비 디코더(410), 바이트 디인터리버

(420) 및 RS 디코더(430)에 의해 디인터리빙 및 에러 정정된다. 상기 과정이 수행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m-value 654에

따른 지연 시간인 3.257초가 된다(T1).

DMB 수신 장치는 디인터리빙 및 에러 정정된 채널#1의 방송 데이터를 버퍼(440)에 저장한다. 버퍼(440)에는 상기 처리

된 채널#1 방송 데이터가 m-value 654의 값에 따라 553.4 packet, 즉 104 Kbyte의 크기만큼 저장된다. 104Kbyte의 채

널#1의 방송 데이터를 버퍼(440)에 저장한 후, DMB 수신 장치는 뒤따르는 104Kbyte의 채널#1의 방송 데이터를 디인터

리빙하고 에러 정정한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T1과 마찬가지로 m-value 654에 따른 지연 시간인 3.257초이다

(T2).

T3에서 DMB 수신 장치는 버퍼(440)에 저장된 상기 첫 번째 104Kbyte의 채널#1의 방송 데이터를 디먹스(450)로 출력함

과 동시에, 상기 두 번째 104Kbyte의 채널#1의 방송 데이터를 비워지는 버퍼 공간에 저장한다. 한편, 디먹스(450)로 출력

된 CH#1의 방송 데이터는 오디오/비디오 버퍼(460)(470),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480)의 스피커 및 표시부를 통해 사용자

가 인식할 수 있는 음향 신호 및 영상으로 출력됨으로써 채널#1의 방송이 시작된다(T3).

사용자가 채널#1을 채널#2로 변경하게 되면(T') DMB 수신 장치는 채널#2의 방송 데이터를 수신한다. 그리고 DMB 수신

장치는 상기 수신한 채널#2의 인터리빙된 방송 데이터를 디인터리빙 및 에러 정정한다. DMB 수신 장치는 상기 디인터리

빙 및 에러 정정을 하는 동안에 버퍼(440)에 남아있는 채널#1의 방송 데이터를 디먹스(450)로 출력한다. 버퍼(440)에는

m-value 654에 따른 104 Kbyte 크기의 채널#1의 방송 데이터가 남아 있고, DMB 수신 장치는 상기 방송 데이터가 변경

채널의 m-value 654에 따른 지연 시간과 동일한 3.257초 동안 디스플레이 되도록 제어한다. 한편, DMB 수신 장치는 버

퍼(440)에 남아있는 채널#1의 방송 데이터를 디먹스(450)로 출력하는 동시에 비워지는 버퍼(440) 공간에 디인터리빙 및

에러 정정이 된 채널#2의 방송 데이터를 저장한다. 상기 채널#2의 m-value가 동일하므로 인터리빙된 방송 데이터가 디인

터리빙 및 에러 정정이 되는 시간 역시 3.257초이므로, 남아 있는 채널#1의 방송 시간과 동일하다(T4).

이 때, T4 기간동안 채널#1의 방송 데이터를 디스플레이 하고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480)의 표시부는 도 3과 같이"지금

은 채널전환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와 같은 메시지를 디스플레이 하여 사용자의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다.

T4, 즉 3.257초가 경과되어 버퍼(440)에 남아 있는 채널#1의 방송 데이터가 모두 사용자에게 전해지면 채널 변환시 일어

나는 화면 끊어짐 현상 없이 연속적으로 채널#2의 방송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전해지는 시점이 T''가 된다. T'' 시점이 버퍼

(440)에 남아 있는 채널#1의 방송 데이터가 모두 없어지고, 버퍼(440)에 저장된 104Kbyte의 채널#2의 방송 데이터가 디

먹스(450), 오디오/비디오 버퍼(460)(470),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480)의 스피커 및 표시부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해지는

시점이다. 한편, 버퍼(440)에 저장된 채널#2의 방송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전해지는 동시에 비워지는 버퍼(440) 공간에는

연속되는 채널#2의 방송 데이터가 저장됨으로써 버퍼(440)에는 계속 디인터리빙 및 에러 정정된 채널#2의 방송 데이터가

저장된다(T5).

따라서 사용자는 채널 변경에 의한 공백 화면을 보지 않게 되고, DMB 수신 장치는 상기 과정들을 수행함으로써 채널 변환

시 일어나는 화면 끊어짐 현상 없이 연속적으로 변경된 채널을 사용자에게 전한다.

상술한 본 발명의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예에 관해 설명하였으나, 여러 가지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

고 실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된 실시 예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고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특허청

구범위와 균등한 것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르면, DMB 수신 장치의 사용자가 채널을 변경 할 때 화면이 끊어지지 않고 변경된 채널의

방송이 제공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DMB 서비스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화면 끊어짐 없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는 채널 변경시마다 발생

하는 지연 현상을 느끼지 못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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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자는 화면 끊어짐 없고 공백 화면도 없이 다음 채널을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지상파 TV 수신기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어 DMB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에서의 방송 채널 변경 방법에 있어서,

방송 채널 변경이 요구되면, 변경될 채널의 방송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인터리빙하여 버퍼에 저장하는 과정과,

상기 버퍼에 저장된 초기 채널의 방송 데이터를 출력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과정과,

상기 버퍼에 상기 변경 채널 방송 데이터가 소정 버퍼링 크기만큼 저장되면, 상기 초기 채널 방송 데이터의 출력을 중지하

고, 상기 변경 채널의 방송 데이터를 출력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버퍼링 크기는 상기 변경 채널 방송 데이터의 디인터리빙 정도에 따라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디인터리빙 정도는 채널 구성정보를 통해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채널 방송 데이터의 디인터리빙 정도에 따라 상기 버퍼에 저장되는 상기 초기 채널 방송 데이터의 크기가 결정

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초기 채널 방송 데이터의 디스플레이 시간은 상기 변경 채널 방송 데이터의 출력 지연 시간과 동일함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 1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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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초기 채널의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중에 채널 전환 중임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디지털 방송 수신 장치에 있어서,

방송 채널 변경이 요구되면, 변경될 채널의 방송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인터리빙하는 디인터리버와,

초기 채널의 방송 데이터를 저장하고, 상기 변경 채널의 방송 데이터가 소정 버퍼링 크기만큼 저장되기 전까지는 상기 초

기 채널 방송 데이터를 출력하는 버퍼부와,

상기 버퍼부로부터 출력되는 방송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8.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소정 버퍼링 크기는 상기 변경 채널 방송 데이터의 디인터리빙 정도에 따라 결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디인터리빙 정도는 채널 구성정보를 통해 전송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버퍼는 초기 채널 방송 데이터의 디인터리빙 정도에 따라 상기 초기 채널 방송 데이터의 저장 크기를 결정함을 특징

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1.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초기 채널의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중에 채널 전환중임을 사용자에게 표시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장치.

청구항 12.

제 7항에 있어서,

상기 디스플레이부는 상기 버퍼로부터의 오디오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로 분리하는 디먹스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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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디먹스부로부터 분리되어 출력된 오디오 데이터와 비디오 데이터를 각각 저장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버퍼부와,

상기 디스플레이 버퍼부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표시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

는 상기 장치.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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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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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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