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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마라톤 증권 투자신탁 A1호(주식)

주식형 투자신탁

[ 자 산 운 용 보 고 서 ]

( 운용기간 : 2010.09.09 ~ 2010.12.08 )

○이 상품은 주식형 투자신탁으로서, 추가입금이 가능한 추가형 투자신탁입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 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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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신영마라톤 증권 투자신탁 A1호(주식) 52986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주식형,추가형 최초설정일 2005.12.09

운용기간 2010.09.09 ~ 2010.12.08 존속기간 추가형

신탁업자 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매매.중개업자

신영증권/한화증권/삼성증권/현대증권/우리투자증권/푸르덴셜투자증권/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동양종금증권/미래에셋증권/유진투자증권/메리츠증권/
교보증권/솔로몬투자증권/키움닷컴증권/동부증권/한국투자증권/한양증권/S K 증
권/골든브릿지투자증권/경남은행/신한은행/하이투자증권/NH투자증권/수협중앙
회/하나대투증권/HMC투자증권/삼성생명/이트레이드증권/대한생명/하나은행/메
리츠종합금융/우리은행/광주은행/기업은행/제주은행/홍콩상하이은행/부산은행
/IBK투자증권/케이디비생명/삼성화재/한맥투자증권/미래에셋생명/LIG투자증권/

비에스투자증권

상품의 특징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여 적정가치가 반영될때까지 보유하는 중장기 투자를 원
칙으로 함.

1. 집 합 투 자 기 구 의  개 요

신영마라톤증권 A1(주식) (7491)

▶ 기본정보

위험등급 : 1급(매우 높은 위험)

[ 적용법률 : 자본시장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전환) ]

(단위:백만원, 백만좌)

집합투자기구명칭 항     목 전 기 말 당 기 말 증감률(%)

신영마라톤증권 A1(주식)

자  산  총  액 (A) 628,424.61 650,628.8 3.53

부  채  총  액 (B) 9,321.25 9,314.4 -0.07

순자산총액 (C=A-B) 619,103.36 641,314.4 3.59

총발행 간접투자증권 수 (D) 596,111.29 555,023.81 -6.89

기준가격 (E=C/DX1000) 1,038.57 1,155.47 11.26

▶ 재산현황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투자신탁 상품의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분배금 내역 (단위:백만원, 백만좌)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지급
금액(백만원)

분배후 수탁고
(백만좌)

기준가격(원)
비고

분배금 지급전 분배금 지급후

2010.12.09 86,291 555,024 1,155.47 1,000.00 펀드결산

2. 운 용 경 과  및  수 익 률 현 황

지난 3개월간 주식시장이 1900선을 돌파하며 강세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인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커진 가운데 선진국 증시의 상승폭이 컸던 반면, 4%를 상회하는 높은 물가 상승률
을 보인 중국 증시는 유동성을 거둬 들이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소
불확실성이 컸던 대외 환경에 비해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동안 시장에서 장
기간 소외되었던 삼성전자, 은행주들이 상승하면서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했으며,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는
화학/정유/기계 업종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분기 펀드는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학/건설/조선/자
동차 등이 수익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음식료/통신/유틸리티는 부진한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의 특징
적인 상황은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시장의 확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 운용 경과



2. 운 용 경 과  및  수 익 률 현 황

컸으며, 벨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보다는 성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였
습니다. 

 펀드는 지난 분기에 포트폴리오를 일부 조정하였는데, 소위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는 원자재/화학 관련 주식
들과 내년에도 원가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음식료 섹터의 비중을 축소하고 그 동안 장기 소외되었던
IT, 은행주들의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내년 중국의 물가 상승이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 정부는 물가 관리를 위한 긴축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선진국들의 경우 유동성 확대
정책에 따라 소비 등 여러가지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
국 경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T와 장기 소외되어 낮은 밸류에이션에 위치하고 있는 은행주가 유망할 것으
로 판단하였습니다.

▶ 운용 경과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2011년 주식시장 전망은 박스권에서 지루하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목표수익률을 10 ~15% 정도로 금년보다는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경제지표가 상승으로 반전되지만, 중국의 긴축/유럽의 재정위기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상존하기 때
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동안 부진했던 중소형 가치주들
의 성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과 저금리로 인한 채권투자의 매력이 감소
하면서 개인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동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망업종은 대형주 군에서는 이익 증가세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금융 섹터와 코스닥 시장을 포
함한 중소형 가치주 군이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중국의 물가급등으로 인한 긴축의 강도가 점차 세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
경하에서 중국관련주들 ( 원자재/화학 등 ) 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금융주와 IT 주들이 상대적으로 좋
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은 이미 포트폴리오에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시장상
황에 따라 일부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한 이머징 시장의 성장세에는 큰 이상이 없는
만큼 중소형 주식들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식 비중은 95% 수준을
지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 기간 수익률
(단위:%)

구       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신영마라톤증권 A1(주식) 11.26 17.61 16.46 18.70

비 교 지 수 8.98 16.64 16.21 18.40

비교지수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평균 수익률
(단위:%)

구       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신영마라톤증권 A1(주식) 18.70 39.22 4.93 0.00

비 교 지 수 18.40 29.91 1.06 0.00

비교지수구성비 -> KOSPI지수:90%,CD금리(91일물):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자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주식 채권 기타 장내 장외 간접투

자증권
기타

당기손익 69,932 0 0 0 179 -2,772 67,340

전기손익 39,515 0 0 0 144 -2,845 36,814

* 분기 구간손익



(단위: 백만원,%)

통화별
구분

투자증권 파생상품
부동
산

실물
자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주식 채권 기타 장내 장외 간접투자

증권
기타

원화
603,909 0 0 0 0 0 0 0 0 40,948 5,772 650,629

(92.8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29) (0.89) (100.00)

3. 자 산 구 성  현 황

▶ 자산구성현황

10050

선물

채권

기타

유동

주식

0 %0 %

0 %0 %

0.57 %0.57 %

4.38 %4.38 %

95.04 %95.04 %

전기 자산구성현황

10080604020

선물

채권

기타

유동

주식

0 %0 %

0 %0 %

0.89 %0.89 %

6.29 %6.29 %

92.82 %92.82 %

당기 자산구성현황

구분 종  목  명 비중(%)

1 전기/전자업 17.28

2 운수장비업 10.61

3 화학업 10.55

4 금융업 10.52

5 유통업 6.84

6 서비스업 6.31

7 철강/금속업 5.40

8 제조 4.52

9 증권업 4.18

10 음식료품업 3.59

11 기타 20.20

합     계 100.00

▶ 업종별 투자비중

2015105

기타

음식료품업

증권업

제조

/철강금속업

서비스업

유통업

금융업

화학업

운수장비업

/전기전자업

20.2 %20.2 %

3.59 %3.59 %

4.18 %4.18 %

4.52 %4.52 %

5.4 %5.4 %

6.31 %6.31 %

6.84 %6.84 %

10.52 %10.52 %

10.55 %10.55 %

10.61 %10.61 %

17.28 %17.28 %

구분 종  목  명 비중(%)

주식 삼성전자 9.52

주식 현대자동차1우 5.39

주식 하나금융지주 4.88

주식 LG화학1우 4.20

주식 POSCO 3.92

구분 종  목  명 비중(%)

주식 KB금융지주 2.71

주식 삼성전기 2.49

주식 현대모비스 2.16

주식 한국전력공사 2.02

주식 현대중공업 1.96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주 식

■ 상위 5개 종목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비 고

삼성전자 69,369 61,600 10.20

현대자동차1우 547,581 34,881 5.78

하나금융지주 816,256 31,589 5.23

LG화학1우 160,473 27,200 4.50

POSCO 54,133 25,388 4.20

■ 총 발행수량의 1% 초과 종목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발행비중

동성하이켐 1,286,024 4,102 0.68 9.10

LG하우시스(1우선주) 77,723 2,324 0.38 7.53

대림산업1우 258,842 8,270 1.37 6.81

CJ제일제당우 87,462 6,192 1.03 6.59

코스모화학 715,569 5,152 0.85 6.50

KC코트렐 357,173 5,322 0.88 5.84

신세계 I&C 91,673 6,225 1.03 5.33

위닉스 683,450 3,513 0.58 5.32

LG1우 173,885 5,790 0.96 5.25

화천기공 111,029 4,080 0.68 5.05

태평양제약 90,484 2,588 0.43 4.29

제일연마 398,070 1,867 0.31 3.98

일진에너지 264,337 4,811 0.80 3.51

KCC건설 200,426 7,957 1.32 3.46

SJM 288,732 2,030 0.34 3.36

세이브존I&C 1,289,069 3,068 0.51 3.14

삼성화재1우 95,283 8,299 1.37 2.99

한세실업 891,288 5,241 0.87 2.97

영풍정밀 436,854 5,068 0.84 2.77

하이록코리아 351,012 5,441 0.90 2.58

일신방직 56,082 5,524 0.91 2.34

한국단자 242,871 4,639 0.77 2.33

차이나그레이트 2,253,507 4,935 0.82 2.25

국도화학 128,868 6,186 1.02 2.22

현대자동차1우 547,581 34,881 5.78 2.18

세방 363,934 5,823 0.96 2.17

LG화학1우 160,473 27,200 4.50 2.10

한국전자금융 538,905 1,671 0.28 2.07

대한제당 76,931 4,539 0.75 2.05

아세아시멘트 89,080 3,973 0.66 1.88

한신공영 183,210 1,810 0.30 1.85

3노드디지탈 1,047,788 1,870 0.31 1.82

신영증권 162,946 5,915 0.98 1.74

세방전지 239,112 7,353 1.22 1.71

경동도시가스 48,739 2,142 0.35 1.54



■ 총 발행수량의 1% 초과 종목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 중 발행비중

한국철강 132,315 3,612 0.60 1.44

평화정공 272,419 4,331 0.72 1.30

차이나하오란리사이클링 514,551 2,624 0.43 1.29

삼영전자 256,882 2,941 0.49 1.28

대덕전자 577,191 4,814 0.80 1.18

농심홀딩스 54,472 3,208 0.53 1.17

신영증권1우 74,442 2,174 0.36 1.06

▶ 채 권

  ■ 상위 5개 종목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 중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어 음

  ■ 상위 5개 종목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집합투자증권

  ■ 상위 5개 종목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종 류 집합투자업자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취득일 비 중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비중은 순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 장내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단위:계약,백만원)

종  목  명 매수/매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위탁증거금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단위:계약,백만원)

종류 거래상대방 기초자산 매수/매도 만기일 계약금액
취득가격
(예금액)

평가금액 비고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

(단위:백만원)

종류
소 재 지

취득가격 평가금액 보증금 임대수입 비 고
등기번호 취득일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부동산(자금대여 및 차입)

(단위:백만원)

종류 대여(차입)기관 계약일자 대여(차입)금액 대여(차입)금리 만기(상환)일 비 고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특별자산

(단위:백만원)

종  류 취득일자 취득가격 평가금액 비  고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단기대출 및 예금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종  류 금 융 기 관
단기대출
(예금)일자

단기대출
(예금)잔액

적용금리 만기일 비고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기 타

  ■ 기 타 (단위:백만원)

종   류 평 가 금 액 비    고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4. 투 자 운 용 전 문 인 력  현 황

▶ 책임운용전문인력
(단위:백만원,개)

성  명 운용개시일
직위
(연령)

다른펀드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협회등록번호

펀드수 운용규모

허남권 2005.12.09 본부장(48) 1 365,672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자산운용 자산운용본부(14년5개월)

2109000131

이철진 2010.10.06 팀장(35) 8 622,012

Caleb & Company 경영컨설턴트(1년6개
월)
우리증권 전략기획팀(2년1개월)
신영자산운용 마케팅팀(10개월)
신영자산운용 주식운용3팀(5년)

2109001106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자산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운용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 및
   담당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  간 운용전문인력

2010.06.07 ~ 2010.10.05 허남권

2010.10.06 ~ 현재 이철진



5. 비 용 현 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전  기 당  기

비  고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집합투자업자 1,085.60 0.17 1,057.58 0.17

투자매매,중개업자 1,733.72 0.27 1,688.96 0.27

신 탁 업 자 48.61 0.01 47.35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00 0.00 0.00 0.00

보수 합계 2,867.93 0.45 2,793.89 0.44

기타비용 2.81 0.00 4.61 0.00

매매.중개수수료 553.93 0.09 781.54 0.12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 총보수비용 비율

(단위 : 연환산, %)

펀 드 명 구분
해당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비율 중개수수료 비율

신영마라톤증권 A1(주식)
전기 2.13 0.34

당기 2.26 0.49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의 '기타비용'을 순자산총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 비용수준을 나타냄

(단위:백만원,주,%)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연환산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5,360,127 110,539 4,791,585 175,663 29.04 116.48

*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 해당 운용기간동안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1 회전)이며 매매회전율이 높을 
  경우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펀드에서 지출되는 비용 증가.

6. 투 자 자 산 매 매 내 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공 지 사 항



이 보고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신영자산운용(주)가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해 집합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예탁된 집합투자기구의 수탁회사 확인기간은 일괄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주소로 문의하거나, 해당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영업점,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에 비치되고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2 신영빌딩 6,7층
홈페이지 : http://www.syfund.co.kr 



참 고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

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

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

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

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형투자신탁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

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

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

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

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

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

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

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

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

미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

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

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

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

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

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

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

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

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

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