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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Recently, metal cases are widely used in smart phones for their luxurious color and texture. However, when a metal

case is used, electric shock may occur during charging. Chip capacitors of various values are used to prevent the electric shock.

However, chip capacitors are vulnerable to electrostatic discharge(ESD) generated by the human body, which often causes

insulation breakdown during use. This breakdown can be eliminated with a high-voltage chip varistor over 340V, but when

the varistor voltage is high, the capacitance is limited to about 2pF. If a chip capacitor with a high dielectric constant and a

chip varistor with a high voltage can be combined, it is possible to obtain a new device capable of coping with electric shock

and ESD with various capacitive values. Usually, varistors and capacitors differ in composition, which causes different shrinkage

during co-firing, and therefore camber, internal crack, delamination and separation may occur after sintering. In addition, varistor

characteristics may not be realized due to the diffusion of unwanted elements into the varistor during firing. Various elements

are added to control shrinkage. In addition, a buffer layer is inserted in the middle of the varistor-capacitor junction to prevent

diffusion during firing, thereby developing a co-fired product with desirable characteristics.

Key words co-firing, buffer layer, capacitor, varistor, hetero-junction.

1. 서 론

최근 메탈 재질은 수려한 외관 때문에 많은 제조사가

스마트 폰의 케이스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메탈 케

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충전시 AC전원에 의해 누설전류

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누설전류가 신체

와 접촉하게 되면 찌릿찌릿한 불쾌감을 야기할 뿐 아니

라, 심한 경우는 사용자가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적절한 형태의 커패시터를 이용하면 이 현상

을 방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커패시터는 인간의 몸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에 파괴될 수도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의 다기능화에 따라 통화 기능의

GSM, DCS 외에 멀티미디어 통신을 위한 LTE, 그리고,

부가기능으로써 WiFi, GPS, 블루투스등 다양한 안테나

가 채용 되고 있으며, 이러한 안테나 특성을 매칭하기

위하여 다양한 값의 세라믹 커패시터가 사용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커패시터도 마찬가지로 정전기에 유입에 의

해 쉽게 파괴되어 매칭이 깨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감전과 매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ESD 내성을 갖춘 커패시터 소자가 필요하다. 이러

한 소자는 일차적으로 Fig. 1(a)과 같은 구조의 바리스

터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바리스터의 경우 감전을

막기 위하여 바리스터 전압을 340 V까지 올리게 되면 제

한된 유전율로 인하여 2pF 정도의 정전용량 값만을 갖

게 되어 용도가 제한된다. 따라서 Fig. 1(b) 처럼 단일

세라믹 유전체로 만든 커패시터 내부에 gap 방전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을 고안할 수 있으며 이 방법으로 ESD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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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는 다양한 값의 커패시터 소자의 구현이 가능하

다. 그러나 gap 방전 회로는 안정된 방전 특성 구현에

문제가 있어, 민감한 회로의 경우 불안정한 방전 특성

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번

째로 커패시터와 바리스터를 직접 결합하는 Fig. 1(c) 구

조의 소자를 고안할 수 있다. 커패시터와 바리스터의 결

합은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첫번째로 바리스터와 커

패시터를 따로 만들어 접착제로 두 소자를 부착하는 방

법이다. 이 방법으로 우수한 특성을 구현할 수는 있으

나 소자를 각기 따로 제조하여야 하는 점, 접착제를 붙

이면서 여러가지 불량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전체적

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약점을 상쇄하기 위하여 바리스터와 커패

시터를 동시에 소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조성차로 인한

수축률의 차이, 동시 소성시 구성원소의 확산으로 인하

여 바리스터 특성 구현이 어렵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그

러나 커패시터 재료에 적절한 원소를 첨가하여 수축률

을 제어하고 버퍼층을 바리스터와 커패시터 사이에 삽

입하여 소성시 확산을 최소화함으로써 각각의 특성이 이

상적으로 구현된 동시 소성에 의한 단일 소자의 제조가

가능하였다.

2. 실험방법

2.1 접착제를 이용한 바리스터 및 커패시터의 결합

접착제를 이용하여 바리스터와 커패시터를 접합하여 원

칩화 하였다. 바리스터는 기존의 바리스터와 동일한 조

성으로 원하는 바리스터 전압(Vn)값을 구현하기 위해서

는 Fig. 2와 같이 floating 방식의 내부전극을 이용하였

다. floating방식으로 내부전압을 설계하면 유전체층 한층

에 걸리는 전압은 floating 숫자에 따라 1/2, 1/4, 1/6,

1/8으로 줄어드나 정전용량은 1/4, 1/8, 1/12, 1/16 정도

로 줄어 든다. 따라서 정전 용량은 2pF 정도로 한정된

다. 이에 부족한 정전용량 값을 보상해줄 수 있는 커패

시터를 추가적으로 접합해야 하는데, 기존 제품과의 사

이즈는 동일하면서 동등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칩의 사이즈를 길이와 폭은 같지만 두께는 낮

게 제작하였다. 아래의 표는 기존 제품과 접합용 제품

의 크기를 나타낸다.

Table 1과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진 각각의 칩을 에폭

시 접착제를 이용하여 접합하여 감전보호소자를 만들었

다. 접합부의 도포는 서스 메쉬를 이용한 스크린 인쇄

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스크린 선정은 인쇄 면적및 인쇄

레벨링성을 고려하여 325 mesh counter-28um diameter

메쉬를 이용하여 도포하였다.

2.2 동시 소성형

접합제를 이용한 바리스터와 캐패시커의 일체화는 우

수한 특성을 구현할 수 있으나 칩사이즈의 편차, 접착

제의 도포 등에서 여러가지 불량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시 소성형 이종 접합을 개발하여 문제점

을 해결하고자 한다. 커패시터와 바리스터를 동시 소성

에 의해 제작하기 위한 본 실험의 출발물질로 capacitor

는 BaTiO3를 포함하는 세라믹 재질과 소결조제로 선정

하였으며, 바리스터는 ZnO-Pr계 조성을 그대로 사용하

였다.1-10) 동시 소성의 특성상 유사한 소성온도와 수축율

을 가지는 조성을 선정하기 위해 바리스터의 조성은 고

정하고 커패시터 부의 소성온도와 수축율을 맞추기 위해

유전체와 소결조제의 비율을 바꿔가며 설계를 진행하였

다. 선정한 세라믹 조성은 고온용 세라믹 조성으로 소성

온도는 1,150~1,200 oC이며, 바리스터의 소성온도와 유사

하여 동시소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Capacitor의

패턴은 Table 2와 같이 병렬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바리

스터의 경우 높은 항복전압을 구현하고 우수한 ESD 내

성을 갖도록 직병렬 구조로 설계하였다. 선정된 BaTiO3

계 세라믹 조성과 ZnO-Pr계 조성에 대해 tape casting

Fig. 1. Electric shock protector: (a) varistor type, (b) air gap discharge type, (c) Heterojunction type.

Table 1. Varistor and capacitor chip size for adhesive bonding

size (mm) L W T

varistor 1.0 0.5 0.50

varistor for bonding 1.0 0.5 0.24

capacitor for bonding 1.0 0.5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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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각각 39 um, 25 um sheet를 제작하였다. 제작

된 sheet 위에 print screen 공정을 통해 내부전극인

Pd paste를 도포하였다. 설계된 적층조건에 의해 sheet

를 적층 하였으며, 적층 압력은 10 ton/cm2로 진행하였

다. 적층된 sheet는 진공비닐 포장 후 80 oC, 400 kg/

cm2 조건으로 WIP를 진행하였으며, 가로 1.16 mm, 세

로 0.58 mm로 절단하였다. 탈바인더는 280 oC/8 h 진행

후, 1,100 oC/4 h에서 소결하였다. 소결된 시료는 100

Ag paste로 밴드폭 150 um 외부 전극을 형성하여 625
oC/2.5 h 전극 소부 후 특성을 평가하였다. 소성 시 세

라믹의 성분이 바리스터 쪽으로 확산되어 바리스터 특

성이 열화 또는 short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종 접

합면 사이에 버퍼층을 넣었다. 버퍼층의 주 성분은 반

응성이 낮은 ZrO2을 주성분으로 하고, 소성 후의 수축

률을 세라믹과 바리스터에 맞추기 위하여 ZnO계 글라

스를 치환하여 수축율을 일치시켰다. Fig. 2는 바리스

터와 커패시터 층 사이에 버퍼층이 삽입된 시료의 모

식도 이며, tape casting을 통해 sheet 두께는 35 um로

제작하였다.

2.3 특성측정 및 관찰

2.3.1 전기적 특성(capacitance, breakdown voltage) 측정

전기용량인 커패시턴스는 impedance analyzer(E4990A,

KEYSIGHT)를 이용하여 1 MHz에서 측정하였으며, 바리

스터 전압은 source meter(2410, 1,100 V, KEITHLY)를

이용하여 1.0 mA를 인가하여 측정하였다.

2.3.2 유전율 측정

유전율 측정은 impedance analyzer(E4990A, KEYSIGHT)

를 이용하여 1 MHz에서의 커패시턴스를 측정하여 공기

의 유전율을 1로 보고, 시료의 유전율을 계산하는 비유

전율을 구한 것으로 계산식은 (1)과 같다.

Capacitance = ε0 × εr × (S/d) × n (1)

여기서 ε0는 진공의 유전율, εr은 재료의 유전율, S는 전

극 교차 면적, d는 유전체 한층 두께, n은 적층 매수를

나타낸다.

2.3.3 미세구조 관찰

제작된 시료의 미세구조를 관찰하기 위하여 호마이카

Fig. 2. A schematic diagram of a co-fired heterojunction chip.

Table 2. The structure of capacitor and varistor and design of internal electrode pattern.

Division Capacitor Varistor

Material BaTiO3 ceramic Pr doped ZnO-Pr

Sintering temperature 1,150~1,200oC 1,100~1,200oC

Shape

Patter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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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마운팅 후 SiC 연마지(#500, #1000, #2000)

로 순차적으로 연마한 다음 0.05 um의 ZrO2 분말로 최

종 연마하고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 및 건조하였다. 시

료 내부의 결정립 크기, 크랙, 전극두께, 전극간 거리,

성분분석 등을 관찰하기 위해서 연마면을 광학 현미경

(Camscope : EGVM, Eg Tech)과 주사 전자 현미경

(FE SEM : MIRA3LMH, Tescan)으로 미세구조를 관

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접착제를 이용한 바리스터와 커패시터 접합 칩

의 특성

앞에서 기술한 것 처럼 바리스터와 캐패시터를 원칩화

하기 위해 두께를 얇게 따로 만들어 접착제로 붙인 후

Ag 에폭시를 이용하여 외부전극을 형성하고 Ni/Sn 도금

하여 제작한 칩과 기존 바리스터 제품과의 비교 결과는

Fig. 3과 같다. 바리스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I-V curve

와 ESD 파형의 그래프를 나타내었는데, 접합한 바리스

터와 기존 바리스터가 서로 유사한 특성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이는 사이즈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바리스터

제품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인쇄를 통한 접합부 형성 시 발생되는 불량을 Table

3에 나열하였으며, 이는 스크린의 도포 면적, 메쉬 사양,

유제 두께 및 설비 세팅 조건 등을 변경하여 많은 부

분 해결하였으나 완벽한 일체화는 한계가 있다.

3.2 동시 소성형 개발

적층형 바리스터와 적층형 캐패시터를 일체화하기 위

해 미리 시트를 준비하고 각 특성에 맞게 인쇄한 후 수

Fig. 3. I-V and ESD characteristics of common varistor and junction varistor.

Table 3. Defects in forming junctions using epoxy.

Excess 

of 

epoxy

Lack 

of 

epoxy

Pore 

inside

Mis-

al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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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적층기를 이용하여 적층 후, 라미네이션 공정을 통

해 일체화된 그린 칩을 제작하였다. 이후 소성 후 에폭

시 외부전극을 입히고 경화하였다. 각 공정 진행에 따

른 시료의 이미지는 Fig. 4와 같다.

전기적 특성 측정 결과 커패시턴스의 경우 73pF 구현

하였으며, Table 4와 같이 ±5 %의 이내의 산포를 갖는

우수한 특성산포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바리스터 특성의 경우 전극간 거리, 소결온도에 따른

ZnO의 입자 크기에 따라 특성이 결정된다. 설계에 따른

목표 바리스터 특성을 min=340 V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일반 바리스터 단품의 경우 Fig. 5와 같이 좁은 바리스

터 특성산포와 정상적인 I-V Curve가 구현된 반면, 바

리스터와 커패시터를 동시 소성한 시료에서 300 V 이하

의 넓은 바리스터 특성산포와 바리스터 특성의 열화 또

는 Short 수준의 I-V Curve가 확인되었다.

제작된 시료의 외관 및 내부의 미세구조를 Fig. 6과 같

이 관찰하였다. 외관을 분석한 결과 이종접합 면에서 크

랙이 발생되었으며 접합면 바리스터 쪽에서 2차상이 관

찰되었다. 또한 내부 분석결과 이종접합 면과 인접한 바

리스터에서 길이 방향, 캐패시터에서 두께 방향으로 각

각 크랙이 발생되었다.

이종접합 면에서 바리스터 쪽으로 2차 상으로 보이는

Fig. 4. Sample for each process: a) Green chip, b) sintered chip, c) Termination formed Chip.

Table 4. Electrical characteristics(Vn, IL, Cp, IR) of co-fired products

No. P-Vn(V) N-Vn(V) P-IL(μA) N-IL(μA) Cp(pF) IR(MΩ)

1 170.49 172.38 36.165 37.132 73.61 14.20

2 40.57 41.88 105.024 104.988 75.27 1.11

3 245.78 240.55 14.902 14.819 76.35 78.70

4 255.79 258.40 14.581 14.272 72.35 37.77

5 155.77 1590.0 41.576 40.854 74.28 33.46

6 266.04 275.59 18.271 18.067 74.01 262.79

7 205.27 203.71 22.850 24.356 73.55 403.94

8 170.28 178.46 43.125 41.714 72.89 6.87

9 98.54 99.91 1050.0 105.015 74.17 8.34

10 358.95 358.41 5.260 5.208 72.23 435.40

11 135.18 136.73 65.227 63.932 72.97 15.05

12 264.85 269.61 18.593 18.420 72.94 822.41

13 298.1 299.94 11.707 11.951 73.61 40.90

14 308.22 310.9 10.707 10.854 72.36 271.37

15 96.88 97.95 105.008 105.009 75.51 4.95

16 70.38 72.73 1050.0 104.992 74.53 3.84

17 207.51 211.45 24.651 24.312 74.68 792.69

Min 40.57 41.88 5.260 5.210 72.23 1.11

Max 358.95 358.41 105.020 105.020 76.35 822.41

Avg 196.98 199.27 43.980 43.880 73.84 1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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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직이 관찰됨을 통해 소결공정 진행 시 캐패시터의

성분이 바리스터 쪽으로 확산되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종접합 면의 바리스터 조직의 성분분

석 시 Ba 성분이 검출된 Fig. 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세라믹 조성인 BaTiO3에서 소성 시 Ba 성분 확산이

진행되어 2차 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바리스터/ Ba

성분이 확산된 바리스터/ 커패시터 층 사이의 수축율 차

이로 크랙이 발생되고 바리스터 특성이 short 수준으로

낮게 나타남을 예측할 수 있었다.

Fig. 5. I-V and Vn characteristics of conventional varistors and co-fired varistors.

Fig. 6. Observation of micro microstructure: (a) appearance, (b) cross sectional view of capacitor, (c) vari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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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버퍼층 개발

소성 시 세라믹의 성분이 바리스터 쪽으로 확산되어 바

리스터 특성이 열화 또는 short 현상과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이종접합 되는 면 사이에 들어갈 버퍼 층을 개발

하였다. 버퍼층의 주요 역할은 동시소성 시 세라믹의 성

분이 바리스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바리스터 특성

을 구현되게 하며, 2차상 발생을 억제하여 수축율 차이

에 의한 크랙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버퍼층의 주 성분

은 반응성이 낮은 ZrO2을 주성분으로 하고, 소성 후의 수

축율을 세라믹과 바리스터에 맞추기 위하여 ZnO를 치환

하며 수축율을 평가하였다. Fig. 8은 1,100 oC에서 4시간

동안 소결한 (Zr1-x)(Znx)O3(x=5, 20, 30, 50, 90) 조성을

가지는 버퍼층의 직경 수축율 결과이다. ZnO의 치환량이

증가 할수록 수축율의 증가 속도는 감소하였다. 바리스터

와 최종 수축율을 일치시키기 위해 ZnO의 치환량은 10

wt%로 결정하였다. 바리스터와 버퍼층의 수축율을 일치

시키고 동시소성 시 크렉 발생 여부와 바리스터 특성이

구현되는지 확인하였다. Fig. 9은 바리스터와 버퍼층을 그

린 시트 상태로 부착하여 동시 소성된 시료이며, 각각의

수축율이 유사한 수축된 정도를 보이며 크랙은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바리스터 특성은 Fig. 10과 같이 I-V Curve

를 통해 정상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여 (Zr9Zn1)O3조성

을 버퍼층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2.3 버퍼층을 통한 바리스터와 세라믹 동시소성

Fig. 3의 모식도와 같이 바리스터와 세라믹 접합면 사

이에 버퍼층을 넣어 동시 소성 시료를 제작하였다. 버

퍼층의 두께는 35 um로 하였고, 세라믹조성의 경우 Fig.

9와 같이 수축율이 유사한 조성을 적용하였다. 소성은

1,100 oC에서 4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소성 완료된 시

료들에 대해 외관 분석과 내부 단면 분석을 진행하였

다. 버퍼층을 삽입함에 따라 Fig. 11, Fig. 12와 같이 이

종접합 면에서 나타났던 크랙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버퍼층 삽입에 따라 캐패시터부의 Ba 성분이

바리스터 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 효과이며, Fig.

12(b)와 같이 버퍼층과 인접한 바리스터의 미세조직이 균

일하게 관찰됨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3.2.4 접착제를 이용한 칩과 특성 비교

에폭시를 이용해 접합한 시료와 동시소성 시료의 특성

비교를 위해 외부전극 형성 후 Ni-Sn 도금 처리를 하

였다. 전기적 특성은 SMD 후 캐패시턴스, 바리스터 특

성을 측정하였고 ESD 15 kV 100회 인가 후 특성을 재

측정하여 ESD 내성을 확인하였다. 접합형과 동시소성형

의 특성 비교 결과 유사한 바리스터, 캐패시턴스 특성

을 확인할 수 있었고, ESD 내성 또한 유사함을 Table

5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테스트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2개소자의 기

능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6에서 보는 것

Fig. 7. EDS analysis of secondary phase on the varistor side near the interface.

Fig. 8. The shrinkage by ZnO content : (Zr1-x)(Znx)O3 (x=5, 20, 30,

5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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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ample of varistor and buffer layer co-fired.

Fig. 10. Comparison of I-V Curve of chip with varistor chip and varistor and buffer layer simultaneously.

Fig. 11. SEM pictures of (a) width direction and (b) length direction.

Fig. 12. Cross sectional view: (a) co-fired chip, (b) buffer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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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I-V curve는 기존의 바리스터와 거의 유사한 성

능을 가지며, ESD특성 또한 8 kV open waveform과 유

사한 ESD 파형 결과를 얻었다. 주파수 특성은 감전소

자와 거의 동일한 S-parameter의 결과 및 온도 특성을

보이므로 감전소자와 바리스터의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

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5. Characteristic evaluation of bonded type and co-fired type chip.

ESD  Shock Current +15 KV 100 times

Bonded type Co-fired type

Vn [V] Cp [pF] Vn [V] Cp [pF]

NO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1 323.4 313.9 39.18 39.13 328.69 301.20 41.82 40.01

2 355.0 347.2 40.32 40.25 346.24 328.01 41.41 39.71

3 345.2 338.2 39.88 40.05 331.27 309.56 40.09 38.46

4 378.7 362.3 40.13 40.10 330.18 305.30 41.43 39.83

5 352.8 342.8 40.04 40.00 333.43 305.70 40.26 38.68

6 353.6 341.0 38.78 38.77 334.77 310.50 41.63 39.93

7 367.9 353.4 37.93 37.91 334.37 313.04 41.56 40.04

8 355.1 347.9 40.26 40.22 328.11 316.71 40.39 38.75

9 342.0 309.0 38.83 38.80 335.74 323.77 41.79 39.97

10 327.3 320.1 38.64 38.60 335.01 317.78 40.48 38.77

11 385.3 351.8 39.05 39.02 327.36 312.16 41.22 39.76

12 373.3 363.8 39.49 39.44 332.63 314.00 41.14 39.60

13 361.2 350.6 39.88 39.84 333.93 318.11 40.71 39.06

14 364.2 354.0 40.04 40.27 330.28 306.66 39.14 37.67

15 343.3 337.9 40.07 40.03 331.33 316.12 40.48 38.94

16 327.6 316.5 37.77 37.77 330.54 317.70 41.34 39.66

17 328.8 322.0 39.15 39.16 332.26 309.06 41.38 39.75

18 376.5 365.5 40.67 40.69 333.56 312.60 42.16 40.19

19 360.8 352.8 39.15 39.18 335.30 314.90 40.77 39.05

20 335.4 327.8 39.87 39.90 336.04 313.39 41.08 39.38

MIN 323.4 309.0 37.77 37.77 327.36 301.20 39.14 37.67

MAX 385.3 365.5 40.67 40.69 346.24 328.01 42.16 40.19

AVG 352.9 340.9 39.46 39.46 333.05 313.31 41.01 39.36

Table 6. Capacitor and varistor characteristics of Co-fired chip.

I-V Curve Frequenc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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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첫번째로 바리스터와 감전소자를 접합한 제품이 출시

되었고, 기존 제품과 사이즈측면에서 동일하며, 두 소자

의 특성을 동시에 구현한 동시소성 제품을 출시하였다.

해당 제품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접합품 대비 안정적인 구조 및 고 신뢰성을 보이며 양

산에 유리하다.

버퍼층은 이종 칩과 수축율을 맞춰 크랙을 억제하며 이

종 성분의 확산을 억제하여 캐패시터 및 바리스터 특성

을 만족한다.

동시소성 칩은 단말기에서 요구되는 ESD 8kV 특성을

만족하였다.

캐패시터는 RF에서 사용되는 캐패시터와 동일한 특성

을 보이고 있으며 RF 회로에 필요한 안정적인 온도 변

화율을 보이고 있다.

주파수 특성은 감전소자와 거의 동일한 S-parameter의

결과를 보이므로 감전소자와 바리스터의 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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