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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단말의 수신기에서 DC 오프셋을 산출하여 제거하는 DC 오프셋 제

거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동기 여부를 판단한 후에 DC 오프셋 산출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DC 오

프셋을 제거할 수 있는 DC 오프셋 제거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DC 오프셋 제거장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단말의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DC 오프

셋 제거 장치로서 가산 및 평균부, 누산부, 동기판단부 및 펄스밀도변조신호 생성부를 포함한다. 가산 및 평균부는 입력되

는 데이터 신호를 더하고 평균값을 구하여 입력 신호의 DC 오프셋(DC Offset)을 산출한다. 누산부는 가산 및 평균부에서

산출된 DC 오프셋 값을 계속적으로 누산하여 DC 오프셋 조정값을 출력한다. 동기판단부는 동기정보에 기초하여 누산부

에서 출력된 DC 오프셋 조정값의 출력여부를 결정한다. 펄스밀도변조신호 생성부는 동기판단부에 의해 출력된 값에 기초

하여 디지털 펄스밀도변조신호를 생성한다.

대표도

도 2

색인어

DC오프셋, 동기, 가산, 누산, OFDM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DC 오프셋 제거 장치에 입력되는 데이터 신호의 전체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시스템의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DC 오프셋 제거 장치의 구성을 보

여주는 도면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C 오프셋 제거장치의 동작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단말의 수신기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단말의 수신기에 사용되는 DC 오프셋 제거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이하 OFDM이라 함) 방식은 상대적으

로 대역을 적게 사용하면서 많은 전송을 할 수 있어 대역 효율적이며 다중 경로 채널이 존재하는 환경에 강인한 특성을 가

지기 때문에 최근 OFDM 방식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 설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OFDM 방식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의 수신기에서는,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RF(radio frequency)단과 IF

(intermediate frequency)단을 거쳐 복조한 후 신호를 복원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는

단에서는 희망신호를 획득하기 위하여 주파수 하향기능과 신호크기 증폭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RF단 및 IF단에서는

믹서와 증폭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아날로그 소자를 사용한다. 이들 소자는 어느 정도의 규격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하지

만, 소자간의 절연성과 직교성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입력신호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중 가장 큰 왜곡요인 중 하나가 직류

전원 오프셋(DC offset)이다. DC 오프셋은 OFDM 무선 통신 시스템의 아날로그 회로에서 나타나는 표류(drift) 신호가 직

교 변환기에서 자기혼합(self-mixing)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DC 오프셋은, 이상한 신호가 기저대역(baseband)에 혼

합되어 RF단이 기저대역을 수신하는 과정, 즉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ADC)에 입력되어 디지털 데이터로 출력되는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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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근래에는 저가의 수신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접 변환 방법(Direct Conversion)이 연구되고 있다. 직접 변환 방법

은 중간 주파수(intermediate frequency: IF)를 사용하지 않고 라디오 주파수(radio frequency: RF)에서 직접 기저대역

주파수(Baseband Frequency)로 주파수 변환하는 방법이다. 즉 직접 변환 방법을 채용하는 수신기는 수신된 RF신호를 IF

신호로 변환하는 동작 없이 직접 기저대역 신호로 주파수 변환하므로, 중간 주파수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필

터, 혼합기 및 증폭기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변환 수신기는 수신된 RF신호와 국부발진 신호의 주파수가 동일

하기 때문에 DC 오프셋이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DC 오프셋 제거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단말의 수신기에서 DC 오프셋을 산

출하여 제거하는 DC 오프셋 제거 장치 및 그 방법으로서, 동기 여부를 판단한 후에 DC 오프셋 산출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DC 오프셋을 제거할 수 있는 DC 오프셋 제거장치 및 그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하나의 특징에 따른 DC 오프셋 제거장치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단말의 수신기에서 사

용되는 DC 오프셋 제거 장치로서,

입력 신호를 더하고 평균값을 구하여 상기 입력 신호의 DC 오프셋(DC Offset)을 산출하는 가산 및 평균부; 상기 가산 및

평균부에서 산출된 DC 오프셋 값을 계속적으로 누산하여 DC 오프셋 조정값을 출력하는 누산부; 동기정보에 기초하여 상

기 누산부에서 출력된 DC 오프셋 조정값의 출력여부를 결정하는 동기판단부; 및 상기 동기판단부에 의해 출력된 값에 기

초하여 디지털 펄스밀도변조신호를 생성하는 펄스밀도변조신호 생성부를 포함한다.

상기 동기판단부는 상기 누산부에서 출력되는 DC 오프셋 조정값에 소정의 기준값을 더하는 제2 덧셈기; 및 상기 제2 덧셈

기의 출력 및 상기 기준값을 입력으로 하고, 동기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2 덧셈기의 출력 및 상기 기준값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비교기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따른 DC 오프셋 제거 방법은,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단말의 수신기에서 사용

되는 DC 오프셋 제거 방법으로서,

동기 획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동기가 획득된 후에 입력 신호의 일정 구간의 데이터값에 기초하여 상기 입력 신호의 DC

오프셋 조정값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DC 오프셋 조정값에 기초하여 펄스밀도변조(Pulse Density Modulation) 신호를 출

력하는 단계; 및 상기 펄스밀도변조 신호의 크기 레벨을 일정 레벨 이동하여 상기 입력 신호 이후에 수신되는 입력 신호로

피드백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DC 오프셋 조정값을 산출하는 단계는 상기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시스템의 비트 에러율(Bit Error Rate)을 최소화

하는 트렁케이션(Truncation) 비트를 이용하여 상기 입력 신호의 DC 오프셋 조정값을 산출한다.

상기 입력 신호의 일정 구간은 동기 펄스 직후에 입력되는 프리앰블 구간이다.

아래에서는 첨부한 도면을 참고로 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대하여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는다. 도면에서 본 발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과 관계없는 부분은 생략하였다.

명세서 전체를 통하여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도면 부호를 붙였다.

먼저, OFDM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단말의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DC 오프셋 제거장치인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C

오프셋 제거 장치에 대하여 도 1 내지 도 3을 참고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OFDM 시스템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프레임은 프리엠블(preamble)과 데이터로 구성된다. 데이터는 역 고속푸

리에 변환(inverse fast fourier transform, IFFT)에 의해 결정된 값이므로 그 에너지 값이 일정하지 않은 반면에 프리엠

블은 전력이 정규화(normalize)되어 있어 그 에너지가 일정하다. 따라서 프리엠블은 주파수 추정 또는 채널 추정을 위하여

주파수 오프셋 또는 DC 오프셋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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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DC 오프셋 제거 장치에 입력되는 데이터 신호의 전체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1에서와 같이, 데이터 신호는 프레임 주기가 "T"이고, 한 프레임에는 복수개(MAX)의 블록샘플을 포함한다. 1 프레임의

블록샘플들 B(k)(여기서 k는 1부터 MAX 사이의 임의의 자연수임) 중에서 동기펄스가 뜬 지점에서부터 첫 번째 블록샘플

B(1)는 프리엠블이 되고, 이하 블록샘플 B(2) 내지 B(MAX)는 데이터가 된다. 따라서 동기펄스에 기초하여 데이터 신호의

프리엠블을 판단한다.

이와 같이 동기를 획득한 상태(Sync state)에서는 프레임 데이터 중 프리엠블을 이용하여 DC 오프셋을 산출하고 제거하

는 과정을 수행할 수 있으나, 동기를 획득하지 못한 상태(NoSync state)에서는 프리엠블 구간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른 DC 오프셋 제거장치는 동기 획득 상태를 먼저 판단하고 동기획득 상태에

만 DC 오프셋 제거 과정을 수행한다.

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시스템의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DC 오프셋 제거 장치의 구성을 보

여주는 도면이다.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C 오프셋 제거 장치(100)는 ADC(110), 보수변환부(120), 가산 및 평

균부(130), 누산부(140), 동기판단부(150), 펄스밀도변조(Pulse density modulation, 이하 PDM) 신호생성부(170), 저역

통과 필터(LPF, 180) 및 레벨 시프터(Level Shifter, 190)를 포함한다.

ADC(analog digital converter, 110)는 도 1에 도시한 프레임 데이터(I)를 입력받아 디지털 신호(I_data)로 변환하여 출력

하다.

보수변환부(120)는 2진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12비트의 2의 보수 데이터(I_data_2s)로 변환한다. 여기서 보수변환부

(120)는 이후의 입력 데이터의 덧셈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가산 및 평균부(130)는 덧셈기(131), 레지스터(132) 및 트렁케이션부(133)을 포함한다. 덧셈기(131)는 보수변환부(120)

로부터 출력되는 데이터(I_data_2s)를 1024 비트 프리앰블(preamble) 단위로 더하여 레지스터(132)에 저장시킨다. 트렁

케이션부(133)는 레지스터(132)에 저장된 데이터(I_sum_reg)의 평균값을 구하여 입력된 신호의 DC 오프셋을 구한다. 이

때, 트렁케이션부(133)는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시스템의 비트 에러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트렁케이션 비트 수를 이용하

여 DC 오프셋을 구하는데, 이는 수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결과값으로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는 11비트를 이용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1비트가 아닌 다른 비트를 트렁케이션 비트 수로 이용할 수 있다. 결국, 트렁케이션부(133)는 데

이터(I_sum_reg)의 최하위 11비트를 잘라내어 덤프 데이터(I_dump_reg)를 출력한다.

누산부(140)는 덧셈기(141) 및 레지스터(143)를 포함한다. 덧셈기(141)는 트렁케이션부(133)로부터 출력되는 덤프 데이

터(I_dump_reg)를 누산하여 DC 오프셋 조정값을 산출하여 레지스터(143)에 저장시킨다.

동기판단부(150)는 덧셈기(151) 및 비교기(153)를 포함한다. 입력되는 동기정보에 기초하여 누산부(140)로부터 산출된

값이 동기펄스가 뜬 직후의 프리엠블 구간의 샘플 데이터에 의해 산출된 값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결과 누산부

(140)로부터 산출된 값이 프리엠블 구간의 샘플 데이터의 DC 오프셋 조정값이면 그 값을 PDM생성부(170)로 출력하고,

프리엠블 구간이 샘플 데이터가 아닌 샘플 데이터 예컨대 블록샘플(B(2))로부터 산출된 값이면 DC 오프셋 조정값으로 0

을 출력한다.

구체적으로 덧셈기(151)는 레지스터(143)에 저장된 12비트의 데이터(I_iir_reg)에 12비트의 최고값(4095)을 더하여 13

비트의 데이터로 만든다. 비교기(153)는 동기정보에 기초하여 두 입력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한다. 비교기(153)는 하나의 입

력단자("1")에는 레지스터(151)에서 출력되는 12비트 데이터(I_iir_ref)에 12비트의 최고값(4095)을 더한 13비트 데이터

가 입력되고, 다른 하나의 입력단자("0")에는 12비트의 데이터의 최고값(4095)이 입력된다.

그리고 동기정보를 입력받아 동기정보에 기초하여 입력단자("1")에 입력된 데이터 또는 입력단자("0")에 입력된 데이터를

출력한다. 예컨대 동기가 획득되어 동기정보로서 "1"이 비교기(153)에 입력되면, 비교기(153)는 입력단자("1")에 입력된

데이터, 즉 12비트의 최고값(4095)이 더해진 데이터(I_iir_ref)를 출력하고, 동기가 획득되지 않아 동기정보로서 "0"이 비

교기(153)에 입력되면, 비교기(153)는 입력단자("0")에 입력된 데이터, 즉 12비트의 최고값(4095)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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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동기가 획득되면 가산 및 평균부(130) 및 누산부(140)의 연산 결과에 의해 산출된 DC 오프셋 조정값이 PDM생성부

(170)로 출력되고, 동기가 획득되지 않은 경우에는 DC 오프셋 조정값으로 "0"을 의미하는 4095가 PDM생성부(170)로 출

력된다.

PDM생성부(170)는 비교기(171) 및 카운터(173)를 포함한다. 카운터(173)는 논 시퀀셜 비트오더(non-sequential bit

order)를 갖는 13비트 카운터이다. 즉, 13비트 카운터 출력은 비교기(171)의 입력단자(+)로 입력된다. 또한 비교기(171)

의 입력단자(-)에는 단일비트(single bit)로 변환될 입력신호인 비교기(153)의 출력신호가 입력된다. 비교기(171)는 입력

단자(+)로 입력된 카운터(173)의 출력값과 입력단자(-)로 입력된 비교기(153)의 출력값을 차례로 비교하여, 비교기(153)

의 출력값이 카운터(173)의 출력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을 출력하고 작으면 "0"을 출력한다. 이렇게 하여 PDM 신호가

출력된다.

저역통과필터(LPF, 180)는 PDM생성부(170)로부터 출력되는 PDM 신호에 대해 특정 주파수 이하의 신호를 통과시켜 아

날로그 PDM 신호를 출력한다.

레벨 시프터(Level Shifter, 190)는 저역통과필터(180)로부터 출력되는 아날로그 PDM 신호의 크기 레벨을 일정 레벨 이

동시킨다. 이렇게 레벨 시프터(190)에서 신호의 레벨이 변경된 아날로그 PDM 신호가 앞서 입력된 입력신호(I) 이후에 입

력되는 입력신호와 결합됨으로써 이후에 입력되는 입력신호의 DC 오프셋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은 도 3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DC 오프셋 제거장치의 동작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도 3은 DC 오프셋 제거장치의 동작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도면이다.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먼저 본 발명에 따른 DC 오프셋 제거장치의 전원이 켜져서 시작되면, 누산부(140)의 덧셈기

(141)는 초기화되어 덧셈기(141)의 출력값인 acc_Save는 0이 된다(S310).

그 다음 동기가 획득되었는지를 판단한다(S320). 동기가 획득되지 않았다면 프레임 데이터의 프리앰블을 판단할 수 없으

므로 동기판단부(150)의 비교기(153)는 DC 오프셋이 포함되지 않은 4095 값을 출력하게 되고 결국 레벨시프트(190)의

DC 오프세 조정값은 0이 된다(S325).

동기가 획득되면, 가산 및 평균부(130)에서 현재 프레임 데이터 중 프리앰블 데이터(B(1), 도 1 참조) 구간의 샘플들의 평

균값(Savg)을 계산한다(S330).

그 다음, 누산부(140)의 덧셈기(141)는 누산값(acc_Save)에 평균값(Savg)을 더하여 새로운 누산값(acc_Save)을 산출한

다(S340).

이렇게 산출된 새로운 누산값(acc_Save)이 0보다 큰지를 판단한다(S350).

새로운 누산값(acc_Save)이 0보다 크면 새로운 누산값(acc_Save)에 따라 PDM생성부(170), 저역통과필터(180) 및 레벨

시프터(190)에 의해 DC 오프셋 조정값이 증가된다(S370).

한편, 새로운 누산값(acc_Save)이 0보다 작으면 새로운 누산값(acc_Save)에 따라 PDM생성부(170), 저역통과필터(180)

및 레벨시프터(190)에 의해 DC 오프셋 조정값이 감소된다(S370).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기를 획득한 후 프리엠블을 이용하여 DC 오프셋을 산출하여 제거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확실

하게 DC 오프셋을 제거할 수 있다.

도면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단지 본 발명의 예시적인 것으로서, 이는 단지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된 것

이지 의미한정이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본 기술 분야

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이로부터 다양한 변형 및 균등한 타 실시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진정한 기술적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술적 사상에 의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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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시스템의 단말의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DC 오프셋 제거장치는 동기가 획득되지 않

은 상태에서의 랜덤신호를 기준으로 DC 오프셋을 추정하는 것 보다 동기가 획득된 후 프리엠블을 이용하여 DC 오프셋을

추정하여 동작함으로써 더욱더 정확하게 DC 오프셋을 추정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단말의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DC 오프셋 제거 장치에 있어서,

입력 신호의 일정 구간에 대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상기 입력 신호의 DC 오프셋(DC Offset)을 산출하는 가산 및 평균부;

상기 DC 오프셋을 계속적으로 누산하여 DC 오프셋 조정값을 출력하는 누산부;

동기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누산부에서 출력된 DC 오프셋 조정값의 출력여부를 결정하는 동기판단부; 및

상기 동기판단부에 의해 출력된 값에 기초하여 디지털 펄스밀도변조신호를 생성하는 펄스밀도변조신호 생성부

를 포함하는 DC 오프셋 제거 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의 일정 구간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C(Analog Digital Converter); 및

상기 ADC으로부터 출력되는 상기 디지털 신호를 2의 보수의 신호로 변환하는 보수변환부를 더 포함하고,

상기 가산 및 평균부는 상기 2의 보수의 신호를 통해 상기 DC 오프셋을 산출하는 DC 오프셋 제거 장치.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디지털 펄스밀도변조 신호를 필터링하여 아날로그 펄스밀도변조 신호를 생성하는 필터부; 및

상기 아날로그 펄스밀도변조 신호의 크기 레벨을 일정 레벨 이동하여 상기 입력 신호 이후에 수신되는 입력 신호로 피드백

하는 레벨 시프터

를 더 포함하는 DC 오프셋 제거 장치.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가산 및 평균부는,

상기 입력 신호의 블록샘플 데이터를 더하는 제1 덧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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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 덧셈기의 출력을 저장하는 제1 레지스터; 및

비트 에러율(Bit Error Rate)을 최소화하는 트렁케이션(Truncation) 비트를 이용하여 상기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트렁케이션 하여 DC 오프셋을 산출하는 트렁케이션부를 포함하는 DC 오프셋 제거 장치.

청구항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동기판단부는

상기 누산부에서 출력되는 DC 오프셋 조정값에 소정의 기준값을 더하는 제2 덧셈기; 및

상기 제2 덧셈기의 출력 및 상기 기준값을 입력으로 하고, 동기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2 덧셈기의 출력 및 상기 기준값 중

어느 하나를 출력하는 비교기

를 포함하는 DC 오프셋 제거 장치.

청구항 6.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단말의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DC 오프셋 제거 방법에 있어서,

동기 획득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동기가 획득된 후에 입력 신호의 일정 구간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상기 입력 신호의 DC 오프셋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DC 오프셋을 누산하여 DC 오프셋 조정값을 산출하는 단계;

상기 DC 오프셋 조정값에 기초하여 펄스밀도변조(Pulse Density Modulation) 신호를 출력하는 단계; 및

상기 펄스밀도변조 신호의 크기 레벨을 일정 레벨 이동하여 상기 입력 신호 이후에 수신되는 입력 신호로 피드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DC 오프셋 제거 방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DC 오프셋을 산출하는 단계는,

상기 입력 신호의 일정 구간을 2의 보수의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

상기 2의 보수의 신호를 통해 상기 DC 오프셋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DC 오프셋 제거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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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DC 오프셋 조정값을 산출하는 단계는,

상기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시스템의 비트 에러율(Bit Error Rate)을 최소화하는 트렁케이션(Truncation) 비트를 이용하

여 상기 입력 신호의 DC 오프셋 조정값을 산출하는 DC 오프셋 제거 방법.

청구항 9.

제6항 내지 제8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입력 신호의 일정 구간은 동기 펄스 직후에 입력되는 프리앰블 구간인 DC 오프셋 제거 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펄스밀도변조 신호를 출력시키는 단계 이후에 상기 펄스밀도변조 신호를 필터링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DC 오프셋 제거 방법.

도면

도면1

등록특허 10-063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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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등록특허 10-0638592

- 9 -



도면3

등록특허 10-063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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