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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검측모듈의 신뢰성 검증 시험 연구

A Study of Inspection Module for Verifying Reliability on Railway Vehicle  

나 경 민*,** ․ 박 영*,**, ․ 권 삼 영** 

(Kyung-min Na ․ Young Park ․ Sam-young Kwon)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arcing measurement module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The module assesses the collected current performance using a computer system. The module is required to assess 

environmental impact resulting from electromagnetic waves, shock and temperature change during train operation. The test 

includes testing EMI/EMC, vibration, shock and temperature cycling for interface between trains and the arcing measurement 

module. The module test items were determined in 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suggested by 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and Europaische Norm (EN). This study describes the method of test, test equipment 

operation and how to choose relevant performance standards. The analysis and test results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for 

the module based on computer system are describ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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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기철도의 속도향상과 영업거리 증가에 따라 안전성 모니터

링을 위한 궤도, 차량, 신호, 통신, 전차선로 등 다양한 검측 시스

템이 개발되고 있다[1]. 특히 고속철도차량에 설치되어 실시간으

로 궤도와 전차선간의 상호운행 특성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은 

빠른 응답속도와 복잡한 구조로 PC 기반의 검측 시스템이 활용

되고 있다[2]. 또한 이미지 처리기술의 발달과 카메라의 성능향

상에 따라 영상 처리기반의 다양한 검측 장치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3]. 영상처리를 위한 PC 기반의 검측시스템은 별도의 전원

공급이 필요하며 검측시스템 자체가 차량의 다양한 운영 시스템

에 영향을 줄 수 있다[4]. 특히 철도차량의 진동과 운행환경인 

온도 변화에 따라 오작동이 없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모니터링 

해야한다[5]. 철도시스템의 선로 조건, 급가속 및 급제동 등에 따

라 복잡한 형태의 진동과 충격이 발생되고 이때 철도차량의 속도 

증가에 따라 진동과 충격은 증가되며 차량에 부착된 장치의 오작

동을 일으킬 수 있다[6,7]. 또한 300 km/h 이상의 차량의 속도 

증가는 전차선과 팬터그래프간의 이선아크로부터 주변에 전자파 

장해가 발생되므로 PC기반 검측시스템에 영항을 줄 수 있다[8]. 

철도차량의 운행 중 철도시설물과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차

량 제작 중에 검측 모듈의 필요성과 수요가 발생되고 있어 열차

의 부품수준의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다[9].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철도차량 검측모듈이 고속 상업운행 차량에서 운행 환경

에 관계없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 획득을 위한 검증 시험조건에 

대해 나타내었다. 검증시험은 차상의 지붕과 실내에 설치되는 아

크검측장치를 이용하여 신뢰성 판단시험을 수행하였다. 팬터그래

프와 전차선 아크검측장치는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동시에 모니

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영상처리 기반기술이 복합되어 있어 

철도차량의 검측모듈 신뢰성 시험에 적합하다.

2. 본  론

2.1 검측모듈의 신뢰성 향상 방안

철도차량의 각 부품은 상업운행 전 성능시험이 수행되며 이를 

위해 궤도, 신호, 집전 등 PC 기반 검측모듈이 사용되어진다. 이

러한 검측모듈은 철도차량에 설치되어지며 차량운행환경으로부터 

전자파, 진동, 충격, 온도 변화에 따른 오작동, 파손, 과열 등 물리

적인 현상으로 시험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측장

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진동, 충격 등 환경성능 검증이 필요

하다. PC기반 검측모듈 관련 환경 신뢰성 시험은 철도차량 관련 

규격인 EN 50121-3-2, IEC 61373에 따라 전자파(EMC/EMI), 진

동(Vibration), 충격(Shock) 시험이 있고, 철도 전자기기는 산업용 

소자 온도범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설치위치, 사계절의 온도, 시설 

등 관련 환경들을 고려한 온도 주기(Temperature Cycle)시험이 

있다[10,11].

그림 1(a)에서와 같이 아크검측 모듈은 그림 1(b)의 철도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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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크검측장치의 구성

 

(b) 아크검측 상부모듈 사진

  

(c) 아크검측 실내모듈 사진

그림 1 아크검측장치 사진

Fig 1 The picture of arcing measurement system 

차량 상부에 위치한 팬터그래프와 전차선의 아크발생을 검출하는 

검출모듈과 그림 1(c)의 차량내부에서 아크검출 발생정보를 모니

터링 하는 검측모듈로 각각 나타내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아크 모니터링 장치는 차상모니터링장치

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에 보고된 아크 검출 장치에 온도, 

EMI/EMC 및 진동 성능 향상을 위해 차량 상부검측모듈과 차내 

모니터링모듈로 각각 구분하였다. 그림 1(b)에 나타낸 상부검측모

듈은 기존 고정 장치와의 장치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검출기

의 형상에 따라 지그를 제작하여 구성하였다. 특히 전자파 

(EMI/EMC)시험을 위해서 EMI/EMC 필터를 지그내부에 고정하

여 성능을 향상시켰다. 표 1에 EMI/EMC 필터의 감쇄 특성을 나

타냈으며, 전원 (입력)과 신호 (출력)단자의 각 주파수별 감쇄량

을 나타내었다. 표 1에서와 같이 전원 및 신호 단자의 최대 감쇄

량은 0.5 MHz의 주파수에서 65 dB, 64 dB이며, 신호 단자에서는 

0.1 MHz에서 감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1(c)에 아크검측 실내모듈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아크검

측 실내모듈은 실시간으로 이선율(%)을 식 (1)과 같이 계산하기 

위해 차량상부의 아크검측모듈에서 아크의 크기 및 시간정보를 

DAQ 보드를 이용하여 100k samples/sec로 전달받아 계산되며, 

이때 차량의 속도와 전류정보를 TCMS (Train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로부터 전달 받도록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접이식 19 inch 모니터 

(1920 × 1080)와 산업용 PC를 사용하였다. 또한 차량내의 무정전

에 대비하여 2 kVA의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를 이

용하여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차

내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획득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정보

를 모니터링하며 열차의 속도가 300 km/h 이상이고 고용량의 동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10 Tb 이상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현

재 철도시스템에 사용되는 검측 모듈은 빠른 정보처리와 실시간 

검측을 위해 Windows기반의 intel 칩셋의 PC를 적용하여 1개 

이상의 고용량 비디오를 획득하게 되므로 고용량의 저장장치를 

사용한다. 특히 최근 GigE 방식으로 아크 정보를 획득하게 되므

로 PC기반의 검측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total
arc

×   (1)

철도차량은 터널, 개활지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운행되고 특

히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온도변화가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아크검측 상부모듈의 온도 성능은 –40℃~85℃에서 습도 85 ℃

에서 85 % 이하로 설계하였다. 차내샤시모듈은 열차 내부에 설치

되어야 하므로 열차의 진동에도 연결부 등이 견고하게 견딜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온도조건 충족을 위해 알루미늄 

구조는 랙 마운트의 3U 규격에 따라 지그를 제작하였으며, 크기

는 조건 충족을 위한 PCB 회로가 장착된 새로운 하우징으로 대

체하여 성능 시험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EMI/EMC 필터 감쇄특성

Table 1 Attenuation of EMI/EMC filter 

Freq. (MHz)
Attenuation Spec. (dB)

POWER SIGNAL

0.01 - -

0.05 10 -

0.1 39 -

0.5 65 64

1 54 52

5 45 46

10 39 36

30 3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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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ongitudinal (X-axis)

(b) Transverse (Y-axis)

(c) Vertical (Z-axis)

그림 2 아크 검측 상부 모듈의 진동 및 충격 시험 설치 사진

Fig. 2 The picture of installation of arcing sensor encloser 

according to vibration and shock test

2.2 검측모듈의 신뢰성 시험 방법

본 논문에서는 PC 기반의 검측시스템을 철도차량의 검측 모듈

로 사용될 경우 차량의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고속 열차의 진동에 따라 오작동이 없이 안정적인 결과를 획득하

기 위한 신뢰성 시험을 나타낸 것이다. 신뢰성 시험을 수행하기 

전 EN 55011, EN 61000-4-2∼6, IEC 61373에 따라 각 항목시

험의 시험조건을 확인하여 아크검측장치의 환경성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11-1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크검측 차상모듈

의 경우 전자파 시험은 EN 55011 규격에 따라 방사시험 

(Emission Test)과 내성시험 (Immunity Test)을 수행하였다. 진

동 (Vibration)과 충격 (Shock)시험은 IEC 61373 규격에 따라 수

행하였으며, 관련 규격에 대응되도록 지그를 제작하였다[11]. 온

도 사이클 시험은 국내외 규격과 차량의 온도 특성을 고려한 온

도범위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실내모듈의 경우 규격에 따라 철

도차량 운행의 외부영향이 작으므로 전자파 시험만 수행하였다. 

전자파 시험은 검측모듈과 철도차량의 부품 간의 고주파, 노이

즈 등 상호 간섭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며 시험항목인 방사 시험

은 EN55011에 따라 전도성 장해 (Conducted disturbance)과 복

사성 장해 (Radiated disturbance) 항목으로 나타내었다. 전도성 

장해시험은 검측모듈과 계측장비의 전기적으로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수신 안테나로 들어오는 전도성 고주파 잡음, 불필요한 고

주파 신호, 전도성 결합에 의해 발생되는 장해로 부터 전파되는 

불필요한 전자파 에너지를 전압 및 전류 레벨로 유해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복사성 장해시험은 검측모듈의 복사성 잡음이나 복

사성에 의해 발생되는 불필요한 신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각

각의 시험은 0.15 MHz에서 30 MHz까지는 99 ㏈㎶/m, 93 ㏈㎶

/m, 50 ㏈㎶/m, 57 ㏈㎶/m의 제한 준첨두치(Quasi-peak limits)

를 설정하여 유해성과 불필요한 신호를 판단하였다. 전자파의 내

성시험은 EN61000-4-2에서 6까지의 규격에 따라 정전기방전

(Electrostatic Discharge), 무선주파수자기장 (Radio-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 급속과도 (Fast Transient), 서지

(Surge), 전도성 무선주파수 (Radio-Frequency Continuous 

Conducted) 항목으로 구성된다. 정전기방전 시험은 전위가 다른 

물체가 근접하거나, 직접적으로 접f함에 따라 시험장비와 검측

모듈간의 전하의 이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정전기를 유발하여 정상

적인 동작을 판단하며, 직접과 간접 방전 테스트 전압인 ±6 V를 

인가하였다. 무선주파수자기장 시험은 복사성 장해 시험의 반대

로 방사성 잡음을 안테나 방향과 검측모듈의 접f면을 고려하여 

80 MHz에서 2.5 GHz까지 주파수 범위에서 20 V/m, 10 V/m, 5

V/m를 인가하였다. 급속과도 시험은 반복이 빠른 과도적 노이즈

의 노출에 대비하여 검측모듈의 각 포트의 케이블에 ±2 V의 신

호를 인가하였다. 서지 시험은 스위칭, 낙뢰 현상으로 인한 과전

압에 발생시킬 수 있는 단방향성 서지 (고압 단발 펄스 신호)를 

전원선 및 상호접속선에 ±1 V, ±2 V의 서지를 인가하였다. 전도

성 무선주파수는 10 V의 전도성 잡음을 검측모듈에 인가하였다. 

모든 내성 시험은 완료 후 육안으로 검측모듈의 정상동작을 확인

하였다.

진동과  충격 시험은 차체, 풍속 등 차량운행 환경의 기계적 진

동에 따른 성능 확인을 위해 IEC 61373에 따라 기능 랜덤 시험 

(functional random test), 모의 장기 수명 시험 (simulated 

long-life test)과 충격 시험 (shock test)으로 구성된다. 그림 2에 

나타낸 진동 및 충격 시험의 설치 사진과 같이 상하 (z-axis), 좌우 

(y-axis), 전후 (x-axis) 방향에 대해 수행되며, 시험의 순서는 모

의 장기 수명시험, 충격시험, 기능랜덤 순서로 시험하였다. 철도차

량 상부에 장치가 직접적으로 부착되기 때문에 IEC 61373의 1종 

A등급 (category 1 class A)으로 진동과 충격 시험을 수행하였다. 

기능랜덤 시험은 각 방향마다 10분 이상 5 Hz, 20 Hz의 주파수 대

역에서 0.234 (m/s2)2/Hz, 0.131 (m/s2)2/Hz, 0.532 (m/s2)2/Hz의 

진동값과 150 Hz의 주파수 대역에서 －6 dB/octave의 기울기를 

갖도록 하였다. 모의 장기 수명 시험은 각 방향마다 5시간 동안 

모의 장기 수명 시험과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0.0073 (m/s2)2/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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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1 (m/s2)2/Hz, 0.0166   (m/s2)2/Hz의 진동값, －6 dB/octave

의 기울기를 갖도록 진동 시험을 수행하였다. 충격 시험은 펄스의 

피크치의 위아래 방향 2번을 검측모듈의 각 방향 3번씩 30 m/s2, 

30 m/s2, 50 m/s2의 충격 가속도를 인가하였으며 z 18번의 충격

시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시험들은 시험 전후의 외관 검사 및 기능

시험을 통해 육안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 온도 시험을 위한 아크검측 상부모듈 설치 사진

Fig. 3 The picture of installation of arcing sensor encloser 

for temperature test

표 2 아크검측 상부모듈의 환경 신뢰성 시험 결과

Table 2 Results of environmental performance test of arcing 

sensor encloser

(a) 전자파 방사 시험 (EMI) 결과

Test Item
Freq.

[MHz]

Limit 
QP 

[ /m]

Result 
QP 

[ /m]
Phase

Conducted 

Disturbance

0.37050 99.0 53.8

N

1.59050 93.0 44.0

6.25371 93.0 63.8

9.13979 93.0 62.6

11.78726 93.0 62.3

0.37050 99.0 53.1

L1

1.58703 93.0 36.7

6.25371 93.0 63.1

9.13979 93.0 61.0

11.78611 93.0 61.4

Radiated 

Disturbance

39.458 50.0 38.5

Horizontal81.895 50.0 27.0

132.576 50.0 23.5

38.245 50.0 44.2

Vertical

39.821 50.0 44.4

41.276 50.0 46.6

50.734 50.0 39.1

51.219 50.0 39.5

52.310 50.0 38.6

53.523 50.0 38.1

55.584 50.0 39.0

57.403 50.0 42.2

60.434 50.0 35.4

(b) 전자파 내성 시험 (EMC) 결과

Test Item Contents

Electrostatic

Discharge Position
Kind of 

discharge

Indirect
Horizontal Coupling Plane

Contact

Vertical Coupling Plane

Direct

Enclosure

Connector

Screw

LAN Connector Air

Radio 

Frequency 

Electro

magnetic 

Filed

Freq.
Test 
Level 

ANT 
Polarization

Position

80~1000 

MHz
20 V/m

Horizontal
Front/ 

Rear/

Right/ 

Left

Vertical

1.4~2.1 

GHz
10 V/m

Horizontal

Vertical

2.1~2.5 

GHz
5 V/m

Horizontal

Vertical

Fast 
Transient

Line Test Level 

N-L1-PE

±2 kVLAN

I.O 1 / I.O 2

Surge

Line Test Level 

N-L1 ±1 kV

N-PE
±2 kV

L1-PE

Radio-

Frequency 

Continuous 

Conducted

Line Test Level 

Power Cord(M3)

10 VLAN

I.O 1 / I.O 2 

(c) 진동 및 충격 시험 결과

Test Item Contents

Simulated Long Life 

Position
Freq.

(Hz)
(m/s2)2/Hz

X-axis

5 0.222

20 0.222

150 0.006

Y-axis

5 0.132

20 0.135

150 0.003

Z-axis

5 0.530

20 0.506

150 0.011

Functional Random 

X-axis

5 0.007253

20 0.007296

150 0.000113

Y-axis

5 0.003942

20 0.003847

150 0.000149

Z-axis

5 0.01510

20 0.01666

150 0.00039

Shock 

Position Acceleration (m/s2)

X-axis
+49.20

-49.60

Y-axis
+29.80

-29.30 

Z-axis
+29.62 

-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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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온도 사이클 시험 결과

Temperature profile

표 3 아크검측 실내모듈의 전자파 시험 결과

Table 3 Results of EMI/EMC test of arcing analysis controller

(a) 전자파 방사 (EMI) 시험 결과

Test Item
Freq.

[MHz]

Limit 
QP 

[ /m]

Result 
QP 

[ /m]
Phase

Conducted 

Disturbance

0.25062 99.0 51.1

N

0.28013 99.0 59.1

3.60713 93.0 55.3

6.73358 93.0 57.3

9.62111 93.0 58.7

9.86118 93.0 58.9

0.25060 99.0 50.8

L1

0.27953 99.0 58.6

3.60800 93.0 56.6

6.73474 93.0 57.6

9.62053 93.0 58.7

9.86147 93.0 58.8

Radiated 

Disturbance

68.072 50.0 35.67

Horizontal

86.623 50.0 35.76

89.169 50.0 35.54

91.837 50.0 36.79

225.814 50.0 40.41

228.360 50.0 34.11

93.837 50.0 42.79

Vertical94.504 50.0 39.04

228.360 50.0 42.01

(b) 전자파 내성(EMC) 시험 결과

Test Item Contents

Electrostatic

Discharge Position
Kind of 

discharge

Indirect
Vertical 

Coupling Plane

Contact

Direct

Screw

LAN Connector

Metal Connector

Monitor

Keyboard

AirVideo Connectors

LCD

Radio 
Frequency 

Electro
magnetic 

Filed

Freq.
Test 
Level 

ANT 
Polarization

Position

80 1000 
MHz

20 
V/m

Horizontal

Front/
Rear/
Right/
Left

Vertical

1.4 2.1 
GHz

10
 V/m

Horizontal

Vertical

2.1 2.5 
GHz

5 
V/m

Horizontal

Vertical

Fast Transient

Line Test Level 

N

±2 kV

L1

PE

N-L1

N-PE

L1-PE

N-L1-PE

LAN

I/O 1

I/O 2

Surge

Line Test Level 

N-L1 ±1 kV

N-PE
±2 kV

L1-PE

Radio-
Frequency 
Continuous 
Conducted

Line Test Level 

Power Cord(M3)

10 V
LAN

I/O 1

I/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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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사이클(Temperature Cycle) 시험은 운행환경에 따른 검

측모듈의 특성변화 확인을 위한 것이며 Power Supply와 DAQ 장

비인 PC (AC 220V)를 외부에 설치하여 아크센서와 UV램프 (AC 

220V)를 챔버 안에 고정하였다. 여기서, UV 램프와 센서 수광부

와의 간격을 10 cm 이내로 설치하였다. 아크센서와 PC 케이블 연

결 후 PC와 센서를 동작시키고 UV 램프에서 나오는 값을 확인 

후 10분 간격으로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3에서와 같

이 상부모듈을 설치 후 온도 시험 조건인 －40℃에서 + 85℃까

지 20 Cycle 연속 동작 후 정상 동작 시험을 수행하였다.

2.3 환경 신뢰성 시험 결과 

아크검측 상부모듈의 시험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으며, 전자파 

방사 시험항목인 전도성 장해 (Conducted Disturbance)와 복사

성 장해 (Radiated Disturbance)는 표 2(a)와 같이 각 항목의 최

대 준첨두치 (Quasi-peak)는 약 63.8 ㏈㎶/m, 약 46.6 ㏈㎶/m이

며 각각의 상 (Phase)에서 주파수가 높을수록 준첨두치가 증가하

였다. 내성시험은 표 2(b)와 같이 정전기 방전, 무선주파수자기장, 

급속과도, 서지, 전도성 무선주파수 시험들의 각 위치별 방전, 주

파수와 안테나 방향의 따른 자계, 시험 조건에 따른 전압 인가를 

통해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시험 전과 후의 정상동작을 확인하였

다. 표 2(c)는 진동시험인 모의수명과 기능랜덤 시험의 주파수대

역별 출력 진동값, 충격 시험의 출력가속도를 나타내었으며 시험

조건에 만족하였다. 온도 시험은 표 6(d)와 같이 20 cycle 운행 

기록을 나타내었으며, 시험 전과 후의 아크센서, 비디오 및 조명

의 육안과 기능점검을 통해 동작을 확인하였다. 아크검측 실내모

듈의 전자파 방사시험 항목인 전도성 장해와 복사성 장해는 표 

3(a)와 같이 각 항목의 최대 준첨두치는 약 58.9 ㏈㎶/m, 약 

42.79 ㏈㎶/m이며, 전도성 장해가 복사성 장해보다 높은 준첨두

치를 나타내었다. 전자파 내성시험은 표 3(b)과 같이 상부모듈과 

같은 시험조건으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시험 전과 후의 정상동

작을 확인하였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신규 철도차량과 전차선로 건설 후 상업운행 

이전에 성능시험의 본선 시운전 항목인 집전성능 검증을 위해 

PC 기반인 아크 검측 장치가 철도운행 환경에 어떠한 영향이 있

는지를 철도차량 관련 규격인 EN 50121-3-2, IEC 61373, 철도 

전자기기의 온도범위에 따라 전자파, 진동, 충격, 온도 사이클 시

험을 수행하였다. 아크검측 상부와 실내모듈의 전자파 방사 시험

항목인 전도성 장해, 복사성 장해의 시험결과는 모든 주파수 대역

의 평균 준첨두치가 약 50.8 ㏈㎶/m, 약 38.16 ㏈㎶/m, 약 

56.79 ㏈㎶/m, 약 38.01 ㏈㎶/m이므로 관련규격인 EN 55011의 

제한 준첨두치에 모두 만족하였다. 상부모듈의 진동과 충격의 시

험결과인 각 항목별 출력 진동값과 가속도는 관련규격인 IEC 

61373의 시험조건에 만족하였으며 외관 및 정상동작을 확인하였

다. 특히 150 MHz의 기울기 조건인 －6 dB/octave를 확인을 위

해 모의수명시험의 전후(X-axis)에서 20 MHz의 진동값인 약 

0.222 (m/s2)2/Hz에 주파수를 2배씩 증가시키면서 0.50118(-6 

dB)를 곱하여 160 MHz에서 0.03 (m/s2)2/Hz의 결과를 확인하였

으며 150 MHz 대역의 0.06 (m/s2)2/Hz 보다 작으므로 시험조건

의 기울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온도 주기 시험결과는 철도차

량에 따른 특정 온도 시험범위는 없었지만 철도차량 구성품의 온

도 시험조건인 －40℃에서 +85℃ 범위의 20 Cycle 조건으로 모

듈의 외관과 성능을 확인하였다. 아크검측장치는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PC기반 시스템이므로 본 논

문에서 제안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향후 철도차량과 검측장치간의 

환경 성능 신뢰성 시험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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