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 자 신 탁 명 : 8481 코리아밸류혼합 투자신탁

- 투자신탁의종류 : 채권혼합형

- 운  용  기  간 : 2006.10.18 ~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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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7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1. 투자신탁의 개요

최초설정일 2005년 07월 18일 투자신탁기간 12 개월

자산운용회사 신영투자신탁운용(주) 판 매 회 사 신영증권

수 탁 회 사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투자신탁의 특징

주식편입비 30% 이하의 채권혼합형 펀드. 가치주 위주의 투자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2. 투자신탁의 현황 (단위:백만원)

자 산 총 액 22,410.84 부 채 총 액 212.8

순 자 산 총 액 22,198.05 기준가격(원)
전기말 1,019.21

당기말 1,040.38

3. 자산구성 현황 및 비율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증권 단기대출

 및 예금
파생상품 부동

산
실물
자산

특별
자산

기타자산 자산총액
주식 채권 기타 장  내 장  외

평가액 6,362.92 12,813.06 900.12 2,145.53   189.21 22,410.84

비 율 28.39 57.17 4.02 9.57   0.84

※ 선납원천세:4.82 미수입금:46.45 미수배당금:137.94 미지급금:-127.37

4. 자산보유 및 운용현황 (기준일:2007.01.17)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하이닉스반도체 6,148 205.98 210.57 4.59 1
삼성화재 489 71.57 75.55 3.98 0.3
CJ 1,859 185.32 196.12 10.81 0.9
LG상사 2,376 50.95 45.98 -4.98 0.2
제일모직 5,876 192.66 227.99 35.33 1
세아베스틸 5,980 98.23 101.66 3.43 0.5
대한전선 4,262 90.88 92.70 1.82 0.4
현대해상 12,876 136.57 150.65 14.08 0.7
케이씨씨 388 82.28 104.76 22.48 0.5
SK 1,865 114.76 129.62 14.85 0.6
현대자동차1우 4,460 180.41 164.80 -15.61 0.7
POSCO 889 198.84 266.70 67.86 1.2
풍산 5,470 104.53 109.13 4.60 0.5
삼성전자 915 554.74 550.83 -3.91 2.5
우리투자증권1우 16,038 205.42 197.27 -8.16 0.9
전북은행 7,320 53.80 66.69 12.88 0.3
한일건설 2,130 33.44 31.52 -1.91 0.1
현대중공업 1,272 102.60 171.08 68.49 0.8
SKC 6,370 127.37 127.40 0.03 0.6
LG석유화학 5,430 128.09 149.87 21.78 0.7
동양기전 10,281 41.21 37.94 -3.27 0.2
한솔케미칼 12,190 102.42 94.84 -7.58 0.4
한국전력공사 6,569 238.75 277.54 38.79 1.3
삼성증권 2,709 129.79 128.41 -1.38 0.6
환인제약 3,650 51.86 60.96 9.09 0.3
SK텔레콤 1,293 257.68 273.47 15.79 1.2
현대엘리베이터 953 72.98 61.37 -11.61 0.3
한라공조 5,574 55.88 62.71 6.83 0.3
와이지-원 37,639 106.90 98.61 -8.29 0.5
다우기술 16,560 100.23 107.14 6.92 0.5
기업은행 13,359 206.71 228.44 21.73 1
KT 6,721 286.15 310.85 24.70 1.4
SBS 297 12.10 13.96 1.86 0.1
G2R 7,920 121.58 102.17 -19.41 0.5
인탑스 6,110 167.48 154.89 -12.59 0.7
코메론 27,855 103.99 93.31 -10.6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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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7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 주식 (단위:주,백만원,%)

종 목 명 보유수량 취득가액 평가액 평가손익 비율
에스에프에이 9,065 256.29 253.82 -2.47 1.2
국민은행 2,106 167.56 157.53 -10.03 0.7
LG전자1우 6,279 233.73 192.45 -41.28 0.9
듀오백코리아 16,243 184.21 178.67 -5.53 0.8
동양이엔피 14,713 146.27 124.62 -21.65 0.6
에이치앤티 17,585 103.56 136.46 32.90 0.6
LG패션 1,790 38.31 35.80 -2.51 0.2
전북은행배당(보) 412 2.06 3.75 1.69 0
테크노세미켐배당(보) 111 0.06 2.34 2.29 0
* 비율은 전체자산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임.

- 채권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율
통안42-71-364-2 500.00 487.09 2006.08.02 2007.08.01 2.2
통안41-727-2-13 500.00 498.17 2005.07.13 2007.07.13 2.3
통안41-735-2-14 320.00 320.34 2005.09.14 2007.09.14 1.5
통안41-749-2-14 1,000.00 1,005.35 2005.12.14 2007.12.14 4.5
통안41-703-2-19 1,700.00 1,715.55 2005.01.19 2007.01.19 7.8
통안41-711-2-23 670.00 670.92 2005.03.23 2007.03.23 3
통안41-745-2-23 2,000.00 2,017.20 2005.11.23 2007.11.23 9.1
통안42-2-546-13 1,000.00 976.67 2006.01.13 2007.07.13 4.4
통안42-14-546-12 1,200.00 1,153.63 2006.05.12 2007.11.09 5.2
통안42-12-546-17 500.00 484.24 2006.03.17 2007.09.14 2.2
통안42-43-364-24 1,000.00 983.52 2006.05.24 2007.05.23 4.4
기업은행(신)0610할 500.00 482.44 2006.10.09 2007.10.09 AAA 2.2
SC제일은행06-02이 2,000.00 2,017.94 2006.02.06 2007.08.06 AAA 9.1
* 비율은 전체자산중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임.

- 장내파생상품 (단위:계약,백만원)

종  목  명 매수(도)구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위탁증거금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단위:계약,백만원)

종  목  명 매수(도)구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비    고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 부동산(임대) (단위:계약,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부동산(자금대여 및 차입)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실물자산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예금일자 예금액 예금이자 상환일 비율
정기예금/우체국 2006.07.20 1,800.00 45.59 2007.07.20 8.3
정기예금/우리은행 2006.12.05 250.00 1.46 2007.06.05 1.1
콜론/증권금융 2007.01.17 47.58 0.01 2007.01.18 0.2
예금(4.04%) 2007.01.01 0.82 0.08 2007.01.31  
* 비율은 전체자산중 당해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임.

- 기타자산 (단위:백만원,%)

종 목 명 액면 평가액 이표 발행일 상환일 비율
증금어음 900.00 900.12 4.7000 2007.01.17 2007.01.18 4.1
* 비율은 전체자산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 특별자산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 유가증권대여 및 차입 (단위:백만원,%)

   해당사항 없음



aitas@ora8i:rd_sics053.mrd 2007.02.09 11:00:18구애경 Page 3 of 6 코리아밸류혼합 (2007.01.17)

2007년  1월 17일기준 자 산 운 용 보 고 서 신영투자신탁운용(주)

5.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단위:백만원,주)

매  수 매  도 매매회전율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49,938 3,027.91 178,586 3,452.78 52.81

6. 운용의 개요 및 손익현황

[주식부문]

* 운용경과
지난 3개월간 펀드는 가치주와 배당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양호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설정 이후 1년 6개월을 경
과하고 있는 현재, 펀드의 누적수익률은 10.7%이며 연률로는 7.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펀드의 목적에 대체
로 부합하는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 편입비는 큰 변화 없이 27~28% 정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작년 10월까지는 포트폴리오 종목 개비 작업으로
인해 종목수가 늘어났었습니다만 10월에서 11월까지는 매도할 종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여름부터
의 포트폴리오 정비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동안 매도하여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 종목들은 LIG손해보험, 부산은행, LS전선, KT&G, LG필립스LCD, 테크노
세미켐, 신한지주, GS홀딩스, 하나금융지주 등입니다. 이로써 펀드의 투자 종목 수는 현재 43개 종목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삼성화재, 한일건설 등, 2종목이었습니다. 기간 중 주요 매수종목은 듀오백
코리아, 에스에프에이, 제일모직 등이었으며, 주요 매도종목은 GS홀딩스, 신한지주, LS전선, 부산은행 등이었습
니다. 

삼성화재는 LIG손해보험을 매도하고 대신 매수한 종목입니다. LIG손해보험은 2위권 손해보험사로서 2년 전에는
삼성화재 대비 절반 이하의 평가 밖에 받지 못하다가 자산 규모가 증가하여 투자자산 수익이 안정화고 2위권 손
해보험사들의 주가가 재평가되면서 이후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저평가 영역은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상대적으로 시장 1위인 삼성화재의 장기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여 종목을 교체하였습니다. 한일
건설은 중소형 건설사로서 안정적인 SOC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주가 수준은
대형 건설사 대비 절반 이하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배당수익률도 3% 정도 기대되어 장기적인 투자메리트가 높다
고 판단되어 신규 매수하였습니다. 한편 전체적으로 은행주들의 비중은 축소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 차원의 지속적인 대출 규제 강화, 경제의 안정성장기 진입으로 과거에 비해 은행의 대출 성장은 한단계 낮
아질 것이라는 점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를 매도하고 부산은행의 비중을
축소하고 정부지분 매각 부담으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행의 비중을 소폭 높였습니다. 

투자종목들 중에서 연말 배당을 포함하여 지난 3개월간 가장 크게 펀드의 수익에 가장 크게 기여한 종목들은 한
국전력, 테크노세미켐, KT, POSCO, 에이치앤티 등이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보유비중이 높은 상위 종목들이면
서도 연말, 연초까지 계속 강세를 보여 펀드에 기여가 컸었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우선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동양이엔피, 인탑스 등은 저조한 성과를 보인 종목들이었습니다. 보유비중을 감안하지 않은 수익률 측
면에서는 테크노세미켐, 에이치앤티, LG석유화학, SIMPAC, POSCO 순으로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우
선주는 수익률에서도 저조하여 지난 3개월간 투자종목들 중에서는 최악의 종목이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원
화강세로 인한 실적 악화,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좋지 않은 상황이 겹쳤었습니
다. 나아가 상대적으로 엔화 대비 원화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가격에서도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애초에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환율과 관련한 위험요인
들과 경쟁력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했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자동차의 투자판단에 대해 다시 재고하
도록 하겠습니다. IT종목 중에서도 테크노세미켐, 에이치앤티는 최고의 성과를 보인 종목 중에 든 반면 삼성전
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여타 IT종목은 대부분 환율의 영향과 IT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성과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종목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 향후운용계획
연초의 펀드의 기본적인 전략은 종목별로 배당락 이후 약세를 보이는 배당주와 업종 우량주들을 선별적으로 추
가 매수하여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2월달 정도 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포
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업종별로는 1분기에 업황이 저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IT업종, 그리고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내수우량주군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볼 계획입니다. 다만 IT업종은
변동성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영업의 안정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조심스
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매수 결정은 충분히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현
대자동차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조사를 하여 투자비중 조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부문]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가 채권시장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며 경기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
은 줄어들고 오히려 부동산 불안 지속 시 가격 제어를 위한 금리 인상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고, 최근
과잉 유동성 흡수를 위해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상함에 따라 시장금리는 단기물 위주의 약세가 지속되며 약세장
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오면서 일부 단기물 수급이 개선되며 연말 과매도 국면이 해
소되며 소폭 강해지기도 하였으나, 단기적 강세 이후 채권시장은 통화당국의 지속적인 유동성 축소 노력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이 악재로 재차 부각하며 강세시도가 제한되고 약세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부 유동
성 축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 분위기도 주춤함에 따라 통화 당국의 정책 스탠스도 점차 완화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으나 아직은 예단하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개선되는 모습의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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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국내 경기지표 또한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뒷바침하며 금리 하단을 높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채권시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기 흐름 지속과 안정된 물가, 양호한 채권수급상황 등으로 인해 변동성 크지
않은 완만한 금리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최근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버블 논쟁은
과잉 유동성 논란과 함께 통화정책상의 부담으로 작용하며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로 여겨집니다. 시장
금리 흐름은 부동산 문제로 인한 통화정책 부담으로 당분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소멸됨에 따라 강세시도는 제한
되고, 정책금리와 거리를 두는 조정과정 속에서 경기 회복세의 추이를 반영하며 적정 스프레드 수준을 탐색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본적인 채권부문 운용전략은 단기적인 금리예측에 따른 공격적인 딜링 보다는 국고채, 통안채, 우량은행채
중심의 안전자산 종목들을 편입대상으로 제한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수익
확보를 위해 시장 변동성의 오버슈팅 국면을 활용하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단기 딜링 및 섹터별, 만기별 저
평가 채권을 적극 발굴하여 교체 투자하는 전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채권 편입비는 주식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탁자산 대비 50% 내외 수준을 유지할 계
획입니다. 채권, 주식 이외의 현금 자산 부문도 아이들 머니 최소화에 주력하며 고수익 자산으로의 지속적인 교
체 작업을 할 것입니다. 현재 채권자산의 듀레이션은 연말 약세장 분위기 속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적극적
인 운용보다는 비교적 보수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단기물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공격적인 운용은 자제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 조정 시점을 활용한 듀레이션 확대 전략을 통해 자산 편입 수익률 제고에 주
력할 계획입니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 개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평가손익 처분손익

기타손익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주식 채권 장내파생 장외파생

전 기 228.2 7.8   -38.7 -2.8   227.3

당 기 256.7 -17.4   229.8 -6.3   573.3

* 기타손익 : 채권상환손익, 현금/수익증권 매매(상환)손익, 수입이자, 배당금등.

-. 기간별 운용성과 (단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일이후

수익률 0.02 2.08 4.04 2.34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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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기준가격 벤치마크기준가격

-.수정기준가격 대비 벤치마크 기준가격

벤치마크구성비 -> KOSPI지수,국채 1년금리,CD금리(91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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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별 수익률

  위 도표는 펀드 매입시점부터 현재시점(보고서 작성기준일)까지 펀드를 보유했을 경우의 수익률 추이를 도표화
한 자료입니다. 거치식 기준으로 수익률만을 표시한 것으로 시점을 달리하여 불입한 경우(적립식 포함)의 수익률
을 아시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하신 판매회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전  기 29.7 69.4 2.0  

당  기 27.3 63.7 1.8  

-. 총보수ㆍ비용비율 (단위:%,연환산)

구  분 전   기 당   기

총보수ㆍ비용비율 1.67 1.68

7. 운용전문인력현황

성 명 연령 주요경력 및 현재 근무부서 협회등록번호

허남권 44
신영증권 영업 및 상품운용(7년4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10년6개월)
現)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장

99010120004

김종희 38
신영증권 채권부(3년9개월)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7년3개월)

00010120010

김대환 36
신영투신 투자전략팀(5년)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2년7개월)

01010120017

김영준 35
LG투자증권 주식영업(6개월)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7년5개월)

00010120013

원주영 33
신영투신 운용지원팀(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6년10개월)

00010120012

박인희 31
Megadeal M&A (1년)
KB자산운용 주식운용팀(5년9개월)
신영투신 주식운용본부(9개월)

06010120030

김현희 29 신영투신 채권운용본부(2년2개월) 06010120029

고도희 25 신영투신 투자분석(1년1개월) 06010120033

8. 중개회사별 거래금액.수수료 및 그 비중

-.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1월 12월 01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교보증권    126.57 0.25 5.38    
굿모닝신한증권 213.70 0.43 9.22       
한국투자증권 78.78 0.04 3.40 46.08 0.09 1.96    
대우증권 14.66 0.03 0.63 21.23 0.04 0.90 185.28 0.19 10.24
신영증권 523.41 0.99 22.58 934.01 1.29 39.71 714.18 0.82 39.45
한양증권 557.72 1.12 24.06 670.36 1.23 28.50    
우리투자증권 11.55 0.02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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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1월 12월 01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부국증권 8.59 0.02 0.37       
현대증권 63.91 0.13 2.76 28.82 0.06 1.23    
한화증권 74.09 0.15 3.20 3.91 0.01 0.17 259.29 0.38 14.32
신흥증권 5.35 0.01 0.23       
유화증권 21.91 0.04 0.94 133.60 0.27 5.68    
SK증권 15.49 0.03 0.67       
브릿지증권       7.99 0.02 0.44
삼성증권 121.17 0.24 5.23       
동부증권 27.43 0.05 1.18       
한누리투자증권 5.66 0.01 0.24    91.31 0.18 5.04
CSFB증권    103.42 0.26 4.40    
골드만삭스증권 26.63 0.07 1.15       
키움닷컴증권       536.28 0.51 29.62
노무라증권       15.95 0.03 0.88
푸르덴셜투자증권 369.78 0.72 15.95 177.57 0.36 7.55    
대한투자증권 66.22 0.13 2.86       
이트레이드증권    90.81 0.05 3.86    
흥국증권 112.22 0.22 4.84 15.77 0.03 0.67    

합  계 2,318.25 4.45 100.00 2,352.15 3.93 100.00 1,810.29 2.13 100.00

-. 주식외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1월 12월 01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한국투자증권 5,409.71  54.24 2,453.69  33.04    
부국증권 479.30 4.81       
한화증권    3,971.00 53.47    
NH투자증권 481.05 4.82       
KIDB채권중개 3,604.35  36.14 1,001.60  13.49    

합  계 9,974.41  100.00 7,426.29  100.00    

-. 장내파생 투자증권 거래 (단위:백만원)

구  분
11월 12월 01월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거래금액 수수료 비중
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

9.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금액
성명(상호) 관계
국민은행 관계수탁사 매매거래 주식 97
신영증권 최대주주 위탁거래 주식 2,172

10.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의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회  사  명 주총일자 보유주수 의     안
의결권 행사내용(주식수) 불행사의

경우사유찬성 반대 불행사 중립
대한전선 2006.11.28 7,352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7,352    

11. 공지사항

     

-. 기타 공시는 당사 홈페이지 www.syfund.co.kr (한글주소 : 신영투신) 를 참조하십시오.

  이 보고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인 신영투자신탁운용(주)가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해 간접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보고서는 신영투자신탁운용에서 작성한 것으로 펀드의 판매나 권유를 
위해서 제작된 것은 아니며, 이 펀드의 가입을 위해서는 약관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투자상품은 은행예금과는 전혀 다른 
금융상품입니다.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투자상품
은 대한민국 정부나 금융상품 보험기관의 보험대상이 아니며,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가지고 있고 투자원금의 손실을 가지고 올 수도 있
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이 앞으로의 수익률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수익률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
운용보고서로 상품의 판매나 권유가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혹은 판매나 권유를 할 수 없는 자에게 정보의 제공이나 판매 혹은 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