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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ㆍ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
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
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
으신 경우에는 제휴ㆍ부가서비스 및 신상품ㆍ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
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
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ㆍ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또는 각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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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 화 : 1588-5114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
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는 즉시 가능)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
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
우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o 서 면 : 본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또는 각 영업점
o 전 화 : 1588-5114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ㆍ NICE 신용정보(주)

: ☎ 02-2122-4000

ㆍ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02-3445-5000
ㆍ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6000

인터넷 www.nice.co.kr
인터넷 www.sci.co.kr
인터넷 www.kcb4u.com

3.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ㆍ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02-758-404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ㆍ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702-8500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ㆍ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국번없이) 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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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Ⅱ(2101.12)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계약자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
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
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
니다.
②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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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
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
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
kr)의 「업무자료/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
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③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
니다.
2.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나이에 도달하는 해의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를 말합니다.
3.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
다.
④ 보험료 관련 용어
이 계약의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 및 추
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1.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년,
매6개월, 매3개월 또는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
기와 달리 계약승낙일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납입한도 내
에서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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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연금의 지급)
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계약
이 유효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때까지 적립한 금액을 계약
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나누어 계산된 연금액을 연금
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1
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
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공시이율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제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
라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시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④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
약해당일로 연금지급 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
다.
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본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연금
액은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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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연금을 지급함에 있
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 따
릅니다.
⑦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의 연금
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
함)
3.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⑧ 회사가 제7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
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제1항에 따른 연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정해
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순
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관리비용
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연금저축 공시이
율Ⅴ(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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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
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
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
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
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
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
시합니다.

제5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
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
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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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
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
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
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
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
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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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
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
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
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
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
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
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12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9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
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
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
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
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
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
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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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
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
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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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
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
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
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연금지급개시시기, 연금지급기간
2.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3. 기본보험료
4.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
자로의 계약자 변경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
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
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
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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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
에 대하여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 세액공제.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
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
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
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적
용)(이하「연금계좌 세액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
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
자가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
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
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
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400만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
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연 300만
원으로 함)(이하「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라 합
니다)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합
니다.
③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
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
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
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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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
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 인출 또는 제5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
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 만 55세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
한도액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

(11- 연금수령연차주2))

×1.2

주) 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
세기간 개시일로 함
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
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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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지급기간 >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전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주) 만나이 기준
□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연금저축
계약체결
시기

연금지급 개시시점

50세이후

(가입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이후

최소연금
지급기간

10년이상

9년이상

8년이상

7년이상

6년이상

5년이상

주) 만나이 기준
< 의료비 인출 >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성형수술 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
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료비 연금계좌 >
1명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
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
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
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
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
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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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
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이 질
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
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
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
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
(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
로 봅니다) ×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
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
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⑥ 제5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
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
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
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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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
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⑦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
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
니다.
⑧ 계약승계일이 속한 당해 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
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
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
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
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
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
용합니다.
⑨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
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잔여 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책임
준비금 이내로 합니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비인
출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진되면 연금지급기간 이
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⑩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
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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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나이가 만 55세 이
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 나이를 적용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
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21년 4월 13일
⇒ 2021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32년 6개월 11일 = 33세

제13조 (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
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
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
자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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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이상의 특별계정(2개이상의 특별계정이 있
는 경우 각각을「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이상
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
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4관 보험료의 납입
제15조 (보험료의 납입한도)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
입으로 해지되어 제2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
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
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에 따라 계약승낙일부터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
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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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험료 납입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
(이하「납입유예」라 합니다)를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
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납입유예
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
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합니
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
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됩니
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
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장된 기본보험
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
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
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중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
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
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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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
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
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
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
에게 납입유예기간 종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
자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
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공제
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유
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
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별 계약해당일
2.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 : 매
월 계약해당일

제18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
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제24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
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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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
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
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
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
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
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
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
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
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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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
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
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
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
(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
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
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
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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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
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
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회 사 는 전 자 문 서 가 수 신 되 지 않 은 것 을 확 인
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제2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
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
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
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 후 책임준비금이 제4항의
공제액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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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
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
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
약관리비용(유지관련, 연체·실효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책임준비금에서 공제하며, 적
립이율은 공시이율로 합니다.
1. 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 기본보험료 납입주기
별 계약해당일
2.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 연체·실효기간 중) :
매월 계약해당일
⑤ 제3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
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장된 연금
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
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정의) 제
4호의 저축성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
점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5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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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 취급자)의 연금저축
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
다.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퇴직연금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
사(연금계좌 취급자)의 퇴직연금(다만,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퇴직연금에 한하며, 이하 「개인형퇴직연
금」이라 합니다)으로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계좌이
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
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
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
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⑥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
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3. 압류·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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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
약
나.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
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나.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
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
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이체시 계약자 나이가 만 55세 미만이거나 보험계
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계약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는 경우
7. 제1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승계받은 계약을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
하는 경우
⑦ 계약자가 이미 실효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
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
연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제20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에 따른 부활(효력회복) 없이 계약을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⑧ 이 계약의 계약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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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제23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23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
분 순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순보험료에 대하
여 회사는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공시이
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제4조(공
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계약건별로 변
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에는 연단위 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에
는 연단위 복리 0.75%, 10년 초과에는 연단위 복리
0.25%로 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
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
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큰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
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
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1] 참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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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본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해지환
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4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
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9조(보험료
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
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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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계약자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
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범
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
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
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
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1.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
여 드립니다.
2. 연금지급개시일이 도래하기 전일까지 적립한 계
약자배당준비금은 제3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 지급 방 법과 동 일하 게 지 급합 니다. (이 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
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
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
다.(이하「가산연금」이라 합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제26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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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소멸시효)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반환청구권, 보험금
반환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
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
급사유가 2021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4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제29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
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
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0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
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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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
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3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
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
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제32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
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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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합니다.

제33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
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3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
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명
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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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연금

날부터 청구일까
지의 기간

날부터 보험기간
간
보험기간의 만기

1년이내 :

일의 다음날부터

공시이율의 50%

청구일까지의 기
간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연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

1년초과기간 : 1%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해지환급금

공시이율

만기일까지의 기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보험계약

급일까지의 기간

대출이율

주) 1. 회사가 연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
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연금지급사유 발생일 이전에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사유 발생
일까지는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
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
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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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납입)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
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거나 급여이
체를 통하여 납입합니다.
②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
우에,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
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험계약(특별약관
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 또는 급여이체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
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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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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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
다)을 체결할 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단
체취급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
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
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
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
자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
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
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
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
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명 이상(이하「피보험
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
가 최초 계약시 5명 이상(이하「계약자단체」라 합
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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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취급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
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
는 제2조(대표자의 선정)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
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
니다)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
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
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
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
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책임준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보장은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
험료를 납입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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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에서 피보험
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보장에 있어
서는, 피보험자 증가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회사가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
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부터 회사가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계약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적용보험료)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명 미만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후 피보험자수
가 증가하여 5명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
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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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험료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한 날
에 대표자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
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
립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
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
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
약관은 해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
이 없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적용특칙)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
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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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
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
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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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ډڌٻٻٻ㦮㤦 ٻ㦮⬢₆ὖٻڕ㦮㌂ٻڇ䂮ὒ㦮㌂ٻ⡦⓪ٻ䞲㦮㌂Ṗٻ㭒⪲ٻ㣎⧮䢮㧦⯒╖ٻ㌗㦒⪲ٻṗ
ṗٻ⁎ٻ㦮⬢䟟㥚⯒ٻ䞮⓪ٻ㦮⬢₆ὖ㦒⪲㍲ٻ⁎ٻ㫛⮮⓪┺ٻ㦢ٻṗ⳿ٻὒٻṯ┺ٻډ
ٻٻٻٻٻٻṖٻډ㦮㤦ٻ
ٻډ⋮ٻٻٻٻٻٻ䂮ὒ㦮㤦ٻ
ٻډ┺ٻٻٻٻٻٻ䞲㦮㤦ٻ
ٻډڍٻٻٻ㫆㌆㤦ٻڕ㫆㌆㌂Ṗٻ㫆㌆ὒٻ㧚㌆ٻٻ㔶㌳㞚⯒╖ٻ㌗㦒⪲⽊ٻỊ䢲☯ὒٻᾦ㥷ബ㌗╊
㦚ٻ䞮⓪ٻ㦮⬢₆ὖ㦚Ⱖٻ䞲┺ٻډ
⼧ٻډڎٻٻٻ㤦 ٻ㦮⬢₆ὖٻڕ㦮㌂ٻڇ䂮ὒ㦮㌂ ٻ⡦⓪ٻ䞲㦮㌂Ṗٻ㭒⪲ٻ㧛㤦䢮㧦⯒╖ٻ㌗㦒⪲ٻ
㦮⬢䟟㥚⯒ٻ䞮⓪ٻ㦮⬢₆ὖ㦒⪲㍲ٻ⁎ٻ㫛⮮⓪┺ٻ㦢ٻṗ⳿ٻὒٻṯ┺ٻډ
ٻٻٻٻٻٻṖ⼧ٻډ㤦ٻ
ٻډ⋮ٻٻٻٻٻٻ䂮ὒ⼧㤦ٻ
ٻډ┺ٻٻٻٻٻٻ䞲⼧㤦ٻ
ٻډ⧒ٻٻٻٻٻٻ㣪㟧⼧㤦ڃ㩫㔶Ịṫ㯳㰚ٻٻ㩫㔶㰞䢮㧦⽋ٻ㰖㍲゚㓺ٻ㰖㤦㠦ٻὖ䞲ٻ⮶⻫ٻ
㩲ڎ㫆㩲ڐ䢎㠦ٻ⯎➆ٻ㩫㔶㦮⬢₆ὖٻ㭧ٻ㩫㔶⼧㤦ٻڇ㧻㞶㧎⽋㰖⻫㩲ړڐ㫆㩲
ڌ䟃㩲ڏ䢎㠦ٻ⯎➆ٻ㦮⬢㨂䢲㔲㍺⪲㍲ٻ㩲ڎ㫆㦮ڍ㦮ٻ㣪Ị㦚ٻṬ㿮ٻ㦮⬢₆ὖ㦚ٻ䙂
䞾䞲┺ٻډ㧊䞮ٻṯ┺ٻڄ
ٻډⰞٻٻٻٻٻٻ㫛䞿⼧㤦ٻ
ཝ⽊ ٻỊ⽋㰖㧻ὖ㦖⽊ ٻỊ㦮⬢㩫㺛㠦ٻ䞚㣪䞮┺ἶٻ㧎㩫䞮⓪ٻἓ㤆㠦⓪ٻ㩲ڍ䟃㩲ڌ䢎䎆ٻ
㩲ڎ䢎₢㰖㦮ٻ′㩫㠦ٻ⯎➆ٻ㦮⬢₆ὖ㦮ٻ㫛⮮⼚ٻ䚲㭖㠛ⶊ⯒ٻ㩫䞮㡂ٻἶ㔲䞶ٻ㑮ٻ㧞┺ٻډ
ڗṲ㩫ٻڙډړڌډڌډڋڌڋڍٻڇډڋڎډڌډڔڋڋڍٻ
ٻ
㩲ڏڐ㫆ڃ㔶㦮⬢₆㑶䘟Ṗ㥚㤦䣢㦮㍺ٻ䂮ٻڄ❇ٻ
ཛ⽊ٻỊ⽋㰖㧻ὖ㦖ٻ㔶㦮⬢₆㑶䘟Ṗ㠦ٻὖ䞲ٻ㌂䟃㦚ٻ㕂㦮䞮₆ٻ㥚䞮㡂⽊ٻỊ⽋㰖㠦ٻ
㔶㦮⬢₆㑶䘟Ṗ㥚㤦䣢ڃ㧊䞮ٽ ٻ㥚㤦䣢 ٻ⧒ٽ䞲┺ڗ ٻډ┺⚪ ٻ⯒ڄṲ㩫ٻڇډڔڍډڍډړڋڋڍ ٻ
ٻڙډړڌډڌډڋڌڋڍ
ཛྷٻ㥚㤦䣢⓪ٻ㥚㤦㧻ⳛڌٻ㦚ٻ䙂䞾䞮㡂ٻⳛڋڍٻ㧊⌊㦮ٻ㥚㤦㦒⪲ٻῂ㎇䞲┺ٻډ
ཝ ٻ㥚㤦㦖┺ ٻ㦢 ٻṗ ٻ䢎㦮 ٻ㧦ٻ㭧㠦㍲⽊ ٻỊ⽋㰖㧻ὖ㧊 ٻ㥚㽟䞮Ệ⋮ ٻ㧚ⳛ䞲┺ٻڇⰢ┺ ٻډ
㥚㤦㧻㦖ٻ㩲ڌ䢎ٻ⡦⓪ٻ㩲ڍ䢎㦮ٻ㧦ٻ㭧㠦㍲ٻ㧚ⳛ䞲┺ڗٻډṲ㩫ٻڙډړڌډڌډڋڌڋڍٻڇډڔڍډڍډړڋڋڍٻ
ٻډڌٻٻٻ㩲ړڍ㫆㩲ڌ䟃㠦ٻ⯎➆ٻ㦮㌂䣢ബ䂮ὒ㦮㌂䣢ബ䞲㦮㌂䣢㠦㍲ٻṗṗٻ㿪㻲䞮⓪ٻ㧦ٻ
⽊ٻډڍٻٻٻỊ㦮⬢㠦ٻὖ䞲ٻ䞯㔳㧊ٻ䛣䞲ٻ㧦ٻ
ٻډڎٻٻٻ㏢゚㧦┾㼊㠦㍲ٻ㿪㻲䞮⓪ٻ㧦ٻ
⼖ٻډڏٻٻٻ䢎㌂㦮ٻ㧦ỿ㦚ٻṖ㰚ٻ㧦⪲㍲⽊ٻỊ㦮⬢㢖ٻὖ⩾♲ٻ㠛ⶊ㠦ٻ⎚ڐٻ㧊㌗ٻ㫛㌂䞲ٻἓ
⩻㧊㧞⓪ٻ㧦ٻ
⽊ٻډڐٻٻٻỊ㦮⬢㩫㺛ٻὖ⩾ٻ㠛ⶊ⯒╏╊ٻ䞮ἶٻ㧞⓪⽊ٻỊ⽋㰖ٻ㏢㏣ٻ ڐٻ㧊㌗㦮ٻὋⶊ㤦ٻ
ཞٻ㥚㤦㧻ὒٻ㥚㤦㦮ٻ㧚₆⓪⎚ڎٻ㦒⪲ٻ䞮♮ٻڇ㡆㧚䞶ٻ㑮ٻ㧞┺ٻڇⰢ┺ٻډ㩲ڎ䟃㩲ڐ䢎㠦ٻ⯎➆ٻ
Ὃⶊ㤦㦮ٻἓ㤆㠦⓪ٻ㨂㧚₆Ṛ㦒⪲ٻ䞲┺ٻډ
ཟٻ㥚㤦㦮ٻ㧦ⰂṖٻゞ➢ٻ㠦⓪ٻ㌞⪲ٻ㥚㤦㦚ٻ㧚ⳛ䞮ἶٻڇ㌞⪲ٻ㧚ⳛ♲ٻ㥚㤦㦮ٻ㧚₆⓪ٻ㧚ⳛ
♲⋶ٻ䎆ٻ₆㌆䞲┺ٻډ
འٻ㥚㤦䣢㦮ٻ㕂㦮㌂䟃㦚ٻ㩚ⶎ㩗㦒⪲ٻỖ䏶䞮₆ٻ㥚䞮㡂ٻ㥚㤦䣢㠦ٻ㟒⼚ٻ㩚ⶎ䘟Ṗ㥚㤦
䣢⯒ٻډ┺⚪ٻ
ཡٻ⁎ٻ㠦ٻ㥚㤦䣢ബ㩚ⶎ䘟Ṗ㥚㤦䣢㦮ٻῂ㎇ٻٻ㤊㡗❇ٻ㠦ٻ䞚㣪䞲ٻ㌂䟃㦖⽊ٻỊ⽋㰖
⪏㦒⪲ٻ㩫䞲┺ڗٻډṲ㩫ٻڙډړڌډڌډڋڌڋڍٻڇډڔڍډڍډړڋڋڍ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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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ڸڍ⻫′ڶ

ٻ⪏㔲䟟ٻ⻫㡂

⬢㦮

ٻ

ٻ⌊㣿
ٻ
ٻڄڄ╊ٻٻ 㡂゚㣿㦮ڃڃ㫆ڎڌڌ㩲
ٻٻډ┺ṯٻὒڌٻ⼚䚲ٻ⓪⻪㥚ٻ 㡂゚㣿㦮ٻ⓪╊䞮ٻ₆⁞㠦㍲ٻ⧒➆ٻ㫆㠦ڋڌ㩲ٻ⻫ٻཛ
ٻڙډڌڌډڍڌډڎڌڋڍٻڇډڐډڒډڐڋڋڍٻڇډڋڎډڍڌډڎڋڋڍٻṲ㩫ڗ
ٻڙډڐډڒډڐڋڋڍڗٻ㌃㩲ٻډڌٻٻٻ
ٻڙډڐډڒډڐڋڋڍڗٻ㌃㩲ٻډڍٻٻٻ
ٻڙډڐډڒډڐڋڋڍڗٻ㌃㩲ٻཛྷ
ٻ⓪♮㩲䞲ٻ㦮⬢ 㡂Ṗٻ㦮䞮㡂ٻ′㩫㠦ٻ䟃㦮ڌ㫆㩲ڐڌ㩲ٻ⻫ٻῂ䞮ἶٻ′㩫㠦ٻ䟃㦮ڌ㩲ٻཝ
ٻ⓪㩫䞮ٻ⽊Ị⽋㰖⪏㧊ٻ❇ٻἓ㤆ٻ⓪♮㧎㩫ٻ㽞⧮䞲┺ἶٻ╊㦚ٻ㌗╏䞲ٻ₆⁞㠦ٻڇἓ㤆ٻٻٻ
ٻٻډ┺╊䞲ٻ㑮 ῢ㧦Ṗٻ⁞㞷㦚ٻ⓪㩫䞮ٻ⽊Ị⽋㰖⪏㧊ٻ⓪╖䞮㡂ٻ䟃⳿㠦ٻ⓪⡦ٻἓ㤆ٻٻٻ
ٻڙډڐڌډڎډڋڌڋڍٻڇډڔڍډڍډړڋڋڍٻṲ㩫ڗٻ
ٻ⽎ٻ⓪╊䞮ٻ㑮 ῢ㧦Ṗٻ 㡂゚㣿㣎㠦ٻ⓪╊䞮ٻ₆⁞㠦㍲ٻ⧒➆ٻ′㩫㠦ٻ䟃㦮ڌ㩲ٻཞ
ٻ㑮 ῢٻ⧒➆ٻ′㩫㠦ٻ䟃㦮ڎ㩲ٻὒڄ┺䞲ٻ⧒㧊ٽ⁞╊⽎㧎ٻ 㡂╖㌗ٽٻ㧊䞮ڃ⁞╊㧎
ٻ㦮⬢ 㡂ٻ㑮 ῢ㧦Ṗٻ㦮䞮㡂ٻ㼃ῂ㠦ٻ㦮⬢ 㡂₆ὖ㦮ٻ⽎㧎╊⁞㦖ٻ⓪╊䞮ٻ㧦Ṗ
ٻڙډڔڍډڑډڏڋڋڍٻṲ㩫ڗٻډ┺㰖 䞲ٻ₆ὖ㠦
ٻ䢎ڌ㩲ٻڌٻ⼚䚲ڃ⁞╊⽎㧎ٻ 㡂╖㌗ٻ㰖 䞲ٻ㦮⬢ 㡂₆ὖ㠦ٻ⧒➆ٻ′㩫㠦ٻ䟃㦮ڏ㩲ٻཟ
ٻ㦮⬢ 㡂₆ὖ㠦ٻ⧒➆ٻ䢎㠦ڎ㩲ٻ䚲ٻṯ㦖ٻٻ⳿䢎Ⱎ⳿ബڍ㩲ٻ䚲ٻṯ㦖ٻڇ⳿Ⱎ⧒⳿ബ
ٻ┺㦢ٻ㧒Ṛڋڎٻⰺٻ㧊ڄ┺ṯٻ㫆㠦㍲ٻ㧊ٻ㧊䞮ٻډ┺㩲㣎䞲ٻ⽎㧎╊⁞㦖ٻ 㡂╖㌗ٻ㰖 䞲
ٻٻ⁞㞷㦚ٻ⓪䟊╏䞮ٻ㠦ڋڐٻ㦮ڋڋڌٻ⁞㞷㦮ٻ㽞ὒ䞲ٻ⁎ٻ⓪ἓ㤆㠦ٻ㽞ὒ䞲ٻ⁞㞷㦚ٻ䢎㦮ٻṗ
ٻٻډ┺㰖 䞲ٻ㑮 ῢ㧦㠦Ợ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㧊ٻ⧒➆ٻ㠦ٻ⓪㩫䞮ٻ⽊Ị⽋㰖⪏㧊
ٻډ┺㞚┞䞲ٻ㰖 䞮㰖ٻ⯒㧊ٻ⓪ἓ㤆㠦ٻ⹎Ⱒ㧎ٻ㻲㤦ڍٻ⁞㞷㧊ٻ䞶ٻ㰖 䞮㡂㟒ٻڇⰢ┺
ٻڇډڑڌډڒډڏڌڋڍٻڇډڒډڑډڍڌڋڍٻڇډڐڌډڎډڋڌڋڍٻڇډڔڍډڍډړڋڋڍٻڇډړڍډڍډڒڋڋڍٻڇډڔڍډڑډڏڋڋڍٻṲ㩫ڗٻ
ٻڙډڔڍډڍڌډڒڌڋڍٻٻ
ٻⰢ㤦ڍٻڕٻ㫛㑮 ῢ㧦ڌٻډڌٻ
ٻⰢ㤦ڋڍٻڕٻ㫛㑮 ῢ㧦ڍٻډڍٻٻٻ
ٻṗٻ┺㦢ٻ⁞㞷㧊ٻ㹾Ṧ䞲ٻ⁞㞷㦚ٻ㰖 㦖ٻ⧒➆ٻ䟃㠦ڐ㩲ٻ⽎㧎╊⁞㠦㍲ٻ 㡂╖㌗ٻའ
㽞ὒ⁞㞷ٻڇⰢ┺ٻډ┺╊䞲ٻ₆⁞㠦㍲ٻ㽞ὒ⁞㞷㦚ٻ⁎ٻ⓪ἓ㤆㠦ٻ㽞ὒ䞲ٻ⁞㞷㦚ٻ䢎㦮
ٻڇډڔڍډڑډڏڋڋڍ ٻṲ㩫ڗ ٻډ┺ ╊䞲ٻ 㑮 ῢ㧦Ṗٻ⯒ 㧊ٻ⓪ ἓ㤆㠦ٻ ⹎Ⱒ㧎ٻ㻲㤦ڍ ٻ㧊
ٻڙډڔڍډڍڌډڒڌڋڍٻڇډڌڎډڎډڔڋڋڍٻڇډړڍډڍډڒڋڋڍ
ٻⰢ㤦ڐٻ㧒Ṛڋڎٻⰺٻڕٻ㫛㑮 ῢ㧦ڌٻډڌٻٻٻ
ٻ⯎➆ ٻ䢎⧒⳿㠦ڎ䟃㩲ڍ㫆㩲ڎ 㩲ٻ⻫⬢ 㦮ٻڇⰢ┺ ٻډⰢ㤦ڋړ ٻ 㡆Ṛٻڕ ٻ㫛㑮 ῢ㧦ڍ ٻډڍٻٻٻ
ٻډ┺䞲ٻ⪲Ⱒ㤦㦒ڋڍڌٻ㡆Ṛٻ⓪ἓ㤆㠦ٻ㧛㤦䞲ٻ㽞ὒ䞮㡂ٻ㧒㦚ڋڏڍٻ㡆Ṛٻ㣪㟧⼧㤦㠦
ٻ╊䞮㡂ٻ₆⁞㠦㍲ٻ⧒➆ٻ′㩫㠦ٻ⽎ⶎ㦮ٻ䟃ڑ㩲ٻ㑮 ῢ㧦Ṗ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㦖ٻཡ
ٻٻ㠦ٻ⓪㩫䞮ٻ⽊Ị⽋㰖⪏㧊ٻ⓪ἓ㤆㠦ٻ㰖 䞲ٻ㦮⬢ 㡂₆ὖ㠦ٻ㽞ὒ⁞㞷㦚ٻ⓪䞮ٻ㟒
ٻٻډ┺䞲ٻ㰖 䞮㡂㟒ٻ㑮 ῢ㧦㠦Ợٻ㽞ὒ⁞㞷㦚ٻ⁎ٻ⧒➆
ٻڙډڐڌډڎډڋڌڋڍٻڇډڔڍډڍډړڋڋڍٻڇډڔڍډڑډڏڋڋڍٻ㍺㔶ڗ
ٻ
ٻ
ٻ
ٻ
ٻ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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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
ٻڸڎ⻫′ڶ
ٻ

ٻ㔲䟟′䂯ٻ⻫⬢㦮
ٻ

ٻ⌊㣿
ٻ
ٻڄڄ′ỿٻٻٻٻ㔲㍺₆㭖ٻٻ㦮⬢₆ὖ㦮ڃڃ㫆ڏڎڎ㩲
㔲㍺′ỿٻ⁎ٻڇṯἶٻὒڎٻ⼚䚲ٻ㔲㍺₆㭖㦖ٻ⼚⮮㫛ٻ㦮⬢₆ὖ㦮ٻ⯎➆ٻ䢎㠦ڌ㫆㩲ڑڎ㩲ٻ⻫
ٻډ┺ṯٻ㢖ڏٻ⼚䚲ٻ㦖
ٻ
ٻڙړڍٻډڍٻډڋڍڋڍٻṲ㩫ڗGڄ⩾ὖٻ㫆ڏڎ㩲ڃ㔲㍺₆㭖ٻ⼚⮮㫛ٻ㦮⬢₆ὖ㦮ڸڎٻ⼚䚲ڶ
ٻ
ٻڄ⨋㌳ڃڋڍۙڍڌٻڇڄ⨋㌳ڃڌڌۙڌ

ٻ㫆㌆㤦
ٻ

ٻ䞲㦮㤦

ٻڌ
ٻ䌫㩚㦚ڃ
ἓٻ⓪䞮
ٻⰢ㤆㠦
ٻڄ┺Ṭ㿮

ٻ䂮ὒ
ٻ㦮㤦

ٻ㦮㤦

ٻ

ٻ

ٻ㫛䞿⼧㤦
ٻ 䞲⼧㤦ٻ 䂮ὒ⼧㤦ٻ⼧㤦
ٻ㣪㟧⼧㤦

ٻ㍺㔲

ٻٻډڍ㦮ڌڌ
ٻڌ
ٻڌ
ٻڌ
䞮ٻ䌫㩚㦚ڃ 䞲㦮ٻ⩾ὖڃ 䞲㦮ٻ⩾ὖڃ ٻ䌫㩚㔺
ἓ㤆㠦ٻ⓪ 㰚⬢ὒٻ㰚⬢ὒ ὒٻὒ
ٻڄ┺Ṭ㿮ٻⰢ ٻ⚦ἶٻ ⳿㦚ٻ⚦ἶٻ⳿㦚
䞮ٻ䞮 䌫㩚㦚ٻ䌫㩚㦚
ἓ㤆㠦ٻ⓪ ἓ㤆㠦ٻ⓪
ٻڄ┺Ṭ㿮ٻⰢ ٻڄ┺Ṭ㿮ٻⰢ

ٻ
ٻٻڙډڒڍډڔډڔڌڋڍٻṲ㩫ڗٻ㔲㍺′ỿٻ㦮⬢₆ὖ㦮ڸٻڏ⼚䚲ڶٻ
ٻڄ⨋㌳ڃٻډڌ
ٻٻ㭧䢮㧦㔺ٻډڍ
ٻ㭧䢮㧦㔺ٻ㧊㌗㦚ٻڐٻ㦮ڋڋڌٻ㑮㦮ٻ⼧㌗ٻ㧛㤦㔺ٻ㫛䞿⼧㤦㦖ٻ㧊㌗㧎ٻṲڋڋڎٻ⼧㌗㧊ٻډṖٻٻٻ
ٻډ┺䞲ٻⰢ✺㠊㟒ٻ⪲⼧㌗㦒ٻٻٻٻٻٻٻ
ٻⶊ㩫㩚ٻڇⳆ䞮ٻ☛Ⱃ♮㠊㟒ٻ⪲┾㥚ٻ⼚☚㦮ٻ⓪㧞ٻ㑮ٻ䐋㩲䞶ٻ㿲㧛㦚ٻ㭧䢮㧦㔺㦖ٻډ⋮ٻٻٻ
ٻډ┺䞲ٻṬ㿪㠊㟒ٻ㔲㓺䎲㦚ٻڄ肚袏衴ڃٻٻٻٻٻٻٻ
ٻ㧞㠊㟒ٻὉ㠦ٻṖ₢㤊ٻ㭧䢮㧦㔺ὒٻ⓪⡦ٻ⌊ٻ㭧䢮㧦㔺ٻ㦮㌂╏㰗㔺㦖ٻ㭧䢮㧦㔺㦮ٻډ┺ٻٻٻ
ٻډ┺䞲ٻٻٻٻٻٻٻ
ٻ㭧䢮㧦㔺ٻ⓪㩚╊䞮ٻ㔶㌳㞚Ⱒ㦚ٻڇ♮䞮ٻ⪲㧊㌗㦒ٻ㩲⹎䎆ڐڌٻⳊ㩗㦖ٻ╏Ṳڌٻ⼧㌗ٻډ⧒ٻٻٻ
ٻ⪲㧊㌗㦒ٻ㩲⹎䎆ڐٻⳊ㩗㦖ٻ╏Ṳڌٻ⼧㌗ٻ㦮ڄ┺䞲ٻ⧒㧊ٽ㔶㌳㞚㭧䢮㧦㔺ٽٻ㧊䞮ڃٻٻٻٻٻٻٻ
ٻڇ㼃㏢㔺ٻڇ╏㰗㔺ٻڇṚ䢎㌂㔺ٻ⌊ٻ㭧䢮㧦㔺ٻ㦖ٽⳊ㩗ٻ╏Ṳڌٻ⼧㌗ٽٻἓ㤆ٻ㧊ٻډ┺䞲ٻٻٻٻٻٻٻ
ٻٻ㭧䢮㧦㔺ڶὋṚٻ㩦㥶ٻ䢮㧦ٻ㩲㣎䞲ٻⰆ⍾⽊ὖ㔺㦚ٻڇ㡺ⶒ㔺ٻڇ㼃ἆ㔺ٻڇ₆₆㺓ἶٻٻٻٻٻٻٻ
ٻ⼧㌗ٻ㦚ڸ┺䙂䞾䞲ٻⳊ㩗㠦ٻ⼧㌗ٻ⓪☚⽋ٻὒڄۉۊۄۏڼۏێڃ㓺䎢㧊㎮ٻṚ䢎㌂ٻ⓪㧞ٻ⌊㠦ٻٻٻٻٻٻٻ
ٻډ┺Ⱖ䞲ٻⳊ㩗㦚ٻ⋮ٻ⪲㑮ٻٻٻٻٻٻٻ
ٻ㰖㏣㩗ٻڇⰻ㌆㏢Ἒ䁷₆ٻڇ㕂㩚☚⳾┞䎆ٻڇ㍺㦮⬢Ṗ㓺㔲ٻ㭧㞯Ὃ 㔳ٻ┺Ⱎ⼧㌗ٻډⰞٻٻٻ
ٻڇ☯ⰻ䡞㞫⳾┞䎆ٻ䂾㔋㩗ٻṲ㑮㦮ٻ㧊㌗ٻ䗒㎒䔎ڋڌٻ㑮㦮ٻ⼧㌗ٻڇṬ㿪ἶٻ⯒㑮㞷㭒㧛₆ٻٻٻٻٻٻٻ
ٻṲ㑮㦮ٻ㧊㌗ٻ䗒㎒䔎ڋڒٻ㑮㦮ٻ⼧㌗ٻڇ㧎Ὃ䢎䦷₆ٻṲ㑮㦮ٻ㧊㌗ٻ䗒㎒䔎ڋڎٻ㑮㦮ٻ⼧㌗ٻٻٻٻٻٻٻ
ٻډ┺䞲ٻṬ㿪㠊㟒ٻ⯒ڄ┺䟊╏䞲ٻⰢ㔶㌳㞚㭧䢮㧦㔺㠦ڃ⽊㥷₆ٻٻٻٻٻٻٻ
ٻ㩲ٻڇ㕂㩚☚₆⪳₆ٻڇڄ䙂䞾ٻⰞ㓺䋂ڃ⺇㟆ٻڇ䤚⚦ἓٻ╏ڄۏۄۉڰڃ┾㥚ٻṲڌٻ㭧䢮㧦㔺ٻډٻٻٻ
ٻ╖㔶ٻ㩲㎎☯₆ٻ⓪ἓ㤆㠦ٻ㔶㌳㞚㭧䢮㧦㔺㦮ٻڇⰢ┺ٻډ┺䞲ٻṬ㿪㠊㟒ٻ⯒㎎☯₆ٻٻٻٻٻٻٻ
ٻډ┺䞲ٻṬ㿪㠊㟒ٻ⯒㰧㭧䂮⬢₆ٻὧ㍶₆㢖ٻٻٻٻٻٻٻ
ٻ㩚╊㩚ⶎ㦮ٻ⓪㔶㌳㞚㭧䢮㧦㔺㠦ٻڇⰢ┺ٻډ┺㧞ٻ㑮ٻ⚮ٻ⯒㩚╊㦮㌂ٻ⓪㭧䢮㧦㔺㠦ٻډ㌂ٻٻٻ
ٻډ┺䞲ٻ⚦㠊㟒ٻ⯒ٻٻٻٻٻٻٻ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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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ٻ
ٻ
ٻٻٻ㞚ٻډ㩚╊Ṛ䢎㌂⯒ٻڇ♮⚦ٻṚ䢎㌂ٻ╏ⳛڌٻ㡆䘟‶ڌٻ㧒ٻ㧛㤦䢮㧦㑮⓪ڃⳛڍډڌٻ㔶㌳㞚ٻ㭧ٻ
ٻٻٻٻٻٻٻ䢮㧦㔺㦮ٻἓ㤆㠦⓪ڄⳛڐډڌٻ㦚ٻ㽞ὒ䞮㡂㍲⓪ٻ㞚┞ٻډ┺♲ٻ
㧦ٻډ㭧䢮㧦㔺㠦㍺ٻ䂮䞮⓪⼧ٻ㌗㦖⼓ٻ㦒⪲䎆ٻ㾲㏢⹎ڍډڌٻ䎆ٻ㧊㌗⼧ٻ⯎┺ٻڇ㌗㦒⪲
䎆ٻ㾲㏢⹎ڍٻ䎆ٻ㧊㌗ٻ㧊ỿ䞮㡂㍺ٻ䂮䞮㡂㟒ٻ䞲┺ٻډ
ٻٻٻ㹾ٻډ㭧䢮㧦㔺㠦⓪⼧ٻ㌗ڎٻṲ╏ڌٻṲٻ㧊㌗㦮ٻ㏦㞑₆ٻ㔲㍺㦚㍺ٻ䂮䞮㡂㟒ٻ䞲┺ٻډ
ٻٻٻ䃊ٻډ㭧䢮㧦㔺㠦⓪⽊ٻỊ⽋㰖㧻ὖ㧊ٻ㩫䞮⓪ٻ₆㭖㠦⼧ٻ⧒➆ٻ㌗ڋڌٻṲ╏ڌٻṲٻ㧊㌗㦮ٻ
ỿⰂ⼧㔺ٻ⡦⓪ٻ㦢㞫ỿⰂ⼧㔺㦚㍺ٻ䂮䞮㡂㟒ٻ䞲┺ٻډ㧊ٻἓ㤆ٻ㦢㞫ỿⰂ⼧㔺㦖ٻ㾲
㏢ڌٻṲٻ㧊㌗㍺ٻ䂮䞮㡂㟒ٻ䞲┺ٻډ
ٻ
ٻ
⻫ڶ′ٻڸڏ
ٻ

㌗⻫ٻ
ٻ

⌊㣿ٻ
ٻ
㩲ڌڐڑڑ㫆ڃ
ڃἶ㰖㦮ⶊ㥚㦒⪲ٻٻ㧎䞲ٻٻἚ㟓䟊㰖ٻٻڄڄ
⽊䠮Ἒ㟓╏㔲㠦⽊ٻ䠮Ἒ㟓㧦ٻ⡦⓪ٻ䞒⽊䠮㧦Ṗٻἶ㦮ٻ⡦⓪ٻ㭧╖䞲ٻὒ㔺⪲ٻ㧎䞮㡂ٻ㭧㣪
䞲ٻ㌂䟃㦚ٻἶ㰖䞮㰖ٻ㞚┞䞮Ệ⋮ٻ㔺㦮ٻἶ㰖⯒ٻ䞲➢ٻ㠦⓪⽊ٻ䠮㧦⓪ٻ⁎ٻ㌂㔺㦚ٻ㞞⋶ٻ
⪲䎆ڌ ٻ㤪⌊㠦 ٻڇἚ㟓㦚 ٻ㼊ἆ䞲⪲⋶ ٻ䎆⌊⎚ڎ ٻ㠦 ٻ䞲䞮㡂 ٻἚ㟓㦚 ٻ䟊㰖䞶 ٻ㑮 ٻ㧞┺ٻډ
⁎⩂⋮⽊ ٻ䠮㧦Ṗ ٻἚ㟓╏㔲㠦 ٻ⁎ ٻ㌂㔺㦚 ٻ㞢㞮Ệ⋮ ٻ㭧╖䞲 ٻὒ㔺⪲ ٻ㧎䞮㡂 ٻ㞢㰖ⴑ ٻ䞲ٻ
➢㠦⓪⩂⁎ٻ䞮㰖ٻ㞚┞䞮┺ڗٻډṲ㩫ٻڙډڌڎډڍڌډڌڔڔڌٻ
ٻ
㩲ڌڐڑ㫆㦮ڃڍ㍲Ⳋ㠦ٻ㦮䞲ٻ㰞ⶎ㦮ٻ䣾⩻ٻٻڄ
⽊䠮㧦Ṗٻ㍲Ⳋ㦒⪲ٻ㰞ⶎ䞲ٻ㌂䟃㦖ٻ㭧㣪䞲ٻ㌂䟃㦒⪲ٻ㿪㩫䞲┺⽎ڶٻډ㫆㔶㍺ٻڸډڌڎډڍڌډڌڔڔڌٻ
ٻ

㩲ڒڐڑ㫆⽊ڃ䠮㌂ἶ㌳㦮ٻ䐋㰖㦮ⶊٻٻڄ
ཛ⽊ٻ䠮Ἒ㟓㧦ٻ⡦⓪ٻ䞒⽊䠮㧦⋮⽊ٻ䠮㑮㧋㧦⓪⽊ٻ䠮㌂ἶ㦮ٻ㌳㦚ٻ㞞➢ٻ㠦⓪ٻ㰖㼊㠜㧊ٻ
⽊ٻٻ䠮㧦㠦Ợٻ⁎ٻ䐋㰖⯒ٻ㏷䞮㡂㟒ٻ䞲┺ٻډ
ཛྷ⽊ٻ䠮Ἒ㟓㧦ٻ⡦⓪ٻ䞒⽊䠮㧦⋮⽊ٻ䠮㑮㧋㧦Ṗٻ㩲ڌ䟃㦮ٻ䐋㰖㦮ⶊ⯒ٻ䟊䌲䞾㦒⪲ٻ㧎䞮
㡂ٻ㏦䟊Ṗٻ㯳Ṗ♲➢ٻ㠦⓪⽊ٻ䠮㧦⓪ٻ⁎ٻ㯳Ṗ♲ٻ㏦䟊⯒⽊ٻ㌗䞶ٻ㺛㧚㧊ٻ㠜┺ٻٻٻډ
ڗ㔶㍺ٻڙډڌڎډڍڌډڌڔڔڌٻ
ٻ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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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ڐ
ٻ

⹒⻫ٻ
ٻ

⌊㣿ٻ
㩲ڒڍڍ㫆ڃٻٻ㔺
㔺㫛㦮ٻ㍶
㍶ἶٻٻڄ
ཛٻ㨂㧦㦮ٻ㌳㌂Ṗ⎚ڐٻṚⳛٻ䞮㰖ٻ㞚┞䞲➢ٻ㠦⓪⻫ٻ㤦㦖ٻ㧊䟊ὖἚ㧎㧊⋮ٻỖ㌂㦮ٻ
ٻٻٻ㼃ῂ㠦ٻ㦮䞮㡂ٻ㔺㫛㍶ἶ⯒ٻ䞮㡂㟒ٻ䞲┺ٻډ
ཛྷٻ㩚㰖㠦ٻ㧚䞲ٻ㧦ٻڇ䂾ⴆ䞲ٻ㍶ٻ㭧㠦ٻ㧞▮ٻ㧦ٻڇ㿪⧓䞲ٻ䟃Ὃ₆ٻ㭧㠦ٻ㧞▮ٻ㧦ٻ₆䌖ٻ
ٻٻٻ㌂ⰳ㦮ٻ㤦㧎㧊ٻ♶ٻ㥚⋲㦚╏ٻ䞲ٻ㧦㦮ٻ㌳㌂Ṗٻ㩚㨗㫛㰖䤚ٻ⡦⓪ٻ㍶㦮ٻ䂾ⴆٻڇ䟃Ὃٻ
ٻٻٻ₆㦮ٻ㿪⧓ٻ₆䌖ٻ㥚⋲㧊ٻ㫛⬢䞲ٻ䤚⎚ڌٻṚⳛٻ䞮㰖ٻ㞚┞䞲➢ٻ㠦☚ٻ㩲ڌ䟃ὒٻṯ┺ٻډ
ڗṲ㩫ٻڙډڋڌډڏډڏړڔڌٻ
ٻ
㩲ڒڒڒ㫆ڃ䂲㫇㦮⻪ٻ㥚ٻڄ
䂲㫇ὖἚ⪲ٻ㧎䞲⮶⻫ٻ㌗ٻ䣾⩻㦖ٻ㧊ٻ⻫ٻ⡦⓪⮶⻫ٻ⯎┺ٻ㠦ٻ䔏⼚䞲ٻ′㩫㧊ٻ㠜⓪ٻ䞲ٻٻ
┺㦢ٻṗ䢎㠦ٻ䟊╏䞮⓪ٻ㧦㠦⹎ٻ䂲┺ٻډ
ړٻډڌ㽢㧊⌊㦮ٻ䡞㫇ٻ
ڏٻډڍ㽢㧊⌊㦮ٻ㧎㻯ٻ
⺆ٻډڎٻٻ㤆㧦ٻ
ڶ㩚ⶎṲ㩫ٻڸډڎڌډڌډڋڔڔڌٻ
ٻ
⻫ڶ′ٻڸڑ
ٻ

㩚㧦㍲ⳛ⻫ٻ
ٻ

⌊㣿ٻ
㩲ڍڍ㫆ڃڃ㩫㦮ڄ
ٻٻڄ
㧊⻫ٻ㠦㍲ٻ㌂㣿䞮⓪ٻ㣿㠊㦮⦑ٻ㦖┺ٻ㦢ὒٻṯ┺ٻٻډ
ڃٻډڌ㌳⨋ٻڄ
ٽٻډڍ㩚㧦㍲ⳛٽ㧊⧖┺ٻ㦢ٻṗ⳿ٻ㦮ٻ㌂䟃㦚⋮ٻ䌖⌊⓪ٻ◆ٻ㧊㣿䞮₆ٻ㥚䞮㡂ٻ㩚㧦ⶎ㍲ٻ
ٻٻٻٻٻٻ㠦ٻ㻾♮Ệ⋮Ⰲ⏒ٻ㩗㦒⪲ٻἆ䞿♲ٻ㩚㧦㩗ٻ䡫䌲㦮ٻ㩫⽊⯒Ⱖٻ䞲┺ٻډ
ٻٻٻٻٻٻṖٻډ㍲ⳛ㧦㦮ٻ㔶㤦ٻ
ٻډ⋮ٻٻٻٻٻٻ㍲ⳛ㧦Ṗٻ䟊╏ٻ㩚㧦ⶎ㍲㠦ٻ㍲ⳛ䞮㡖┺⓪ٻ㌂㔺ٻٻ
ٽٻډڎ㩚㧦㍲ⳛ㌳㎇㩫⽊ٻ⧖ٽ㩚㧦㍲ⳛ㦚ٻ㌳㎇䞮₆ٻ㥚䞮㡂ٻ㧊㣿䞮⓪ٻ㩚㧦㩗ٻ㩫⽊⯒ٻٻ
Ⱖٻٻٻ䞲┺ٻډ
ٽٻډڏٻٻ㩚㧦㍲ⳛ㑮┾ٽ㧊⧖ٻ㩚㧦㍲ⳛ㦚ٻ䞮₆ٻ㥚䞮㡂ٻ㧊㣿䞮⓪ٻ㩚㧦㩗ٻ㑮┾㦚Ⱖٻ䞲┺ٻډ
ٽٻډڐ㩚㧦㍲ⳛ㧎㯳ٽ㧊⧖ٻ㩚㧦㍲ⳛ㌳㎇㩫⽊ṖٻṖ㧛㧦㠦Ợٻ㥶㧒䞮Ợٻ㏣䞲┺⓪ٻ㌂㔺ٻ
ٻٻٻٻ㦚ٻ䢫㧎䞮ἶٻ㧊⯒ٻ㯳ⳛ䞮⓪ٻ䟟㥚⯒Ⱖٻ䞲┺ٻډ
ٽٻډڑ㧎㯳㍲ٻ⧖ٽ㩚㧦㍲ⳛ㌳㎇㩫⽊ṖٻṖ㧛㧦㠦Ợٻ㥶㧒䞮Ợٻ㏣䞲┺⓪ٻ㌂㔺❇ٻ㦚ٻ䢫ٻ
ٻٻٻ㧎䞮ἶٻ㧊⯒ٻ㯳ⳛ䞮⓪ٻ㩚㧦㩗ٻ㩫⽊⯒Ⱖٻ䞲┺ٻٻډ
ڃٻډڋڌٻۙډڒٻٻ㌳ٻڄ⨋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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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ڒ
ٻ

㏢゚㧦₆⽎⻫ٻ
ٻ

⌊㣿ٻ
㩲ڋڒڒ㫆┾ڃڃ㼊㏢㏷㦮╖ٻٻ㌗ڄ❇ٻٻ
ٻڄ
┺㦢ٻṗٻ䢎㦮ٻ㠊ⓦٻ䞮⋮㠦ٻ䟊╏䞮⓪┾ٻ㼊⓪ٻ㌂㠛㧦Ṗٻ㩲ڋڍ㫆㦮ٻ′㩫㦚ٻ㥚䞮㡂ٻ㏢
゚㧦㦮ٻ㌳ⳛബ㔶㼊ٻ⡦⓪ٻ㨂㌆㠦╖ٻ䞲ٻῢ㧋㦚ٻ㰗㩧㩗㦒⪲ٻ䂾䟊䞮ἶٻ⁎ٻ䂾䟊ṖٻἚ㏣♮⓪ٻ
ἓ㤆⻫ٻ㤦㠦ٻ㏢゚㧦ῢ㧋䂾䟊䟟㥚㦮⁞ٻ㰖ബ㭧㰖⯒ٻῂ䞮⓪ٻ㏢㏷ڃ㧊䞮┾ٽٻ㼊㏢㏷ٽ㧊⧒ٻ
䞲┺ڄ㦚ٻ㩲₆䞶ٻ㑮ٻ㧞┺ڗٻډṲ㩫ٻڙډڔڍډڎډڑڌڋڍٻ
ٻډڌ㩲ڔڍ㫆㦮ٻ′㩫㠦ٻ⧒➆ٻὋ㩫Ệ⧮㥚㤦䣢㠦⪳❇ٻ䞲ٻ㏢゚㧦┾㼊⪲㍲┺ٻ㦢ٻṗ⳿ٻ㦮ٻ㣪Ị㦚ٻ
ٻ⚦⳾ٻٻٻṬ㿮┾ٻ㼊ٻ
ٻٻٻṖٻډ㩫ὖ㠦ٻ⧒➆ٻ㌗㔲㩗㦒⪲ٻ㏢゚㧦㦮ٻῢ㧋㯳㰚㦚ٻ㭒♲⳿ٻ㩗㦒⪲ٻ䞮⓪┾ٻ㼊㧒ٻộٻ
┾ٻډ⋮ٻٻٻ㼊㦮ٻ㩫䣢㤦㑮Ṗڌٻ㻲ⳛٻ㧊㌗㧒ٻộٻ
ٻډ┺ٻٻٻ㩲ڔڍ㫆㦮ٻ′㩫㠦ٻ⪳❇ٻ⯎➆ٻ䤚⎚ڎٻ㧊ٻἓὒ䞮㡖㦚ٻộٻ
ٻډڍ㩲ڎڎ㫆㠦ٻ♲Ⱃ㍺ٻ⧒➆ٻ䞲ῃ㏢゚㧦㤦ٻ
ٻډڎ㌗Ὃ䣢㦮㏢⻫㠦╖ٻ⯎➆ٻ䞲㌗Ὃ䣢㦮㏢ٻڇ㭧㏢₆㠛䡧☯㫆䞿⻫㠦ٻ⯎➆ٻ㭧㏢ٻ
ٻٻٻ₆㠛䡧☯㫆䞿㭧㞯䣢ٻٻ㩚ῃ┾ٻ㥚㦮ٻἓ㩲┾㼊⪲㍲╖ٻ䐋⪏⪏㧊ٻ㩫䞮⓪┾ٻ㼊ٻ
゚ٻډڏ㡗Ⰲ⹒Ṛ┾㼊ٻ㰖㤦⻫ٻ㩲ڍ㫆㦮ٻ′㩫㠦゚ٻ⯎➆ٻ㡗Ⰲ⹒Ṛ┾㼊⪲㍲┺ٻ㦢ٻṗ⳿ٻ㦮ٻ
ٻٻٻ㣪Ị㦚ٻ⚦⳾ٻṬ㿮┾ٻ㼊ٻ
ٻٻٻṖ⮶⻫ٻډ㌗ٻ⡦⓪ٻ㌂㔺㌗☯ٻ㧒䞲ٻ䂾䟊⯒ٻ㧛㦖ڋڐٻ㧎ٻ㧊㌗㦮ٻ㏢゚㧦⪲䎆┾ٻ㼊㏢㏷㦮ٻ
ٻٻٻٻٻٻٻ㩲₆⯒ٻ㣪㼃㦚ٻộٻ
ٻډ⋮ٻٻٻ㩫ὖ㠦ٻ㏢゚㧦㦮ٻῢ㧋㯳㰚㦚┾ٻ㼊㦮⳿ٻ㩗㦒⪲ⳛٻ㔲䞲ٻ䤚ٻ㾲⁒ٻ⎚ڎٻ㧊㌗ٻ㧊⯒ٻٻ
ٻٻٻٻٻٻٻ㥚䞲ٻ䢲☯㔺㩗㧊ٻ㧞㦚ٻộٻ
┾ٻډ┺ٻٻٻ㼊㦮ٻ㌗㔲ٻῂ㎇㤦㑮Ṗڐٻ㻲ⳛٻ㧊㌗㧒ٻộٻ
⧒ٻډ㭧㞯䟟㩫₆ὖ㠦♮⪳❇ٻ㠊ٻ㧞㦚ٻộ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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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ڸړ⻫′ڶ
ٻ

⻫Ⰲὖٻ㧦☯㹾
ٻ

⌊㣿
ٻڄڄ⮮㫛ٻٻ㧦☯㹾㦮ڃڃ㫆ڎڎ㩲
ٻڇډڎڍډڎډڎڌڋڍٻڇډڏڍډڐډڌڌڋڍٻṲ㩫ڗٻډ┺ῂ䞲ٻṯ㧊ٻ䢎㢖ٻṗٻ┺㦢ٻ⓪㧦☯㹾ٻཛ
ٻٻٻ
ٻڙډڔډڑډڋڍڋڍٻڇډڒڍډړډڔڌڋڍٻ
ٻ㧦☯㹾ٻ♲㩲㧧ٻ㩗䞿䞮Ợٻ㤊㏷䞮₆㠦ٻ⯒㧊䞮ٻ㧎ڋڌٻڕ㔏㣿㧦☯㹾ٻډڌٻٻ
ٻṗٻ┺㦢ٻڇⰢ┺ٻډ㧦☯㹾ٻ♲㩲㧧ٻ㩗䞿䞮Ợٻ㤊㏷䞮₆㠦ٻ㧊㌗㦚ٻ㧎ڌڌٻڕ㔏䞿㧦☯㹾ٻډڍ
ٻ⪲㔏䞿㧦☯㹾ٻ⯒㧊ٻὖἚ㠜㧊ٻ㔏㹾㧎㤦㠦ٻ⓪㧦☯㹾ٻ⓪䟊╏䞮ٻ䞮⋮㠦ٻ㠊ⓦٻ⳿㦮ٻ
ٻډ┺⽎ٻ
ٻ㧦☯㹾ٻ♲ٻ⪲㧊䞮ٻ㧎ڋڌٻ㔏㹾㧎㤦㧊ٻ㧎䞮㡂ٻ⪲゚㍺ٻ䔏㑮䞲ٻ⌊㦮ٻډṖٻٻٻٻٻ
ٻ㩚㫆ٻ㧊䞮㧎ٻ㧎ڋڌٻ㔏㹾㧎㤦㧊ٻἓ䡫㧦☯㹾⪲㍲ٻ⓪㩫䞮ٻ⪲ῃ䏶ᾦ䐋⪏㦒ٻډ⋮ٻٻٻٻٻ
ٻ㫛㧦☯㹾
ٻڙډڒڍډړډڔڌڋڍڗٻ㌃㩲ٻډ┺ٻٻٻ
ٻ䢪ⶒ㩗㨂ὋṚٻڇṬ㿪ἶٻ䢪ⶒ㩗㨂ὋṚ㦚ٻ㩗䞿䞲ٻ㤊㏷䞮₆㠦ٻ䢪ⶒ㦚ٻڕ䢪ⶒ㧦☯㹾ٻډڎ
ٻ➢ٻ䌧㔏䟞㦚ٻ⚦⳾ٻ㔏㹾ὋṚ㠦ٻ㔏ṳ㧊ٻ㩲㣎䞲ٻ⯒㤊㩚㧦ٻⶊỢṖٻ㽳㩗㨂䢪ⶒ㦮ٻ㦮ٻ
ٻ㧦☯㹾ٻⰤ㦖ٻ┺⽊ⶊỢٻ㔏ṳ㦮ٻ㦮ٻ
ٻ㑮䟟䞮₆ٻ㧧㠛㦚ٻ䔏㑮䞲ٻ⓪⡦ٻῂ⋲㧧㠛ٻ⋮ἂ㧎䞮Ệٻ⯒㧦☯㹾ٻ⯎┺ٻڕ䔏㑮㧦☯㹾ٻډڏ
ٻ㞚ٻ䢪ⶒ㧦☯㹾Ṗٻ⓪⡦ٻ㔏㣿㧦☯㹾ബ㔏䞿㧦☯㹾ٻ㧦☯㹾⪲㍲ٻ♲㩲㧧ٻ㩗䞿䞮Ợٻ㠦ٻ
ٻ㧦☯㹾ٻ┢ٻ
ٻٻ㌂⧢㦚ٻ㧎㦮ڍٻ⓪⡦ٻ㧎ڌٻὖἚ㠜㧊ٻ䋂₆㢖ٻ㩫ỿ㿲⩻㦮ٻ⓪⡦ٻ⨟㽳⺆₆ٻڕ㧊⮲㧦☯㹾ٻډڐ
ٻٻ⓪㧞ٻ♮㠊ٻ⪲ῂ㫆ٻ㥶㌂䞲ٻ⁎㢖ٻٻ㧦☯㹾ٻ㧊⮲㦮ٻ♲㩲㧧ٻ㩗䞿䞮Ợٻ㤊㏷䞮₆㠦ٻ
ٻ㧦☯㹾ٻ
ٻ㽳⺆₆ٻڇ⮮㫛ٻ㤦☯₆㦮ٻڇ䋂₆ബῂ㫆ٻ㧦☯㹾㦮ٻ㎎₆㭖㦖ٻῂ㦮ٻ⯎➆ٻ䟃㠦ڌ㩲ٻཛྷ
ٻٻډ┺㩫䞲ٻ⪲ῃ䏶ᾦ䐋⪏㦒ٻ⧒➆ٻ❇㠦ٻ⩻㩫ỿ㿲ٻ⓪⡦ٻ⨟
ٻڙډڎڍډڎډڎڌڋڍٻڇډڏڍډڐډڌڌڋڍٻ㍺㔶ڗ
ٻٻ㑮ٻ㎎䞶ٻ⧒➆ٻ㠦ٻ⓪㩫䞮ٻ⪲ῃ䏶ᾦ䐋⪏㦒ٻ⓪⮮㫛ٻ㧦☯㹾㦮ٻ⯎➆ٻ䟃㠦ڌ㩲ٻཝ
ٻڙډڎڍډڎډڎڌڋڍٻڇډڏڍډڐډڌڌڋڍٻṲ㩫ڗٻډ┺㧞

ٻ
ٻڸڔ⻫′ڶ
ٻ

⪏㔲䟟ٻ⻫Ⰲὖٻ㧦☯㹾
ٻ

⌊㣿
ڄ㧦☯㹾ٻٻ⓪♮㩲㣎ٻٻ㩗㣿㧊ڃڃ㫆ڍڍ㩲
ٻٻٻڄ
ٽộٻ⓪㩫䞮ٻ⪲╖䐋⪏⪏㦒ٽٻ┾㍲㠦㍲ٻ䢎ڌ㫆㩲ڍ㩲ٻڄ┺䞲ٻ⧒㧊ٽ⻫ٽٻ㧊䞮ڃ⻫Ⰲ㧦☯㹾ὖ
ٻڙډڐڍډڌڌډڌڌڋڍٻڇډڐډڍډڋڌڋڍٻڇډڐڍډڔډړڋڋڍٻṲ㩫ڗٻډ┺Ⱖ䞲ٻộ㦚ٻṗ䢎㦮ٻ┺㦢ٻ䞾㦖ٻ⧒㧊
ٻỊ㍺₆Ἒٻ⯎➆ٻỊ㍺₆ἚὖⰂ⻫㠦ٻډڌٻٻ
ٻ⏣㠛₆Ἒٻ⯎➆ٻ㽟㰚⻫㠦ٻ⏣㠛₆Ἒ䢪ٻډڍٻٻ
ٻ⨟㹾ٻ⯎➆ٻῆ㑮䛞ὖⰂ⻫㠦ٻډڎٻٻ
ٻ⨟㹾ٻ⓪♮㤊䟟ٻ㦮䞮㡂ٻὋ㭧㍶㠦ٻ⓪⡦ٻ☚Ὼٻٻډڏٻٻ
ٻ㦮⬢₆₆ٻ⯎➆ٻ㦮⬢₆₆⻫㠦ٻډڐ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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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
ٻڸڋڌ⻫′ڶ
ٻ

㔲䟟′䂯ٻ⻫Ⰲὖٻ㧦☯㹾
ٻ

⌊㣿
ٻڄڄῂٻٻ⼚㫛ٻٻ㧦☯㹾㦮ڃڃ㫆ڍڍ㩲
⮮㫛ٻ㧦☯㹾㦮ٻ⯎➆ٻ䟃㠦ڎ㩲ٻٻ䟃ڍ㫆㩲ڎ㩲ٻڄ┺䞲ٻ⧒㧊ٽ⻫ٽٻ㧊䞮ڃٻ⻫Ⰲ㧦☯㹾ὖ
ٻډ┺ῂ䞲ٻṯ㧊ٻὒڌٻ⼚䚲ٻ⧒➆ٻ㎎₆㭖㠦ٻ⼚㥶䡫ٻٻ㎎₆㭖ٻ⼚⳾′ٻ⁎ٻ⓪
ٻڙډڑډڌډڒڌڋڍٻڇډڒډڒډڐڌڋڍٻṲ㩫ڗ
ٻ
ٻڸڌڌ⻫′ڶ
ٻ

ٻ⪏㔲䟟ٻ⻫⽊㧻ٻ㧦☯㹾㏦䟊⺆㌗
ٻ

ٻ⌊㣿
ٻڄڄ⻪㥚ٻٻỊ㍺₆Ἒ㦮ڃڃ㫆ڍڍ㩲
ٻỊ㍺₆ἚὖⰂ⻫㦮ٽٻ䢎㠦㍲ڌ㫆㩲ڍ㩲ٻڄ┺䞲ٻ⧒㧊ٽ⻫ٽٻ㧊䞮ڃ⻫⽊㧻ٻ㧦☯㹾㏦䟊⺆㌗
ٻډ┺Ⱖ䞲ٻộ㦚ٻ䢎㦮ٻṗٻ┺㦢ٻ⧖㧊ٽộٻ⓪㩫䞮ٻ⪲╖䐋⪏⪏㦒ٻ㭧ٻỊ㍺₆Ἒٻ⓪ٻ㩗㣿㦚
ٻڙډڐډڍډڏڌڋڍٻṲ㩫ڗ
ٻ⩃►䝚䔎ٻډڌٻٻٻ
ٻ₆㭧₆ٻ䌖㧊㠊㔳ٻډڍٻٻٻ
ٻ⩃䆮䋂Ⰲ䔎⹏㍲䔎ٻډڎٻٻٻ
ٻ䆮䋂Ⰲ䔎䗢䝚ٻ䔎⩃㩗㨂㔳ٻډڏٻٻٻ
ٻ㞚㓺䕪䔎㌊䙂₆ٻ䔎⩃㩗㨂㔳ٻډڐٻٻٻ
ٻῊ㌃₆ٻ䌖㧊㠊㔳ٻډڑٻٻٻ
ٻṗٻ┺㦢ٻ㭧ٻ䔏㑮Ị㍺₆Ἒٻ⯎➆ٻ䢎㠦ڑڍ㩲ٻڌٻ⼚䚲ٻ⪏㔲䟟ٻ⻫ⰂỊ㍺₆Ἒὖٻډڒٻٻٻ
ٻ䔏㑮Ị㍺₆Ἒٻ⳿㦮ٻٻٻٻٻٻٻ
ٻ䔎⩃㰖Ợ㹾ٻډṖٻٻٻٻٻٻٻ
ٻ⩃☚⪲⽊㑮䔎ٻډ⋮ٻٻٻٻٻٻٻ
ٻڄ┺Ⱖ䞲ٻộ㦚ٻ㧦㭒㔳㧎ٻṖ㰚ٻ⯒⏎Ⳋ䁷㩫㧻䂮ڃ゚⏎Ⳋ䁷㩫㧻ٻډ┺ٻٻٻٻٻٻٻ
ٻ
ٻڸڍڌ⻫′ڶ
ٻ

ٻ⮶⻫ٻὖ䞲ٻ⽊䢎㠦ٻٻ㧊㣿ٻ㔶㣿㩫⽊㦮
ٻ

⌊㣿
㩲X
X]㫆GG㌃㩲GG cYWYWUYU[UeG
ٻ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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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ٻ
㩲ڍڎڎ㫆ڃڃṲ㧎㔶㣿㩫⽊㦮ٻٻ㩲Ὃ͎͎䢲㣿㠦╖ٻٻ䞲☯ٻٻ㦮ٻڄڄ
ཛ 㔶㣿㩫⽊㩲Ὃ½㧊㣿㧦ṖGṲ㧎㔶㣿㩫⽊⯒G䌖㧎㠦ỢG㩲Ὃ䞮⩺⓪Gἓ㤆㠦⓪G╖䐋⪏⪏㦒
⪲G㩫䞮⓪G㠦G➆⧒G䟊╏G㔶㣿㩫⽊㭒㼊⪲䎆G┺㦢GṗG䢎㦮G㠊ⓦG䞮⋮㠦G䟊╏䞮⓪G
㔳㦒⪲GṲ㧎㔶㣿㩫⽊⯒G㩲Ὃ䞶G➢Ⱎ┺G⹎ⰂGṲ⼚㩗㦒⪲G☯㦮⯒G㞚㟒G䞲┺UG┺
ⰢSG₆㫊㠦G☯㦮䞲G⳿㩗G⡦⓪G㧊㣿G⻪㥚㠦㍲GṲ㧎㔶㣿㩫⽊㦮G㩫䢫㎇½㾲㔶㎇㦚G㥶㰖
䞮₆G㥚䞲Gἓ㤆㠦⓪G⁎⩂䞮㰖G㞚┞䞮┺UڗٻṲ㩫ٻڙډڌڌډڍڌډړڌڋڍڇډڌڌډڎډڐڌڋڍٻ
XUG㍲ⳊG
YUG㩚㧦㍲ⳛ⻫G㩲Y㫆㩲Y䢎㠦G➆⯎G㩚㧦㍲ⳛO㍲ⳛ㧦㦮G㔺㰖ⳛ㦮⯒G䢫㧎䞶G㑮G㧞
⓪Gộ㦚GⰦ䞲┺P㧊G㧞⓪G㩚㧦ⶎ㍲O㩚㧦ⶎ㍲GG㩚㧦Ệ⧮₆⽎⻫G㩲Y㫆㩲X䢎
㠦G➆⯎G㩚㧦ⶎ㍲⯒GⰦ䞲┺PG
ZUGṲ㧎㔶㣿㩫⽊㦮G㩲ὋG⌊㣿GG㩲ὋG⳿㩗G❇㦚Gἶ⩺䞮㡂G㩫⽊G㩲ὋG☯㦮㦮G㞞㩫㎇
ὒG㔶⬆㎇㧊G䢫⽊♶G㑮G㧞⓪G㥶ⶊ㍶G䐋㔶㦒⪲GṲ㧎゚⹖⻞䢎⯒G㧛⩻䞮⓪G㔳G
[UG㥶ⶊ㍶G䐋㔶㦒⪲G☯㦮G⌊㣿㦚G䟊╏GṲ㧎㠦ỢG㞢ⰂἶG☯㦮⯒G⓪G⻫UG㧊Gἓ㤆G⽎
㧎G㡂GG☯㦮G⌊㣿SG⁎㠦G╖䞲G䟊╏GṲ㧎㦮G╋⼖㦚G㦢㎇⏏㦢䞮⓪G❇G㯳Ệ㧦⬢
⯒G䢫⽊½㥶㰖䞮㡂㟒G䞮ⳆSG╖䐋⪏⪏㦒⪲G㩫䞮⓪G㠦G➆⯎G㌂䤚Gἶ㰖㩞㹾⯒GỆ䂲
┺UG
\UG⁎G㠦G╖䐋⪏⪏㦒⪲G㩫䞮⓪G㔳ٻ
ཛྷ Ṳ㧎㔶㣿䘟Ṗ䣢㌂SGṲ㧎㌂㠛㧦㔶㣿䘟Ṗ䣢㌂SG₆㠛㔶㣿㫆䣢䣢㌂G⡦⓪G㔶㣿㩫⽊㰧㭧
₆ὖ㦒⪲䎆GṲ㧎㔶㣿㩫⽊⯒G㩲Ὃ㦒⩺⓪G㧦⓪G╖䐋⪏⪏㦒⪲G㩫䞮⓪G㠦G➆⧒G
䟊╏G㔶㣿㩫⽊㭒㼊⪲䎆G㩲X䟃GṗG䢎㦮G㠊ⓦG䞮⋮㠦G䟊╏䞮⓪G㔳㦒⪲GṲ㧎㔶㣿
㩫⽊⯒G㩲Ὃ㦚G➢Ⱎ┺GṲ⼚㩗㦒⪲G☯㦮O₆㫊㠦G☯㦮䞲G⳿㩗G⡦⓪G㧊㣿G⻪㥚㠦㍲G
Ṳ㧎㔶㣿㩫⽊㦮G㩫䢫㎇㾲㔶㎇㦚G㥶㰖䞮₆G㥚䞲Gἓ㤆⓪G㩲㣎䞲┺P⯒G㞚㟒G䞲┺UG
㧊Gἓ㤆GṲ㧎㔶㣿㩫⽊⯒G㩲Ὃ㦒⩺⓪G㧦⓪GṲ㧎㔶㣿㩫⽊㦮G㫆䣢G㔲GṲ㧎㔶㣿䘟㩦
㧊G䞮⧓䞶G㑮G㧞⓪G➢㠦⓪G䟊╏G㔶㣿㩫⽊㭒㼊㠦ỢG㧊⯒Gἶ㰖䞮㡂㟒G䞲┺UGcṲ㩫G
YWX\UZUXXUSGYWYWUYU[UeG
ཝ Ṳ㧎㔶㣿䘟Ṗ䣢㌂SGṲ㧎㌂㠛㧦㔶㣿䘟Ṗ䣢㌂SG₆㠛㔶㣿㫆䣢䣢㌂G⡦⓪G㔶㣿㩫⽊㰧㭧
₆ὖ㧊GṲ㧎㔶㣿㩫⽊⯒G㩲Y䟃㠦G➆⧒G㩲Ὃ䞮⓪Gἓ㤆㠦⓪G䟊╏GṲ㧎㔶㣿㩫⽊⯒G㩲
Ὃ㦒⩺⓪G㧦ṖG㩲Y䟃㠦G➆⯎G☯㦮⯒G㞮⓪㰖⯒G╖䐋⪏⪏㦒⪲G㩫䞮⓪G㠦G➆⧒G
䢫㧎䞮㡂㟒G䞲┺UGcṲ㩫GYWYWUYU[UeG
ཞ 㔶㣿㩫⽊䣢㌂❇㦖GṲ㧎㔶㣿㩫⽊㦮G㩲ὋGG䢲㣿ὒGὖ⩾䞮㡂G☯㦮⯒G㦚G➢㠦⓪G╖
䐋⪏⪏㦒⪲G㩫䞮⓪G㠦G➆⧒G㍲゚㓺G㩲Ὃ㦚G㥚䞮㡂G䞚㑮㩗G☯㦮㌂䟃ὒG⁎G㦮G㍶
䌳㩗G☯㦮㌂䟃㦚Gῂ䞮㡂G㍺ⳛ䞲G䤚GṗṗG☯㦮⯒G㞚㟒G䞲┺UG㧊Gἓ㤆G䞚㑮㩗G☯㦮
㌂䟃㦖G㍲゚㓺G㩲Ὃὒ㦮Gὖ⩾㎇㦚G㍺ⳛ䞮㡂㟒G䞮ⳆSG㍶䌳㩗G☯㦮㌂䟃㦖G㩫⽊㩲Ὃ㠦G
☯㦮䞮㰖G㞚┞䞶G㑮G㧞┺⓪G㌂㔺㦚Gἶ㰖䞮㡂㟒G䞲┺UڗٻṲ㩫ٻڙډڌڌډڎډڐڌڋڍٻ
ཟ 㔶㣿㩫⽊䣢㌂❇㦖G㔶㣿㩫⽊㭒㼊ṖG㍶䌳㩗G☯㦮㌂䟃㠦G☯㦮䞮㰖G㞚┞䞲┺⓪G㧊㥶⪲G
㔶㣿㩫⽊㭒㼊㠦ỢG㍲゚㓺㦮G㩲Ὃ㦚GỆ䞮㡂㍲⓪G㞚┞G♲┺UڗٻṲ㩫ٻڙډڌڌډڎډڐڌڋڍٻ
འ 㔶㣿㩫⽊䣢㌂❇O㩲`䢎㦮Z㦚G㩗㣿䞮⓪Gἓ㤆㠦⓪G◆㧊䎆㩚ⶎ₆ὖ㦚G䙂䞾䞲┺P㧊GṲ
㧎㔶㣿㩫⽊⯒G㩲Ὃ䞮⓪Gἓ㤆⪲㍲G┺㦢GṗG䢎㦮G㠊ⓦG䞮⋮㠦G䟊╏䞮⓪Gἓ㤆㠦⓪G㩲X
䟃䎆G㩲\䟃₢㰖⯒G㩗㣿䞮㰖G㞚┞䞲┺UٻcṲ㩫GYWX\UZUXXUSGYWYWUYU[Ueٻ
XUG㔶㣿㩫⽊䣢㌂GG㺚ῢ㿪㕂䣢㌂ṖG┺⯎G㔶㣿㩫⽊䣢㌂GG㺚ῢ㿪㕂䣢㌂G⡦⓪G㔶㣿
㩫⽊㰧㭧₆ὖὒG㍲⪲G㰧㭧ὖⰂ½䢲㣿䞮₆G㥚䞮㡂G㩲Ὃ䞮⓪Gἓ㤆G
YUG㩲X^㫆㩲Y䟃㠦G➆⧒G㔶㣿㩫⽊㦮G㻮Ⰲ⯒G㥚䌗䞮₆G㥚䞮㡂G㩲Ὃ䞮⓪Gἓ㤆G
ZUG㡗㠛㟧☚½䞶½䞿⼧G❇㦮G㧊㥶⪲GῢⰂ½㦮ⶊ㦮G㩚G⡦⓪G㧒⯒G㧊㩚䞮Ⳋ㍲G⁎㢖G
ὖ⩾♲GṲ㧎㔶㣿㩫⽊⯒G㩲Ὃ䞮⓪Gἓ㤆G
[UG㺚ῢ㿪㕂O㿪㕂㺚ῢ㦚G㿪㕂䞮⓪Gἓ㤆ⰢG䟊╏䞲┺PSG㧎Ṗ½䠞Ṗ㦮G⳿㩗SG₆㠛㦮G㔶㣿
☚G䕦┾SG㥶Ṗ㯳ῢ㦮G㟧㑮G❇G╖䐋⪏⪏㦒⪲G㩫䞮⓪G⳿㩗㦒⪲G㌂㣿䞮⓪G㧦㠦ỢG㩲
Ὃ䞮⓪Gἓ㤆G
\UG⻫㤦㦮G㩲㿲ⳛ⪏G⡦⓪G⻫ὖ㧊G䞲G㡗㧻㠦G➆⧒G㩲Ὃ䞮⓪Gἓ㤆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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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
]UG⻪㬚G➢ⶎ㠦G䞒䟊㧦㦮G㌳ⳛ㧊⋮G㔶㼊㠦G㕂ṗ䞲G㥚䠮G㌳㧊G㡞㌗♮⓪G❇G₊ 䞲G
㌗䢿㠦㍲G㩲\䢎㠦G➆⯎G⻫ὖ㦮G㡗㧻㦚G㦚G㔲Ṛ㩗G㡂㥶ṖG㠜⓪Gἓ㤆⪲㍲GỖ
㌂G⡦⓪G㌂⻫ἓ㺆ὖ㦮G㣪ῂ㠦G➆⧒G㩲Ὃ䞮⓪Gἓ㤆UG㧊Gἓ㤆GṲ㧎㔶㣿㩫⽊⯒G㩲Ὃ
㦖GỖ㌂⓪G㰖㼊G㠜㧊G⻫ὖ㠦ỢG㡗㧻㦚G㼃ῂ䞮㡂㟒G䞮ἶSG㌂⻫ἓ㺆ὖ㦖GỖ㌂㠦
ỢG㔶㼃䞮㡂GỖ㌂㦮G㼃ῂ⪲G㡗㧻㦚G㼃ῂ䞮㡂㟒G䞮ⳆSGṲ㧎㔶㣿㩫⽊⯒G㩲Ὃ㦖G➢
䎆GZ]㔲ṚG㧊⌊㠦G㡗㧻㦚G㰖Gⴑ䞮ⳊG㰖㼊G㠜㧊G㩲Ὃ㦖GṲ㧎㔶㣿㩫⽊
⯒G䘦₆䞮㡂㟒G䞲┺UG
^UG㫆㎎㠦Gὖ䞲G⻫⮶㠦G➆⯎G㰞ⶎ½Ỗ㌂G⡦⓪G㫆㌂⯒G㥚䞮㡂Gὖ䞶Gὖ㍲㦮G㧻㧊G㍲Ⳋ㦒
⪲G㣪ῂ䞮Ệ⋮G㫆㎎㠦Gὖ䞲G⻫⮶㠦G➆⧒G㩲㿲㦮ⶊṖG㧞⓪Gὒ㎎㧦⬢㦮G㩲Ὃ㦚G㣪
ῂ䞾㠦G➆⧒G㩲Ὃ䞮⓪Gἓ㤆G
_UGῃ㩲䡧㟓G❇㠦G➆⧒G㣎ῃ㦮G⁞㦋Ṧ☛₆ῂ㠦G⁞㦋䣢㌂ṖGṖ㰖ἶG㧞⓪GṲ㧎㔶㣿㩫
⽊⯒G㩲Ὃ䞮⓪Gἓ㤆G
`UG㩲Y㫆㩲X䢎㦮[⋮⳿GG┺⳿㦮G㩫⽊⯒GṲ㧎㔶㣿䘟Ṗ䣢㌂SGṲ㧎㌂㠛㧦㔶㣿䘟Ṗ䣢
㌂SG₆㠛㔶㣿❇ 㩲Ὃ㠛ⶊ₆㑶㔶㣿䘟Ṗ㠛ⶊ⯒G䞮⓪G₆㠛㔶㣿㫆䣢䣢㌂GG㔶㣿
㩫⽊㰧㭧₆ὖ㠦G㩲Ὃ䞮Ệ⋮G⁎⪲䎆G㩲Ὃ⓪Gἓ㤆G
`㦮YUG䐋Ἒ㧧㎇SG㡆ῂSGὋ㧋㩗G₆⪳⽊㫊G❇㦚G㥚䞮㡂GṖⳛ㩫⽊⯒G㩲Ὃ䞮⓪Gἓ㤆UG㧊G
ἓ㤆G䐋Ἒ㧧GGG
GGGGGG㎇㠦⓪G㔲㧻㫆㌂G❇G㌗㠛㩗G⳿㩗㦮G䐋Ἒ㧧㎇㦚G䙂䞾䞮ⳆSG㡆ῂ㠦⓪G㌆㠛㩗G㡆ῂ
⯒G䙂䞾䞲GGGGG
GGGGGG┺UG
`㦮ZUG㩲X^㫆㦮Y㩲X䟃㠦G➆⯎G㩫⽊㰧䞿ⶒ㦮Gἆ䞿G⳿㩗㦒⪲G◆㧊䎆㩚ⶎ₆ὖ㠦GṲ㧎
㔶㣿㩫⽊⯒G㩲ὋG
GGGGGG䞮⓪Gἓ㤆G
`㦮[UG┺㦢GṗG⳿㦮G㣪㏢⯒Gἶ⩺䞮㡂G╏㽞G㑮㰧䞲G⳿㩗ὒG㌗㿿♮㰖G㞚┞䞮⓪G⳿㩗㦒
⪲GṲ㧎㔶㣿㩫G
GGGGGG⽊⯒G㩲Ὃ䞮⓪Gἓ㤆G
GṖUG㟧G⳿㩗GṚ㦮Gὖ⩾㎇G
G⋮UG㔶㣿㩫⽊䣢㌂❇㧊G㔶㣿㩫⽊㭒㼊⪲䎆GṲ㧎㔶㣿㩫⽊⯒G㑮㰧䞲Gἓ㥚G
G┺UG䟊╏GṲ㧎㔶㣿㩫⽊㦮G㩲Ὃ㧊G㔶㣿㩫⽊㭒㼊㠦ỢG⹎䂮⓪G㡗䟻G
G⧒UG䟊╏GṲ㧎㔶㣿㩫⽊㠦G╖䞮㡂GṖⳛ㻮Ⰲ⯒G䞮⓪G❇G㔶㣿㩫⽊㦮G⽊㞞╖㺛㦚G㩗㩞䧞G
㔲䟟䞮㡖⓪G
GGGGG㰖G㡂G
XWUG㧊G⻫GG┺⯎G⻫⮶㠦G➆⧒G㩲Ὃ䞮⓪Gἓ㤆G
XXUG㩲X䢎䎆G㩲XW䢎₢㰖㦮G′㩫㠦G㭖䞮⓪Gἓ㤆⪲㍲G╖䐋⪏⪏㦒⪲G㩫䞮⓪Gἓ㤆G
ཡG㩲]䟃GṗG䢎㠦G➆⧒GṲ㧎㔶㣿㩫⽊⯒G䌖㧎㠦ỢG㩲Ὃ䞮⩺⓪G㧦G⡦⓪G㩲Ὃ㦖G㧦⓪G╖
䐋⪏⪏㦒⪲G㩫䞮⓪G㠦G➆⧒GṲ㧎㔶㣿㩫⽊㦮G㩲ὋG㌂㔺GG㧊㥶G❇㦚G㌂㩚㠦G䟊╏G
㔶㣿㩫⽊㭒㼊㠦ỢG㞢⩺㟒G䞲┺UG┺ⰢSG╖䐋⪏⪏㦒⪲G㩫䞮⓪GṖ䞒䞲G㌂㥶ṖG㧞⓪Gἓ
㤆㠦⓪G㧎䎆⎍G䢞䗮㧊㰖GỢ㨂G⡦⓪G⁎G㠦G㥶㌂䞲G⻫㦚G䐋䞮㡂G㌂䤚㠦G㞢ⰂỆ⋮G
Ὃ㔲䞶G㑮G㧞┺UGڗṲ㩫ٻڙډڌڌډڎډڐڌڋڍٻڇډڔڌډڐډڌڌڋڍٻ
རG㩲]䟃㩲Z䢎㠦G➆⧒GṲ㧎㔶㣿㩫⽊⯒G䌖㧎㠦ỢG㩲Ὃ䞮⓪G㔶㣿㩫⽊㩲Ὃ½㧊㣿㧦⪲㍲G╖
䐋⪏⪏㦒⪲G㩫䞮⓪G㧦⓪G㩲Ὃ䞮⓪G㔶㣿㩫⽊㦮G⻪㥚G❇G╖䐋⪏⪏㦒⪲G㩫䞮⓪G㌂䟃㠦G
ὖ䞮㡂G⁞㦋㥚㤦䣢㦮G㔏㧎㦚G㞚㟒G䞲┺UGڗṲ㩫ڙډڌڌډڎډڐڌڋڍٻG
ལG㩲_䟃㠦G➆⯎G㔏㧎㦚G㞚GṲ㧎㔶㣿㩫⽊⯒G㩲Ὃ㦖G㧦⓪G䟊╏GṲ㧎㔶㣿㩫⽊⯒G⁞㦋
㥚㤦䣢ṖG㩫䞮⓪G㠦G➆⧒G䡚㨂GỆ⧮G㭧㧎G㔶㣿㩫⽊㭒㼊㦮GṲ㧎㔶㣿㩫⽊㢖GⰂ䞮
㡂GὖⰂ䞮㡂㟒G䞲┺UڗٻṲ㩫ڙډڌڌډڎډڐڌڋڍٻG
ཤG㔶㣿㩫⽊䣢㌂❇㧊GṲ㧎㔶㣿㩫⽊⯒G㩲Ὃ䞮⓪Gἓ㤆㠦⓪G⁞㦋㥚㤦䣢ṖG㩫䞮㡂Gἶ㔲䞮
⓪G㠦G➆⧒GṲ㧎㔶㣿㩫⽊⯒G㩲Ὃ⓪G㧦㦮G㔶㤦O葌蚕PὒG㧊㣿G⳿㩗㦚G䢫㧎䞮㡂㟒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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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
䞲┺UGڗṲ㩫ڙډڌڌډڎډڐڌڋڍٻG
ཥGṲ㧎㔶㣿㩫⽊⯒G㩲Ὃ䞲G㔶㣿㩫⽊㩲Ὃ½㧊㣿㧦⓪G㩲X䟃㠦G➆⧒G⹎ⰂGṲ⼚㩗G☯㦮⯒G
㞮⓪㰖G㡂G❇㠦G╖䞲G┺䒒㧊G㧞⓪Gἓ㤆G㧊⯒G㯳ⳛ䞮㡂㟒G䞲┺UGڗṲ㩫ڙډڌڌډڎډڐڌڋڍٻG
ٻ
㩲ڎڎ㫆ڃṲ㧎㔶㣿㩫⽊㦮ٻ㧊㣿ٻڄ
ཛGṲ㧎㔶㣿㩫⽊⓪G┺㦢GṗG䢎㦮G㠊ⓦG䞮⋮㠦G䟊╏䞮⓪Gἓ㤆㠦ⰢG㧊㣿䞮㡂㟒G䞲┺UG
XUG䟊╏G㔶㣿㩫⽊㭒㼊ṖG㔶㼃䞲G⁞㦋Ệ⧮G❇G㌗Ệ⧮ὖἚ㦮G㍺㩫GG㥶㰖G㡂G❇㦚G䕦┾
䞮₆G㥚䞲G⳿㩗㦒⪲G㧊㣿䞮⓪Gἓ㤆G
YUG㩲X䢎㦮G⳿㩗G㣎㦮G┺⯎G⳿㩗㦒⪲G㧊㣿䞮⓪Gộ㠦G╖䞮㡂G㔶㣿㩫⽊㭒㼊⪲䎆G☯㦮⯒G
㦖Gἓ㤆G
ZUGṲ㧎㧊G㰗㩧G㩲Ὃ䞲GṲ㧎㔶㣿㩫⽊O⁎GṲ㧎ὒ㦮G㌗Ệ⧮㠦㍲G㌳₊G㔶㣿㩫⽊⯒G䙂䞾䞲┺P
⯒G㩲Ὃ㦖G⳿㩗㦒⪲G㧊㣿䞮⓪Gἓ㤆O㌗䛞ὒG㍲゚㓺⯒G㏢Ṳ䞮Ệ⋮G⁎Gῂⰺ⯒Gῢ㥶䞶G
⳿㩗㦒⪲G㧊㣿䞮⓪Gἓ㤆⓪G㩲㣎䞲┺PG
[UG㩲ZY㫆㩲]䟃GṗG䢎㦮Gἓ㤆G
\UG⁎G㠦G㩲X䢎䎆G㩲[䢎₢㰖㦮G′㩫㠦G㭖䞮⓪Gἓ㤆⪲㍲G╖䐋⪏⪏㦒⪲G㩫䞮⓪Gἓ㤆G
ཛྷG㔶㣿㩫⽊䣢㌂❇㧊GṲ㧎㦮G㰞⼧SG㌗䟊G⡦⓪G⁎G㠦G㧊㢖G㥶㌂䞲G㩫⽊⯒G㑮㰧㫆㌂䞮Ệ⋮G
㩲Z㧦㠦ỢG㩲Ὃ䞮⩺ⳊG⹎ⰂG㩲ZY㫆㩲X䟃GṗG䢎㦮G㔳㦒⪲G䟊╏GṲ㧎㦮G☯㦮⯒G㞚㟒G
䞮ⳆSG╖䐋⪏⪏㦒⪲G㩫䞮⓪G⳿㩗㦒⪲ⰢG⁎G㩫⽊⯒G㧊㣿䞮㡂㟒G䞲┺UGG
㩚ⶎṲ㩫GYWYWUGYUG[UG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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㔶㣿㩫⽊㦮ٻ㧊㣿⽊ٻٻ䢎㠦ٻὖ䞲ٻ⮶⻫ٻ㔲䟟⪏ٻ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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㩲Y
Y_㫆GGOṲ
Ṳ㧎㔶㣿㩫⽊㦮G㩲
㩲Ὃ½䢲㣿㠦G╖
╖䞲G☯
☯㦮PGGG
ཛG㌃㩲GG cYWX\U`UXXUGeG
ཛྷG㔶㣿㩫⽊㩲Ὃ½㧊㣿㧦⓪G⻫G㩲ZY㫆㩲X䟃GṗG䢎G㣎㦮GG⽎ⶎ㠦G➆⧒G䟊╏G㔶㣿㩫⽊㭒㼊
⪲䎆G☯㦮⯒G㦒⩺ⳊG┺㦢GṗG䢎㦮G㌂䟃㦚G⹎ⰂG㞢⩺㟒G䞲┺UG┺ⰢSG☯㦮G㔳㦮G䔏㎇㌗G
☯㦮G⌊㣿㦚G㩚G䚲㔲䞮Ệ⋮G㞢Ⰲ₆G㠊⩺㤊Gἓ㤆㠦⓪G䟊╏G₆ὖ㦮G㧎䎆⎍G䢞䗮㧊㰖G㭒㏢
⋮G㌂㠛㧻G㩚䢪⻞䢎G❇G☯㦮G⌊㣿㦚G䢫㧎䞶G㑮G㧞⓪G⻫㦚G㞞⌊䞮ἶG☯㦮⯒G㦚G㑮G㧞
┺UGG cṲ㩫GYWX\U`UXXUSYWYWU_U[UeG
XUGṲ㧎㔶㣿㩫⽊⯒G㩲Ὃ⓪G㧦G
YUGṲ㧎㔶㣿㩫⽊⯒G㩲Ὃ⓪G㧦㦮G㧊㣿G⳿㩗G
ZUG㩲Ὃ䞮⓪GṲ㧎㔶㣿㩫⽊㦮G⌊㣿G
[UGṲ㧎㔶㣿㩫⽊⯒G㩲Ὃ⓪G㧦OṲ㧎㔶㣿䘟Ṗ䣢㌂SGṲ㧎㌂㠛㧦㔶㣿䘟Ṗ䣢㌂SG₆㠛㔶㣿㫆䣢
䣢㌂GG㔶㣿㩫⽊㰧㭧₆ὖ㦖G㩲㣎䞲┺P㦮G㩫⽊G⽊㥶G₆ṚGG㧊㣿G₆ṚG
\UG☯㦮⯒GỆ䞶GῢⰂṖG㧞┺⓪G㌂㔺GG☯㦮GỆ㠦G➆⯎G㧊㧋㧊G㧞⓪Gἓ㤆㠦⓪G⁎G㧊㧋
㦮G⌊㣿G
ཝG㔶㣿㩫⽊㩲Ὃ½㧊㣿㧦⓪G⻫G㩲ZY㫆㩲X䟃㩲[䢎㠦G➆⧒G㥶ⶊ㍶G䐋㔶㦚G䐋䞮㡂G☯㦮⯒G㦖G
ἓ㤆㠦⓪GXṲ㤪G㧊⌊㠦G㍲ⳊSG㩚㧦㤆䘎SG䦊╖㩚䢪Gⶎ㧦Ⲫ㔲㰖SG⁎G㠦G⁞㦋㥚㤦䣢ṖG㩫䞮
㡂Gἶ㔲䞮⓪G⻫㦒⪲G㩲Y䟃GṗG䢎㦮G㌂䟃㦚Gἶ㰖䞮㡂㟒G䞲┺UGcṲ㩫GYWX\U`UXXUeG
ཞG⻫G㩲ZY㫆㩲X䟃㩲\䢎㠦㍲GI╖䐋⪏⪏㦒⪲G㩫䞮⓪G㔳I㧊⧖G㩫⽊G㩲ὋG☯㦮㦮G㞞㩚㎇ὒG㔶
⬆㎇㧊G䢫⽊♶G㑮G㧞⓪G㑮┾㦚G䢲㣿䞾㦒⪲㖾G䟊╏G㔶㣿㩫⽊㭒㼊㠦ỢG☯㦮G⌊㣿㦚G㞢ⰂἶG
☯㦮㦮G㦮㌂䚲㔲⯒G䢫㧎䞮㡂G☯㦮⯒G⓪G㔳㦚GⰦ䞲┺UGcṲ㩫GYWX\U`UXXUeG
ཟG㩲[䟃㦮G㔳㦒⪲G䟊╏G㔶㣿㩫⽊㭒㼊⪲䎆GṲ㧎㔶㣿㩫⽊㦮G㩲Ὃ㠦Gὖ䞲G☯㦮⯒G⓪Gἓ
㤆G㔶㣿㩫⽊㩲Ὃ½㧊㣿㧦㢖GṲ㧎㔶㣿䘟Ṗ䣢㌂SGṲ㧎㌂㠛㧦㔶㣿䘟Ṗ䣢㌂SG₆㠛㔶㣿㫆䣢䣢
㌂G⡦⓪G㔶㣿㩫⽊㰧㭧₆ὖ㦒⪲䎆GṲ㧎㔶㣿㩫⽊⯒G㩲Ὃ㦒⩺⓪G㧦⓪G┺㦢GṗG䢎㦮G㌂
䟃G❇㦚Gἶ⩺䞮㡂G㩫⽊G㩲ὋG☯㦮㦮G㞞㩚㎇ὒG㔶⬆㎇㧊G䢫⽊♶G㑮G㧞⓪G㑮┾㦚G㺚䌳䞮㡂G
䢲㣿䞮㡂㟒G䞲┺UGG
cṲ㩫GYWX\U`UXXUSYWYWU_U[eG
XUG⁞㦋Ệ⧮G❇G㌗Ệ⧮ὖἚ㦮G㥶䡫½䔏㎇½㥚䠮☚G
YUG┺㦢GṗG⳿㦮G㠊ⓦG䞮⋮㠦G䟊╏䞮⓪G㧦㦮G㠛ⶊG⡦⓪G㠛㫛㦮G䔏㎇G
GṖU㔶㣿㩫⽊㩲Ὃ㧊㣿㧦G
G⋮UṲ㧎㔶㣿䘟Ṗ䣢㌂SGṲ㧎㌂㠛㧦㔶㣿䘟Ṗ䣢㌂SG₆㠛㔶㣿㫆䣢䣢㌂⪲䎆GṲ㧎㔶㣿㩫⽊
⯒G㩲Ὃ㦒⩺⓪G㧦G
G┺U㔶㣿㩫⽊㰧㭧₆ὖ㦒⪲䎆GṲ㧎㔶㣿㩫⽊⯒G㩲Ὃ㦒⩺⓪G㧦G
ZUG㩫⽊G㩲ὋG☯㦮⯒G㞚㟒G䞮⓪G㔶㣿㩫⽊㭒㼊㦮G㑮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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