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ɫ��Ɂɤ� ˩}� � ô�Ő� �ƿčȮ� ɰêă	� ɫ��Ɂ� ʽ�� �ˆ	� ɫ�Ɂ̟̿hɨ� Ȑȍ	�

ɫ��Ɂ�ǔȴ�� Ȑ̾�� �u	� �ʅʁʭɨ� ʅ�ɩ�  |ɩó��  � ʖȹ� ɫ��Ɂɨ� ̼Ȓɤ�

Vɫ�Ɂ̟̿hɨ� Ȑȍɉ� �ʅʁʭ� ʅ�ɨ� ʞǵɿɫ� ˅ʠWɩĮ�� ̶� Ǽ� ɰêă	� X͆ɼ�

��§�ɥ� ʖȒɣŐ� ɫ��Ɂ� ʽ�Ť� �ˆY̳�� ɰê� |ɣŐ� Ȣņʈ� ɰʞů� ȐʅŐê�

ɫ�Ɂ̟̿h	� ̉ͦ� ʓɎǔȴ� ɫ�Ɂ̟̿hh� ͆ɺȹǢ� Ȯĥ}� ȍ̾č�� ɰêʞȹ� ü̻�

Ȣņʠ�Ɲh�ȵɣƁ�ɩȹ��̵�ɩłó�̶�Ȑ˹�ʊǔĆ�Ȟʟ�ʠ̾Ď�Ɲh�ȵó�� �

�

��§�ɨ� ɫ�Ɂ̟̿h� �̾ɩ� ɶƉ� ʄʮčƂ� ɫ��Ɂ	� ͍ɤ� ɫ�ȹ� �̵� ǛúʓɨŤ�

̵̄� ɫ�� ʌʖ� ʵɮ� ɩ̾ɩĮê� ɘĵɨ� Ƈɿ�� ˍʞŤ� ɩř§Ƶó� ɫ�Ɂ̟̿hh�

��§�ɨ� ɫ�� ˕̻Ť� ƌɫ� Êʞ� ʄú̳͒ê� ǼôɣŐ� ʀį̳��  |ɥ� ü̳̾ê� ȍɺů�

˭ɑ}� ď� Ǽ� ɰó�� ɩȹ� ͆� ȍʂȹǢ� ɫ�Ɂ̟̿hɨ� ɨƗŤ� ̑ȟ̳Ȼ� ͙�ɿɫ�

ɫ�Ɂ̟̿hŤ� ɝ̵� ɘ˒�� ʁʭŤ� ƣͦ�	�  � ɘ˒ɥ� hʞ�� ��§�ɨ� ʓɎǔȴ�

ɫ�Ɂ̟̿h� �̾ɥ� ̟h̳Ȼ	� ͙�ɿɫ� ɫ�Ɂ̟̿hŤ� ɝ̵� uǥ� ƥȠɥ� ˵�̶� ̱Ɏh�

ʁȐ̳ó�� �

� �

ğĮǢ� Ʒ� Ƚ�ɨ� Ƈɿɤ� ͙�ɿɫ� ɫ�Ɂ̟̿hɨ� ɘ˒�� ɩ̾� ô�� Ɯ� ǫƽ� ʁʭŤ�

ƣͦ�	� ��§�ɩ� ͙�ɿɣŐ� Ħê� ͙ɡɿɣŐ� ʓɎǔȴ� ɫ�Ɂ̟̿hŤ� ̶� Ǽ� ɰê�

hɩĖĮɫɥ� ʅȍ̳Ɓ	� ��§�ɨ� ʓɎǔȴ� ɫ�Ɂ̟̿hɨ� ͖͆�� Ȑ˹Ť� ̟h̳�	�  �

̟hŤ� Ɲ˸ɣŐ� ͙�ɿɫ� ɫ�Ɂ̟̿hŤ� ÷Ƶ̶� Ǽ� ɰê� ʅĆɿɫ� uǥ� ƥȠɥ� Ćˈ̳Ȼ�

 
.>F>=RX�"K:F>PHKD	�.>IHKM�MH�MA>�1*�$NF:G�.B@AML��HNG<BE���NLBG>LL�:G=�$NF:G�.B@AML�.>IHKM�	�

1*� H<���$.�������	�����IKBE���	�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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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ɿɣŐ� ��§�ɩ� Ȑ͙Ǫ� ɰê� ʓɎǔȴ� ɫ�Ɂ̟̿h� ȐȍŤ� ̻̄� ɫ�ȹ� �̵�

ǛúʓɨŤ�Ɲ˸ɣŐ�ɫ��ʌʖ�ʵɮɥ�ó̳Ćő�̳§�ɝ̷ɩó�� �

�

	��¡H°�|ª¤�Q§�

�

9��¡H°�|ª�

�

�hɫ�ɝɘ͗ɨ� b � � § � � ɫ��Ɂ� ŵçȲcɤ� ɫ�Ɂ̟̿hŤ� ˩}� §�ɓɁ�

ɫ�Ɂ̟̿hɉ� ʓɎǔȴ� ɫ�Ɂ̟̿hŐ� Àã�� ɰó�� ɩ� ʖ� §�ɓɁ� ɫ�Ɂ̟̿hȹ�

ü̻Ǣê� ɩƗ� ɝ� ŵçȲȹǢ� ʽ˩Ŧȇ̈Ť� ̷̵̡� Ǜǫ̵� hɩĖĮɫɩ� ÀɅ� Ǜ˹Ő� ͆ɼ�

üƽƿɨ� ��§�ɤ� ɝ� ʽ˩Ŧȇ̈ȹ� §Ơ̻Ǣ� §�ɓɁ� ɫ�Ɂ̟̿hŤ� Ȯé� ʄĆ�

Ȑȍ̳�� ɰê� |ɣŐ� Ƶɫó�� ̳ʞů� ǔȴȹ� ü̻Ǣê�  � ƽʄɿɫ� ɫ�� Ɂ̿ɩ� ˫� Ǽ�

ɰɦȹĆ� ǀ�̳�� ��§�Ěɩ� Ȼļ� ɩɞŐ� ɫ�Ɂ̟̿hŤ� Ȑȍ̳ê� |ɥ� ¯Ŧ�� ɰê�

Ǜ͖ɩó��ğĮǢ�Ʒ�Ƚ�ê�ʓɎǔȴ�ɫ�Ɂ̟̿hȹ�ˀʂɥ�ų˅Ȯ�ʠ̶̾�|ɩó�� �

�

O��¡H°�Q§�

�

ɝ� Ƚ�ɨ� Ƈɿɥ� öǪ̳§� ɝ̻Ǣ� Ʒ� Ƚ�ê� ˩}� Ȼǩ� hʞ� Êɐɥ� ÷Ȟ� ˅ʠ̳ņ��

̵ó�� ʻ� Ʃʨê� §ȴ�� ɫ��� �ň̵� �ʅɫ�ɨ� ŶįȹǢ� ɫ�Ɂ̟̿hɨ� �ƫɿɫ�

ɨƗŤ� ɳǫͦ� ƣͦê� |ɩó�� Ē� Ʃʨê� ɝɉ� sɤ� ɫ�Ɂ̟̿hɨ� uÚɥ� Ɲ˸ɣŐ�

͙�ɿɫ�ɫ�Ɂ̟̿hɨ�ʁʭɉ�ɘ˒	�ʚ�Ʒĵɨ�Ƈɿɫ� Vɫ�ȹ��̵�ǛúʓɨŤ�̵̄�ɫ��

ʌʖ� ʵɮWɥ� ó̳§� ɝ̵� ͙�ɿɫ� ɫ�Ɂ̟̿hɨ� ʊyɩ� Ƌȶɫʞ� ƣͦê� |ɩó�� ǫ�

Ʃʨê� ͙�ɿɫ� ɫ�Ɂ̟̿hɨ� ɘ˒ȹ� ʔ̳Ȼ� ʠ̵̾� �Êɍ� Ɔƫɿɫ� ʓɎǔȴ�

ɫ�Ɂ̟̿hɨ� ǔŏŤ� Ǵu̳ê� |ɩó�� Ö� Ʃʨê� ɝɉ� sɤ� ͙�ɿɫ� ɫ�Ɂ̟̿hɨ�

ʁʭɉ�ɘ˒ɥ�ɿɐ̵�ʡɿTȭɿ�Ƚ�ƥƬɥ�̻̄���§�ɨ�ʓɎǔȴ�ɫ�Ɂ̟̿h��̾ɥ�

̑ȟ̳�� ̟h̳ê� |ɩó�� óǩ� Ʃʨê�  ļ̵� �̾� ̑ȟ�� ̟hŤ� Ɲ˸ɣŐ� ��§�ɩ�

ʓɎǔȴ� ɫ�Ɂ̟̿hŤ� ͙�ɿɩƁ� ċȍȹ� ͙ɡɿɣŐ� Ǽ̳̾§� ɝ̵� uǥ� ƥȠɥ�

ʅȍ̳ê� |ɩó�� ŭʞŮɣŐê� ͙�ɿɩƁ� ͙ɡɿɫ� ɫ�Ɂ̟̿hŤ� Ǽ̶̾� Ǽ� ɰĆő�

ʓɎǔȴ� ɫ�Ɂ̟̿hȹ� �̳Ȼ� ȐƋȹǢ� ͕ɐ� hì̵� �ʽɿɫ� hɩĖĮɫɥ� ʅɴ̳ê�

|ɩó�� �

�


��¡H°�{}�

�

9��tê�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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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ɫ�Ɂ̟̿hȹ� �̵� �Êɍ� Ǝ́ɩÀ� hɩĖĮɫ� Ƚ�Ť� ̵̄� ɫ�Ɂ̟̿hɨ� uÚ�

Ɯ�͙�ɿɫ�ɫ�Ɂ̟̿hŤ�ɝ̻�r˅ȮȪ�̶�ʁʭɿ�Ɏy��hˑɿɫ�ɘ˒Ěɥ�̑ȟ̳ɀó��

�

���� ��§�ɩ�̵̾�ʓɎǔȴ�ɫ�Ɂ̟̿h����Ƶ�Ǣȹ�ü̵�Ǝ́�ʊǔŤ�ʠ̳̾ɀ�	�

��§�ɩ� ɫ�˕̻ȹ� ȽřčȷĀ� ǔŏŤ� ̑ȟ̳§� ɝ̻� �ň� ȰŒ� ƵĆȹ� ü̻� Ǝ́�

ʊǔŤ�Ȑȍ̳ɀó��

�

���� �Êɍ� §ȴɨ� ɫ�Ɂ̟̿h� Ɔƫ� ǔŏŤ� Ǽʣ̳ɀɣƁ	� ̻ɍɨ� ɫ�Ɂ̟̿h�

hɩĖĮɫɥ�ƿǣ̳�	�ɫ�Ɂ̟̿hȹ��̵�̻ɍɨ�ƬʅĆŤ�ʊǔ̳ɀó��

�

O���t�½��

�

ǦƎɨ� Ǧ�Ť� ɝ̻� ��§�� ɫ��Ɂ� ÷úɳɉɨ� ǔʀ� ȒːƂ÷ɥ� ̻̄Ǣ� ʓɎǔȴ�

ɫ�Ɂ̟̿h� �̾ɨ� üqɥ� ̑ȟ̳ɀ�	� ɩȮ� �ň� ʀƎh�ɩǛǼ� �Ǽ	� Ǣqü̴��

Ƭ̴ʀƎü̴ɘ�ȹ}�ǦƎɨ�ɿʁǪȹ�ü̵�ɳƎɥ��̳ɀó��Ǧ�Ď�ǦƎʞ�ˀȠȹ�ü̻Ǣê�

�hɫ�ɝɘ͗� �ň� ÷úɳ	� ɫ�Ɂ̟̿hŤ� Ǽ̳̾ê� ˝Ǧ̐� ȴʽ� ÷úɳŐƽ˼� ɨ�ɥ�

ơȞ� �Êɐɥ�˄ʏ�ǦƎʞȹ�ƠɁ̳ɀó��

�

ǦƎɨ� Ƈɿɤ� ��§�ɨ� ʓɎǔȴ� ɫ�Ɂ̟̿hɨ� �̾ɥ� ɩ̻̳�� ̟h̳Ɓ	�

ɫ�Ɂ̟̿hŤ� ɩ̳̾ê� �ʄȹǢ� �ȷĀ� ÷úɳɨ� Ȯņɕ�� §ǿɿTʅĆɿ� uǥȹ� �̵�

ʅȰ� ̑ȟȹ� ʖʂɥ� Ēȷ�	� ɩļ̵� Ƈɿɥ� ɝ̻� ǦƎ� Êɐȹê� ��§�ɨ� ʓɎǔȴ�

ɫ�Ɂ̟̿h� ȍ̾ɥ� ɝ̵� ɫ̬Į	� ɫ�Ɂ̟̿h� Ȑȍ� Ȼƽ	� ʓɎǔȴ� ɫ�Ɂ̟̿hɨ� ô��

Ɯ� ʁʭɨ� Ǽ̾� ͖͆	� ͙�ɿɫ� ɫ�Ɂ̟̿hŤ� ɝ̵� ɘ˒� ʔǼ� Ȼƽ	� ʓɎǔȴ�

ɫ�Ɂ̟̿hŤ� Ȑȍ̳ƂǢ� �ê� �ˉ� ǔ̺� Ɯ� §ǿɿTʅĆɿ� uǥɥ� ɝ̵� ʅȰ� Ĝɥ�

̷̡̽ó���ƽő ���ǦƎʞ�ʱʊ�� �

�

ǦƎ� ʊǔ� üǛɤ� ��Ť� ǀǼɐ̵� �ȼɳˑôʽ� ˈɳTˈȽ§�ɥ� ̷̡̳Ȼ � � �� Ù�

�§ȴ	� ʔʄƽ§�	� §˱��§�	� ʞƥ�§ȴ	� �ȼɳˑôʽ� ˈɳTˈȽ§�� ʀʽɫ�

�	� uȹ� ü̻� ʄƵ�uʼ�� Ĝɥ� ̻̄� ɫ��Ɂ� ÷úɳɨ� ɩť	� Ǵǵ� ƽǢ	� ɩŽɬɥ�

̷̵̡� ȽįʶŤ� ơȞ� uƳɿɣŐ� ǔʀ� Ƚįɥ� ˍ̳ɀó�� ɩ� �ʄȹǢ� ɫ��Ɂ� ÷úɳ�

ɳʽh� ȵê� �ɑ	� Ǽ� ʭŏɨ� ȍĆȹĆ� ǀ�̳�� ȽįʶŤ� �̶� Ǽ� ȵwÀ� Ƚį� ɳʽh� Ƞ�

čê��ɑ	�ƄȍɿɣŐ�ǦƎ�ʊǔȹ�ɧ̳ʞ�ȡ�óê�ɨǔŤ�̦ȍ̵��ɑŤ�ʅɍ̵� ��� uɨ�

��§�ɥ�ǛüŐ�ǦƎ�ʊǔŤ�Ȑȍ̳ɀó��  

 
� �|_Ŏ}łŁƵ�� ��� �� ]uu�w � Ŏ}rĵ� Ñ�ī^� ŘĽň� |_� uu�w	� Ũçu�Ĭ	�

yĲœƂ�Ź� žœUžĳ�w� ��� gÉ� �ĂņÂ� }tƞĴt	� �� ť� yĲœƂ�Ź� žœUžĳ�w�

��� g��ł�}tÉ�øĎĽƞ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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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ǦƎ� ʊǔ� ƥȎɤ� ɿɤ� ǇɐɣŐ� ü�Ɔ� ʊǔŤ� ȍ̳̾§ȹ� ɞŦ̳�� ȇụ̆̈	� ˹ǆū	�

˟̫˼� Ĝɨ� §§Ť� ɩɐ̳Ȼ� ˱ɫɨ� uɯ� ȵɩ� ɧøɳh� ʟʃ� ǦƎȹ� Ƿʟ̳}� ø̶� Ǽ�

ɰê� ɫ˼×� ʊǔ� ƥƬɣŐ� ʓŐ� ʠ̳̾ɀó�� ƅ� ʭŏɨ� ɫ˼×� ʊǔ� ȍĆȹĆ� ɧøɥ� ̳ʞ�

ȡwÀ� ɫ˼×ɣŐ� ɧøɩ� Ȯņɓ� ÷úɳȹ}ê� ƵˉɿɣŐ� ǢƂɩÀ� ʀ͒Ő� ǦƎȹ� ü̵�

ɧøɥ�ơ§Ć�̳ɀó�� � �

�

ǦƎ�ʊǔê� �� Ù� � ə� �� ɬƽ˼� �� ɬ¬ʞ�ɅĮɫɣŐ�� ʭ	� �� Ù� � ə� � ɬƽ˼�

�� ɬ¬ʞ�sɤ�ƥȎɣŐ� � ʭ	� �� Ù� � ə� �� ɬƽ˼� �� ɬ¬ʞ�ɅĮɫ��ʀ͒	� Ŧ��

ǢƂɣŐ� � ʭ�ǦƎ�ʊǔŤ�ʠ̳̾ɀó��

�

X���ÍoZ�

�

ȒːƂ÷ɤ�ǦƎ�ʊǔ�ȐȍŤ�§ʔɣŐ�ǔʀƂ÷��ǔ͚Ƃ÷ɣŐ�ÀãȮ�Ȑȍ̳ɀó��ǔʀ�

ȒːƂ÷ɤ� ǦƎʞ� Ǧ�Ť� ʓ� ƇɿɣŐ� � Ƅɨ� ��§�ɨ� ɫ��Ɂ� ÷úɳɉ� � Ƅɨ�

ɩ̻��ɳ�˝Ǧ̐�ȴʽ�ʀƎh�Ť�ɬüɬ�üƂ̳Ȼ�ɫ˼ǃ̳ê�ƥȎɣŐ�ɩřȮʉó�� �

�

ǔ͚� ȒːƂ÷ɤ� ǦƎ� ʊǔ� ��Ť� Ɲ˸ɣŐ� ��§�ɨ� ɫ��Ɂ� ÷úɳ� �� Ƅ��

ɩ̻��ɳ� �� Ƅɥ� ʟʃ� üƂ� Ħê� ʀ͒�� Ƅ�� ɫ˼ǃ� ƥȎɣŐ� ʠ̳̾ɀ�	� ɩ̻��ɳ�

� Ƅɤ�ˀʂ� ŝ�ɫ˼ǃ�ƥȎɣŐ�̳ɀó�� �

�

ȒːƂ÷ɨ�ʓɎ�Êɐɤ�ǦƎ�ʊǔɨ�Êɐ��üċǴɩ̳ʞů�uƳ�ȒːƂ÷ɨ��ɑ�ǔʀȹ�

ǥ̾Ƚ�Ť� ̻̄� Ơ�ʊ͒Ď� ʡƎʞŤ� ʅɴ̳Ȼ� ƗŦ� ̮Ƃ÷ɳȹ}� ƵÊ� ͕ɐ̳ɀ�	� ʣô�

 ŝ�ɫ˼ǃɨ��ɑ���§�ɨ�ʓɎǔȴ�ɫ�Ɂ̟̿hŤ�Ǽ̻̾�Ʌ�˝Ǧ̐�ȴʽɨ�ʀƎhŤ�

üǛɣŐ��ɪƬǭ˼�Ȯ̱ɨ�͗ɨȐȹǢ�ʠ̳̾ɀó�� �

�

b��´tñ°�`�

�

ǦƎ� ʊǔ� Ɯ� ȒːƂ÷�� �ň̻Ǣ� Ǣqü̴�� Ƭ̴ʀƎü̴ɘ� ɩǛǼ� �ǼŤ�

ɳƎɝɘɣŐ� ɝˁ̳Ȼ� ƥ̿Ǫ�� ƥƬŒȹ� �̻� Ē� ʭŏȹ� zʾǢ� ɳƎɥ� ơȥ�	� ǦƎʞ�

Ǧ�ɉ�ƿǣ��ʄȹǢê�/@=��.-ɨ�ɩ͙ʄ�ʭɺɣŐƽ˼�ɳƎ��ʞɘɥ�ơȥó��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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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Ù� ɞȺ� ɫ�� ɩǔ͗ê� ɫ��� �ň̻� ƆĘ� §ȴɩ� ʞˢȪ� ̶� �ƫɫ� VɞȺ� §ȴ��

ɫ��ɩ̾�ɘ˒Wɥ�ůɺɬˑŐ�ʴ˺̽êă	�ɝ�ɘ˒ɩ�§ȴȹ��¡ɿɣŐ�Ɏ�̳ê�|ɤ�ɫ��

ʌʖ� ʵɮɩó��  � ɫ�� ʌʖ� ʵɮɥ� ó̳Ćő� ̳§� ɝ̻� ɞȺ� §ȴ�� ɫ�� ɩ̾� ɘ˒ɤ�

� hʞ	�ʚ�ʄʵɿ�Ǣȫ	�ɫ�ȹ��̵�Ǜúʓɨ	��ʅ�uǥ	�J=E=<A9LAGF�Ť�Ɏʼ̳��ɰó�� �

�

ɞȺ�§ȴ��ɫ��ɩ̾�ɘ˒� �� ɤ� Vɫ�ȹ��̵�ǛúʓɨWŤ�óɦ��sɩ��ʄ̳��ɰó�� �

�

Xɫ�ȹ�Ɨˑê�ƽʄɿ�Ɂ̿ɥ�ȎƳTɂƥTɊ̳͒��Ȯĥ}�üɧ̽êʞ�ǦƄ̳§�ɝ̻	�

§ȴɤ� ɫ�ȹ� �̵� ǛúʓɨɨƋŤ� ɩ̻̾Ȫ� ̵ó��  � ʁʭê� ɫ�ȹ� ü̵�

ȐʅɿTɷɼɿ� Ɂ̿ɥ� ̟h̳�	� Ƣ�̵� ǔȐȹ� §ˀ̻� ̸̳̄�� ̾ċ̳�	�  �

Ơɧɥ�˅ɿ̳��Ȯĥ}� �Ɂ̿ȹ�üɧ̽êʞ�Ǵ̳̄ê�|ɥ�̷̵̡ó�Y�

�

ʚ� ƆĘ�§ȴɩ�ɫ��ʌʖ�ʵɮɥ�ó̳§�ɝ̻Ǣê��ʅɉ�ʄʵɿ�Ǣȫ�ɍȹ�ɫ�ȹ��̵�

ǛúʓɨɨƋŤ� ɩ̻̾Ȫ� ̳êă	� ɩ� ǛúʓɨɨƋɨ� ɩ̾� ʁʭȹê� ˄Ǵ̵ɨ� ƽʄɿɫ�

Ɂ̿ɥ� V̟hW̳�	� �̟hŤ�̻̄�Ƣ�̵�ǔȐɥ� ���§�ɨ�ɨǔ��ʄ��ʄȹ�� V̸̄W̳�	�

Ƣ�̵� ǔȐȹ� §ˀ̻� V̾ċW̳�	� �ƽʄɿɫ� Ɂ̿ȹ� ü̵� ��§�ɨ� üɧɨ� ͙�Ǫɥ��

V˅ɿW̳Ɓ	�Ȯĥ}� �Ɂ̿ȹ�üɧ̽êʞ� VǴ̄W̳ê�|ɥ�̷̡ȍˢȪ�̵óê�|ɩó�� �

�

 Ľă�ǛúʓɨɨƋ�ɩ̾ʁʭŤ��Ǫ̳ê�˄Ǵ̵ɨ�͕ċɫ� V̸̄W	� V̾ċW	� V˅ɿW	� VǴ̄Wɨ�

ʀʅh� čê� |ɩ� ɫ�ȹ� �̵� ƽʄɿɫ� Ɂ̿ɥ� V̟hW̳ê� |ɩó�� ƽʄɿɫ� Ɂ̿ɥ�

ȎƳ̳�� ȹ�ü̵�üɧ��͘ɩ�ȵóƂ�ĕğŤ� V̸̄W	� V̾ċW	� V˅ɿW	� VǴ̄Wɩ�ƋɨƗ̻ʞ§�

ġƎɩó�� �

�

ğĮǢ� ɫ�Ɂ̿ɥ� ̟h̳ê� Ƈɿɤ� ǛúʓɨɨƋ� ɩ̾ɨ� ̼Ȓɿɫ� Ǽô� Êʞ� hɺ�

ɑǥɿɫ� ʁʭɫ� ɫ�Ɂ̿ɥ� ̟h̳ê� |ɥ� ̻̄� ɞȺ� §ȴ�� ɫ�� ɩ̾� ɘ˒ɩ� Ɏ�̳ê�

ɫ�ɥ�ʌʖ̶�ʵɮɥ�ó̳§�ɝ̷ɩó�� �

�

ɩʶĿ� §ȴɩ� ɫ�Ɂ̟̿hŤ� ̳ê� |ɩ� ʖɎ̳óƂ� �hh� Ǵɞ̳�� ʞƦ̳ê� §ȴɣŐ�

ʄɨčê� ��§�Ć� ŭʯhʞɩó�� ̉ͦ� ȧȹǢĆ� Ȱ¥̵� Ɲɉ� sɩ� ɞȺ� �ʅƬɝɘ͗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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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ʵɮȹ��̵�ˀȠc��ʄ�ȹ�ğĮ�ɬʄ̵���§�ɨ�̾ɝŐ�ɫ̵�ɫ��˕̻ê��hɨ�

�ʅƬɝƠ�ʵɮɥ��Ǫ̶�Ǽ�ɰ§�ġƎɩó�� �

�

	��²K¢éÛ9°�°v�

�

͔�Ɂ̟̿hȹǢ� ȍɴĎ� Ɂ̟̿hê� ɬʄ̵� ̬Őʆ̈	� ̬Ő ĸ	� ʄʵ	� �͘ɨ� Ɂ̿ɥ�

̟h̳ê� ǼôɩÀ� ʁʭɩó�� ğĮǢ� ɫ�Ɂ̟̿hê� Ȯģ� ̬Őʆ̈À� ̬Ő ĸɩÀ�

ʄʵɩÀ� �͘ɩ� ɫ�ȹ� Ɨˑê� Ɂ̿ɥ� ̟h̳ê� ǼôɩÀ� ʁʭĮ�� ̶� Ǽ� ɰó�� �

ɫ�Ɂ̟̿hê�ƠĖȍ�§ȴɨ�̬Őʆ̈�ǔȴ�h�Ɨˑê�ɫ�Ɂ̿ȹ��̵�|ȹů��̵Ďó��

Ƹ� Ǽê� ȵ��ʄƽɨ�ʄʵ�̻ɍuƢʄʵ�ɩÀ��ƫ�ʅʄ�Ƌȼ�Ɯ� ̆ɳ� ͈ʄ�ɩÀ�ʊŏ�� Ĝɩ�

Ɨˑê�ɫ�Ɂ̿ɥ�̟h̳ê�|Ć�̷̵̡ó��

�

̳ʞů� Ʒ� Ƚ�ɨ� ʓʅh� V��§�ɨ� ʓɎǔȴ� ɫ�Ɂ̟̿hWɩƖŐ� Ʒ� Ƚ�ɨ�

ɫ�Ɂ̟̿h�#ME9F� -A?@LK� $EH9;L� �KK=KKE=FL�ê� ��§�ɨ� ǔȴ�� ��§��� ǔȴ�

��ȹ� ɰê� §�ɨ� �ň� ǔȴɩ� Ɨˑê� ƽʄɿɫ� ɫ�� Ɂ̿ȹ� üɧ̳§� ɝ̻�  � Ɂ̿ɥ�

ȎƳ̳ê� ʁʭȹ� ̵ʄĎó�� ɩļ̵� ɫ�Ɂ̟̿hɨ� uÚɥ� ̑ȟ̳§� ɝ̻Ǣê�

ɫ�Ɂ̟̿hȹǢ� ű̳ê� Vɫ�W�� VɁ̿W�� V̟hWȹ� ü̵� ɩ̻h� ̱Ɏ̳ó�� ȞĵȹǢê�

Vɫ�W�� VɁ̿W�� V̟hWh� ii� Ȯģ� ɨƗɫʞŤ� Ǘ̮ê� ƥȎɣŐ� ɫ�Ɂ̟̿hɨ� uÚɥ�

̑ȟ̳ņ��̵ó�� �

�

D	� Zćć� ĉ`ñŪŖDô� Űćć� ĉ`ñŪŖD�

�

ɫ�Ɂ̟̿hɨ� uÚɥ� ȢȞƵ§ȹ� ȧǢ� ̵� hʞ� ʥ�� ÔȮhȪ� ̶� |ɤ� Vɫ�Ɂ̿ɥ�

̟h̳ê� |��KK=KKAF?� #ME9F� -A?@LK� $EH9;L�W�� Vɫ�Ɂ̟̿h�#ME9F� -A?@LK� $EH9;L�

�KK=KKE=FL�Wê� ǢŐ� �ňčȮ� ɰɣƂǢĆ� �Ƴčê� uÚɩĮê� |ɩó�� ɞȺ� §ȴ�� ɫ��

ɩ̾� ɘ˒� �� ɤ� ƆĘ� §ȴȹ� ǛúʓɨɨƋŤ� ɩ̶̾� |ɥ� Ɏ�̳ƂǢ�  � ɩ̾� ʁʭɨ�

̳ÀŐ� Vɫ�Ɂ̿ɥ�̟hW̳Į���ʄ̳��ɰʞ� Vɫ�Ɂ̟̿hWŤ�̳Į��̵�|ɤ�Ȟîó��

�

Xɫ��ɝ͂ɥ�ˏʄ̳§�ɝ̻�§ȴɤ�ǔȴ���ɨ���Ő�Ħê�§ȴɨ�͕ċɣŐ�ɫ̻�

ɫ�ȹ� Ɨ˔� Ǽ� ɰê� Ȑʅɿ�  Ŧ��Ħê� ɷɼɿ� ƽʄɿ� Ɂ̿ɥ� ȎƳ̳�� ̟h̻Ȫ�

̵ó�Y�

 
�� .>LIHGLB;BEBMR� H?� /M:M>L� ?HK� %GM>KG:MBHG:EER�3KHG@?NE��<ML	�1*� H<����������(��	� ���*HO>F;>K�

���
��$NF:G� .B@AML� �HNG<BE	� #NB=BG@� ,KBG<BIE>L� HG� $NF:G� .B@AML� %FI:<M� �LL>LLF>GML� H?� 0K:=>� :G=�

%GO>LMF>GM��@K>>F>GML	�.>IHKM�H?�MA>�/I><B:E�.:IIHKM>NK�HG�MA>�KB@AM�MH�?HH=	���$.���������==��	�

��� ><>F;>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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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ɫ�Ɂ̿ɥ� ̟h̳ê� |W�� Vɫ�Ɂ̟̿hWŤ� �Ƴ̳ê� §ʔɤ� ȲŭÀ� ʽ�ɿɩ��

�ʊɿɣŐ� ɫ�Ɂ̿ɥ� ̟h̳êʞȹ� öņɰó� � �óȍ� ű̻� Vɫ�Ɂ̟̿hWê� ʱȻɿɩ��

ƿǣɿɫ� ƥƬɥ� ǔɐ̻Ǣ� ʽ�ɿɩ�� �ʊɿɣŐ� Vɫ�Ɂ̿ɥ� ̟h̳ê� |Wɩó�� Ȯĥ}�

̳ê� |ɩ� ƿǣɿ	� ʱȻɿ	� �ʊɿ	� ʽ�ɿɫʞȹ� ü̻Ǣê� ȒːƂ÷ȹ� ʱȻ̵� Ąŭ˩�

�hɫ�§�ɨ� ǥɮ� Ƚ�ɘɫ� þ˩� ̬͌ů��AJC� #G>>E9FF�ɨ� űɥ� ĚȮƵƂ� ʊ¤� þ�

ƿƄ̳}�ɩ̶̻�Ǽ�ɰó�� �

�

Xɫ�Ɂ̟̿hê�̬Őʆ̈ȹ�̉͒Ď�|ɩ��ʽ˩Ŧȇ̈�ʖȒɨ�ʊǔh�ȞîĮ� 

�ʽ˩Ŧȇ̈Ť�hɩĖ�ǙȞǢ�͆ɺ�ƥƎ��ɩ̻��ɳȹ�ü̵�Ⱦŧ�GH=F
=F<=<��

ʡƎɥ�hʞ��ÜċɳǑ�ȞîĮ�ʞȼ�ʓƘ�Ĝ�óȭ̵�ɩ̻��ɳŤ�ůÀǢ�ʅ�ɳh

�ćŪɿɣŐ�ʠ̻̾Ȫ�̵ó�� �Z��ɑŦh�ɫ�Ɂ̟̿hŤ�̶�ġȹê�ǔʀȹ�Ȯģ�ǔ

ȴɫʞ�ʊǔ̵ó��ɂŤ�ĚȮ�̔Ƀɬ��ň�ǔȴɩĮƂ	�̔Ƀɬ�ʀƎhĚɥ�ůÀǢ�̔

Ƀɬɩ�Ƌȶɫʞȹ�ü̻� Ŧ��ɩŒɿɣŐ�̔Ƀɬ�ǔȴɣŐ�ɫ̵�Ɂ̿ɩ�Ƌȶɫʞ

ȹ�ü̻��ʽɿɣŐ�ʊǔ̵ó�� �óɦȹ�͗ǔɨ�ü̦�Ħê�ŵîɾŤ�ɫ˼ǃ̳ƂǢ

�Êƽ�ʁʭɉ�§ȴɨ�ɓɁ�Ƈ̦�Ĝȹ�ü̻�ʡƎɥ�̵ó��ȐʅŐ�§ȴɨ�hˑÀ�Ƈ

̦h�Ȯĥ}�ɩ̾č��ɰêʞ�ü̦h�ȵê�ɳŦȹǢ�͗ǔɨ�ȐƋɳɉ�˅hŐ�ɫ˼

ǃŤ�̵ó�� �͚ȹ�ɍƽ�ɩ̻��ɳ�ɫ˼ǃ�Ɯ�͆ɺ�ƥƎ�ʊǔŤ�ʠ̻̾�ʞȼ�ʓ

Ƙ�Ĝȹ�ü̵�Ɂ̿ɥ�ʊǔ̵ó�� �Z��Ąŭ˩��hɫ�§�h�ɫ�Ɂ̟̿hŤ�̶�ġ�

͗ǔh�ɳȏɩ�ǫɓ�ʁʭüŐ��Ɂɥ�̳��ɰêʞ�Ǘ̜ƵƂǢ	�Üċɳɉ�ʞȼʓƘ�

Ĝ�óȭ̵�ǔıĚɥ�ɫ˼ǃ̽ó��ÖȉŃɨ�̔Ƀɬ�ǔȴȹ�ü̻�ɫ�Ɂ̟̿hŤ�̶�

ġ�ɑŦê� �Ƅ�ɩǛɨ�ɩ̻��ɳŤ�ůÈó�� �Z��Ȓǔ�9M<AL�ɉ�ɫ�Ɂ̟̿hɨ�

ʭɩê�ʀɳh�ʽ˩Ŧȇ̈Ť�hʞ��͗ǔÀ�Üċɳ�ɝʓŐ�jôͦ�ʊǔŤ�̳ê�Ǝ

Ǣ�ɝʓɨ�ʊǔĮƂ	�͚ɳê�͗ǔɉ�ÜċɳǑ�ȞîĮ�ʞȼ�ʓƘɩÀ�ʄƽ��Ƌɘ�

Ĝ�óȭ̵�ɩ̻��ɳŤ�ʱȻŤ�̳Ćő�̳��Ⱦŧ�ʡƎɥ�hʞ��͆ɺɥ�ƥƎɥ�̳

ƂǢ��ʅɫ����ÊƬɥ�§ʔɣŐ�ʊǔ̳��ɫ�Ɂ̿ɨ�¢Ʒ�ɘɫ�JGGL� ;9MK=K�

ɥ�̑ȟ̳ê�|ɩó�Y�ɩ̻��ɳ� ���

�

ğĮǢ� ɞȺ� §ȴ�� ɫ�� ɩ̾� ɘ˒� ���:�ȹ� ğŢƂ� Vɫ�Ɂ̿ɥ� ̟h̳ê� |Wɤ� ƆĘ�

§ȴȹ� Ɏ�čê� |ɩʞů� Vɫ�Ɂ̟̿hWȹ� ü̵� Ɏ�ê� X§ȴɨ� �Ɔ	� Ȓi̵� ɫ�Ɂ̿ɨ�

ɝ͂	�ǔȴ�ɓɁɨ�Ǫ���͔�Yȹ�ğĮ�óŢó��� �

 
��):KMBG�3HKMF:GG	� 0A>� BGLMBMNMBHG:EBS:MBHG� H?� ANF:G� KB@AML� BFI:<M� :LL>LLF>GML�� MA>� <:L>� H?� MA>�

!NKHI>:G�1GBHG	�":<A;>K>B<A�.><AMLPBLL>GL<A:?M�=>K�&NLMNL
(B>;B@
1GBO>KLBM:̈M�#B>V	�����II����

���� �
� �ŌkŇ� ÌƂ� Ùª� �ĬŌ� WƲrį� ßƂ�� öŝŘŎ� ĵƧXň� Ɨ_ƤĦ� ƞŨÎ	� Ùª� �Ĭį�

WƲrĵƧƗ_XÉ� ƞ²t� Ơ� Ď� ĭ�� kv� ÌŰ_ŨŌ��� �Ĭŋ� ~Ù_� Ŕt� þĬ� Ŀĵŋ� Ĉov�

Ʋrį� ®²� Ŏ}� łƩŌ� �Ň� rľį�� �Šį� �ĬŌ� Ƥķ�� �ĨƟ� �þƵ	� Ʋr	� cū	� Ÿ¾	� ł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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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ʞů� Vɫ�Ɂ̿ɥ� ̟h̳ê� |W�� Vɫ�Ɂ̟̿hWŤ� ɝɉ� sɩ� �Ƴ̳Ȼ� ɩ̻̳ê� |ɩ�

ȅʞ� ȡ�� ǦƄɥ� ̳ê� �ʄȹǢ� Ƀ̻Ť� ǀļɬɣ˯� ǼĆ� ɰ§� ġƎȹ� ɩ̳ȹǢê� ɞȺ�

§ȴ�� ɫ�� ɩ̾� ɘ˒ȹǢ� ű̳ê� Vɫ�Ɂ̿ɥ� ̟h̳ê� |Wɥ� �ɨɨ� ɫ�Ɂ̟̿hĮ��

˖̳�	�ʱȻɿɩ��ƿǣɿɫ�ƥƬȹ�ɨ̻�ʽ�ɿɩ���ʊɿɣŐ�Ȑȍ̳ê� Vɫ�Ɂ̟̿hWê�

͈ɨɨ� ɫ�Ɂ̟̿h� Êʞê� ʄȎ� ɫ�Ɂ̟̿hĮ� ƽŢņ�� ̵ó��  łóƂ� Óɤ� ɨƗɨ�

ɫ�Ɂ̟̿h�ʖȹǢ�ʄȎ�ɫ�Ɂ̟̿hh�Ȟð�|ɤ� Vjɩ�ɫ�Ɂ̟̿hWh�ď�|ɩó�� �

�

ʎɤ� ɨƗɨ� ɫ�Ɂ̟̿h�ʄȎ� ɫ�Ɂ̟̿h�Ę� jɩ� ɫ�Ɂ̟̿hĘ� Ȼ§Ǣɨ� Vɫ�Wɨ�

�ʅɿɣŐ�ɫʄčê�ɫ�ɩ�	� VɁ̿Wɤ� �¦ʄɿɫ�Ɂ̿ɩ�ȞîĮ��ƽʄɿɫ�Ɂ̿ɣŐ�§ȴɩ�

ʟʃɿɣŐ� VȪ§W̵� Ɂ̿Ǒ� ȞîĮ� jʃɿɣŐ� V§ȻW̳wÀ� Vʟʃ� Ƚ�Wčê� ƥȎɣŐ�

ȽřĎ� Ɂ̿¬ʞ� ̷̡̳ê� |ɩƁ	� V̟hWê� ôǾͦ� ƽʄɿɫ� Ɂ̿ɥ� ȎƳ̳ê� |ȹ�  ˑê�

|ɩ�ȞîĮ� �Ɂ̿ȹ�üɧ̳ê��͘�Ĝɥ�̷̵̡ó�� �

�

k	� ĉ`ñŪŖDêÊ� Bĉ`C�

�

ɫ�Ɂ̟̿hȹǢɨ� Vɫ�Wɤ� �ʅɿɣŐ� ɫʄĎ� ɫ�ɥ� ɨƗ̵ó�� Ȼ§ȹê� ˄Ǵ̵�

ǫ�ɫ�ǥȰ�� b ȍ Ƙ ɿ � Ɯ� ʄˑɿ� �Ŧȹ� �̵� �ʅ�ȫ� �ɩ̳� Vɳɞ��ȫW� c 	�

b�ʅɿTǔ͗ɿ� Ɯ� Ǝ͒ɿ� �Ŧȹ� �̵� �ʅ�ȫ� �ɩ̳� Vǔ͗��ȫW�� c	� �ʅÜċ§�ɨ�

̼Ȓ� ͈ȫ��ǔɨ� ɳɞ	� qʅÜċ¤ʞ	� ȞċÜċ¤ʞ	� ʭƳ¤ʞȹ� �̵� � uɨ� ̼Ȓ� ͈ȫ�ɩ�

ɰó�� ɞȺ� §ȴ�� ɫ�� ɩ̾� ɘ˒� �� ɤ� V�ʅɿɣŐ� ɫʄĎ� ɫ�Wȹ� ü̻Ǣ� óɦ�� sɩ�

�ʄ̳��ɰó��

�

X§ȴɨ� ɫ�� ʌʖ� ʵɮȹǢ� ɫ�ɤ� �ʅɿɣŐ� ɫʄĎ� ɫ�ɥ� ʞ˖̵ó�� ˄Ǵ̵�

�ʅ�Ŧɺʀ�� �ʅÜċ§�ɨ� VÜċȹ� ɰȮǢɨ� §Ʒ� ɘ˒�� �Ŧȹ� �̵� $'*�

ǥȰWȹǢ�ǦƄ̳��ɰê�§Ʒɿɫ��Ŧȹ�ü̵�ɘ˒ɥ�̷̵̡ó�Y�

�

 ļÀ� §ȴȹ� ɫ�� ʌʖ� ʵɮɩ� ɰó�� ̶� ġ� ɫ�ɤ� Ȼ§ȹǢ�  ˑʞ� ȡ�� §ȴ��

ɫ�ȹ��ňĎ�ƆĘ��ʅɿɫ��Ǫ��ƫ��ȽǪ��ƫǛɨ�ɫ�ɥ�ɨƗ̵ó��ɩļ̵�ŶįȹǢ�

�ʅɿɣŐ�ɫʄĎ�ɫ�ɤ�˄Ǵ̵�Ȟĵɉ�sɩ�ʄŦ̶�Ǽ�ɰó�� �

 

 
¬į� wƟ�� Ɨ_�� ĚþÉ� ��Ĭŋ� łƩ� wÊŋ� wśŌ� ĝ�²�� Ŏ}ŋ� wśįĄ� ƞ�� k¡�
WŎ}ĵƧň� Ɨ_Xƞ�� çëŌ� ¥� Ď� Œ��� ±Ɵ� �Ĭŋ� ~Ù_� Ŕ�²¡� ŏ�� WŎ}ĵƧƗ_XÉ� ƞ£�

Ɨ_� �Ă� þĬň� Ćŝƞ�� ŚŮįĄ� þĬv� w½¤� Ŏ}� łƩŌ� ĭ��� kŌ� ƱŎ£×� �� ŌƸŋ�
ŚŮÉ�ăµƠ�Ď¡�Œň�kŌ����·��ĩ°�çëň�ĆƋƞªŨ�aį�Ŏ}į�wƟ�Ă�ŢŋŋÛį��
WČƎXŌ� ƙơ£ĩ� ŒņÞÂ	� Ŏ}ŋ� wśįĄ� ĎƦƟ� �þƵ	� Ʋr	� cū	� Ÿ¾	� łƩ� ¬į� wƟ�� Ɨ_�

vŝŌ��Ŏ}ĵƧƗ_��Ă�þĬň�ĆŝƟ�vŝv�ŌŃÉ�ugƤĦ�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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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ę`¡ĐĔ�

�

� ǫ�ɫ�ǥȰ�

� ɳɞ���ȫ�

� ǔ͗���ȫ�

�

 "%�� �� ŧÜ� Űã�

�

� �ǔɨ�ɳɞɉ�ô��ɨ�Ƶɺ�͈ȫ�$'*�͈ȫ�ʅ��͌��

� ô����ôʽ�Ǩ��͈ȫ�$'*�͈ȫ�ʅ��͌��

� qʅÜċ�͈ȫ�$'*�͈ȫ�ʅ��͌��

� qʅÜċʹ̠�͈ȫ�$'*�͈ȫ�ʅ��͌��

� ċĜƵǼ�͈ȫ�$'*�͈ȫ�ʅ�͌��

� ʭƳ��ɐ��ʟȴ��͈ȫ�$'*�͈ȫ�ʅ���͌��

� ˄ɾȽŎ͈ȫ�$'*�͈ȫ�ʅ���͌��

� h̵͍�͊˹ɨ�ȞċÜċ�͈ȫ�$'*�͈ȫ�ʅ���͌��

�

]ę`¡ĐĔê� aĘ�� ĉ`� ĠêÊ� ō½š� ¾Ų � ¶Ýâ� şy� ĊĘš� c�ê� Ñš�

Ä��ć� ĉ`� �ą� �� ÆÏşP� aĘš� ŰãW� Ìç�

�

� ȻǪȹ�ü̵�ƆĘ�͊˹ɨ�ʭƳ�ʹ̠ȹ��̵�͈ȫ� �ɩ̳� VȻǪʭƳʹ̠͈ȫW��

� Ȟċɨ��Ŧȹ��̵�͈ȫ� �ɩ̳� VȞċ�Ŧ͈ȫW��

� ɺȨɫɨ��Ŧȹ��̵�͈ȫ� �ɩ̳� VɺȨɫ�Ŧ͈ȫW��

� ƆĘ�ɩʓÜċɳɉ� �hʋɨ��Ŧ�Ƶ͌ȹ��̵��ʅ͈ȫ� �ɩ̳� VɩʓÜċɳ͈

ȫW��

� ƆĘ�͊˹ɨ�ɫʏʭƳ�ʹ̠ȹ��̵��ʅ�͈ȫ� �ɩ̳� VɫʏʭƳʹ̠͈ȫW��

� qʅȐʏɣŐƽ˼�ƆĘ�ǔıɥ�Ƶ̳͌§�ɝ̵��ʅ͈ȫ� �ɩ̳� VqʅȐʏ͈ȫW��

� �Ǝ� Ɯ� ɵ͍̳�� ǇɫĆɿɫ	� �ɏɿ� üɑÀ� ʶƪɨ� ƥʞȹ� �̵� ͈ȫ� �ɩ̳

� V�Ǝƥʞ͈ȫW��

� ǥʓƘ��ŦǥȰ�

� Ƙʋɿ	�ʏʋɿ	�ʏ�ɿ	�ȰȮɿ�ǴǼɳɨ��Ŧȹ�ü̵�ǥȰ�

� Ƣʀ��ǥȰ�

� ßƘ��ß˂ȹǢ�ɬ̳ê�ǔıĚɨ��Ŧ�ǥȰ�

�

NÒ� ����í�C�KA�������XI·N���Dä�9±_b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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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²K¢éÛ9��� 7¢é8�

�

VɁ̿Wɤ�ƽʄɿɫ�Ɂ̿ȹ�̵ʄĎó��§ȴɩ�Ɨˑê�¦ʄɿɫ�Ɂ̿ɥ�ȎƳ̳ê�|ɩ�ɨƗh�

ȵê� |ɩ� ȞîĮ� ¦ʄɿɫ� Ɂ̿ɥ� Ǵu̳ê� |ɣŐ� ɫ̻� ƽʄɿɫ� ɫ�� Ɂ̿ɥ� ȎƳ̳��

üɧ̳ê� ă� ʞɺɥ� ơɥ� Ǽ� ɰ§� ġƎɩó�� §ȴɩ� ȞƋŦ� Űɩ� Vǔ͗� �́Wɥ� ̳þĮĆ�

 |ɣŐ��ˤ�ƽʄɿɫ�ɫ��Ɂ̿ɩ�Ǜǹčʞ�ȡêóê�ʂɥ�§ȯ̶�̱Ɏh�ɰó�� �

�

Ħ̵� Ȼ§ɨ� ƽʄɿɫ� Ɂ̿ɤ� ɫ�ȹ� �̵� ƽʄɿɫ� Ɂ̿ɩó�� §ȴɩ� ̻ɋĀ� Vɝ͂�

̟h�JAKC� 9KK=KKE=FL�Wh� §ȴȹ� Ɨˑê� ɝ͂ɥ� ̟h̳ê� |ɩĮƂ� ɫ�Ɂ̟̿hê� �Ŧ�

ʓʽȹ�Ɨˑê�ƽʄɿɫ�Ɂ̿ɥ�̟h̳ê�|ɩó�� �

�

§ȴɩ�ƽʄɿɫ�Ɂ̿ȹ�Ƚřčê�ƥȎɤ�ƽʄɿɫ�Ɂ̿ɥ� VȪ§W̳ê��ɑǑ�ȞîĮ�ɞȺ�

§ȴ�� ɫ�� ɩ̾� ɘ˒� �� ɩ� �ʄ̳ê� Ɲɉ� sɩ� V§ȻW̳ê� �ɑɉ� Ǵɝ� Vʟʃ� Ƚ�Wčê�

�ɑĆ�̷̵̡ó�� �

� �

�

X§ȴɨ� ɫ�� ʌʖ� ʵɮɤ� óɦɥ� ʵɮɥ� ̷̵̡ó�� �9�� §ȴɨ� ͕ċɩ� ɫ�ȹ�

ƽʄɿɫ� Ɂ̿ɥ� Ȫ§̳wÀ� ɩȹ� §Ȼ̳ê� |ɥ� ̮̳͗�� ƽʄɿɫ� Ɂ̿ɩ�

Ƣǟ̽ɥ� ġ�  � Ɂ̿ȹ� üɧ̶� ʵɮɩ� ɰó�� �:�� ůȫ� §ȴɩ� ƽʄɿɫ� Ɂ̿ȹ�

§Ȼ̳ʞ� ȡȥþĮĆ	� §ȴɨ� ǔȴ� ��ȹǢ� ɓɁ	� ǟǖ	� ǢǇȇɉ� ʟʃɿɣŐ�

Ƚ�Ď�ɫ�ȹ�ü̵�ƽʄɿɫ�Ɂ̿ɥ�ɂƥ̳wÀ�Ɋ̳͒Ćő�ÜŇ̶�ʵɮ�Y� �

�

ɩ� ġ� Ɂ̿ɤ� Ȑʅɿɫ� Ɂ̿Ǒ� ȞîĮ� ɷɼɿɫ� Ɂ̿Ć� ̻ú̳Ɓ	� Ȑʅɿɫ� Ɂ̿ȹê�

ãɿɿɫ� Ɂ̿�� Ǵɝ� �w� ɞǖɨ� Ɂ̿�D=?9;Q� AEH9;L�Ć� ̷̡Ďó�� ãɿɿɫ� Ɂ̿ɩİ�

§ȴɨ� ͕ċ�  � ɳʽŐê� ƽʄɿɫ� ɫ�� Ɂ̿ɥ� Ƣǟȍ˭ʞ� ȡʞů� óţ� §�ɨ� ̾ɝɉ�

�̸̻Ǣ� Ɨˑê� ƽʄɿɫ� ɫ�� Ɂ̿ɩó�� �w� ɞǖ� Ɂ̿ɤ� ǥ̾� §ȴɩ� Å�� áɤ�

ƽʄɿɫ�ɫ��Ɂ̿ɥ�ɫǼ̳}�čȮ�Ɨˑê�ƽʄɿɫ�ɫ��Ɂ̿ɩó��

�

b��²K¢éÛ9��� 7Û98�

�

ɫ�Ɂ̟̿hŤ� ̳ê� Ƈɿɤ� ȎƳĎ� ɫ�Ɂ̿ȹ� üɧ̻Ǣ� ��� ɫ�ȹ� �̵� ǛúʓɨɨƋ�

ɩ̾ɥ� ̻̄� ɫ�� ʌʖ� ʵɮɥ� ó̳ê� |ɩƖŐ	� Ȼ§Ǣ� V̟hW� ȼȍ� ƽʄɿɫ� ɫ�� Ɂ̿ɥ�

ȎƳ̳ê� ă�  ˑê� |ɩ� ȞîĮ�  � ȎƳȹ� üɧ̳§� ɝ̵� üɧ� �͘ɥ� ǫɑê� |Ć�

̷̡Ď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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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Ȟh� ɫ�Ɂ̟̿hê� ʱȻɿɩ�� ƿǣɿɫ� ƥƬɥ� ̻̄� ʽ�ɿɩ�� �ʊɿɣŐ�

ɫ�Ɂ̿ɥ�̟h̳ê��ʄɩƖŐ	�ƽʄɿɫ�Ɂ̿ɥ�ȎƳW̳��üɧ��͘ɥ�ǫɑêă�Ɏ�čê�

óţ�͕ċĆ�̱Ɏ̳ó�� �

�

ƽʄɿɫ� Ɂ̿ɥ� ȎƳ̳§� ɝ̻Ǣê� ̒ô� üǛɩ� čê� Vǔȴɥ� ǥʄW̻Ȫ� ̵ó��

ɫ�Ɂ̟̿hê� VʱȻɿɫ� ƥƬWɥ� ̻̄� ɫ�Ɂ̿ɥ� ̟h̳ê� �ʄɩƖŐ�  � ǔȴ�� �ňĎ�

Vɩ̻��ɳĚɥ� ̑ȟW̻Ȫ� ̵ó�� ɫ�Ɂ̟̿hê� Vƿǣɿɫ� ƥƬWɥ� ̻̄� ɫ�Ɂ̿ɥ�

̟h̳ê��ʄɩƖŐ�̻ú� ǔȴ���ňĎ�ʓɎ� ɫ�� ɩȆŤ�̑ȟ̳�� |ɥ�hʞ��ɳŘŤ�

Ǽʣ̻Ȫ� ̳Ɓ	�  ł}� ǼʣĎ� ɳŘŤ� Ɲ˸ɣŐ� ƽʄɿɫ� ɫ�� Ɂ̿ɨ� ɞƋ	� ɞ͊	� ɘɫ	�

ȒiǪ�Ĝɥ�ƿǣ̻Ȫ�̵ó�� � �

�

üɧ� �͘ɥ� ǫɓ� ͚ȹê� üɧ� �͘ɨ� ɩ̾� Ȼƽɉ� ʄĆŤ� ͓ɫ̶� Ǽ� ɰê� Ɔî˼Ŭ�

ȍȇ̂ɥ� ŭň̻Ȫ� ̳�	� ɫ�Ɂ̟̿hh� ɘ˒ȹ� ų}� �͘üŐ� ʠ̾ɩ� čȷêʞ� ǔ͚�

̟hŤ�̻Ȫ�̳Ɓ	�ɩ�ƆĘ�|ɥ����Ƶ�Ǣȹ�÷Ȟ��u̻Ȫ�̵ó�	� �

�


��²K¢éÛ9°�«î�

�

9��ND¨¢�²K¢éÛ9¤�¾¦���²K¢éÛ9�

�

��� Ù� �hɫ�ɝɘ͗ɨ�b��§��ɫ��Ɂ�ŵçȲcɤ�ɫ�Ɂ̟̿hŤ�óɦ�� sɩ�

§�ɓɁ�ɫ�Ɂ̟̿hɉ�ʓɎǔȴ�ɫ�Ɂ̟̿hŐ��ƿ̳��ɰó�� �

�

X§��§ȴ�ɓɁ� ɫ�Ɂ̟̿hê� §ȴ� ͕ċ� ʀƠɥ� üǛɣŐ� Ȑȍ̳ê� ̟hŐ	�

ɫ��Ɂ� ʽʅ	� �ɐ	� Üċ�	� ǖȴȠʀ	� �¥Ų	� ͆ʞʓƘ� Ĝ� ̡�ɿɫ� ƿȪŤ�

üǛɣŐ� ̟hŤ� Ȑȍ̳Ɓ	� ʓɎǔȴ� ɫ�Ɂ̟̿hê� §��§ȴ�ɩ� ˅ʠ̳ê� ̉ʄ�

ǔȴɥ�üǛɣŐ�Ȑȍ̳ê�̟hŐ	�̻ú�ǔȴɩ�ɫ�ȹ�Ɨˑê�ƽʄɿ�Ɂ̿ɥ�ǔʀȹ�

̑ȟ̳��ƿǣ̳Ȼ�ɩŤ�ɂƥ̳wÀ�˄Ǵ̳͒§�ɝ̵�̟hŤ�ű̸îó�Y
� �

�

§�ɓɁ� ɫ�Ɂ̟̿hɉ� ʓɎǔȴ� ɫ�Ɂ̟̿hê� �Ɂ̟hɨ� ƫʓ��Ɂ�Ŧɉ�

ʓɎǔȴ�Ť�§ʔɣŐ�Àä�|ɣŐ�Ƶɩêă	� ļ̵��ƿ�ɳʽh�Ǝʅɬ�Ǒ�ȞîĮ�§�ɓɁ�

ɫ�Ɂ̟̿hh� ɫ�Ɂ̟̿hȹ� ̻ú̳êʞȹ� ü̻ǢĆ� ɨƎɩ� ɰó�� ɫ�Ɂ̟̿hê�

ȧȹǢĆ�ǦƄ̳ɀʞů�ʱȻɿɩ��ƿǣɿɫ�ƥƬɥ�̻̄�ʽ�ɿɩ���ʊɿɣŐ�ɫ�Ɂ̿ɥ�

 
	�ı�į��tſŴÊŚŮÉ�ƎƤ�Ş�¤�ÜŞ_�Ŏ}ĵƧƗ_��Ă�þĬň�Ćŝƞ� �ťļƟ�œÅÂ�

ĜŌt	�Ŏ}ĵƧƗ_É�ƎƤ�åpƟ�kį��ŻƤĄ�tſŴÊŚŮ_�ƷvŘŎ�}Ê�{Ş�ŕƂ_�¥�Ď�

Œ¡Ã�tſŴÊŚŮÉ�gĆƞ��Ƴ¢¡�ƙơ¤��� �

�|_Ŏ}łŁƵ	�]uu�w�Ŏ}rĵ�Ñ�ī^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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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ê� �ʄɣŐ� ƐɿTɫɿ� ɳɘɩ� Űɩ� ǴɎč�� §jĆ� Ƀĵ� zŦêă� �Ƚ� ��§�ɩ�

͆ȐɿɣŐ�ɳȏɨ�͕ċ�ʀƠȹ��̻Ǣ�ɝɉ�sɤ�ɨƗɨ�ɫ�Ɂ̟̿hŤ�̶�Ǽ�ɰêh�̳ê�

|ɩó���� �

�

Ħ̵� ʓɎǔȴ� ɫ�Ɂ̟̿hȹ� ü̻Ǣê� VʓɎWĮê� űɥ� ǔɐ̻Ǣ� Ƀ̻Ť� ǀļɬɣ˭��

ɰó�� ɫ�Ɂ̟̿hɨ� üǛɤ� §ȴɨ� ǔȴ� ʖȹǢ� ɫ�Ɂ̿ɨ� Ƣǟ� hìǪɩ� à�� Ȓi̵�

ǔȴɥ� üǛɣŐ� ̻Ȫ� ̵ó�� ʚ� �Ŧ� ʓʽɨ� ɯɺȹǢ� ɫ�Ɂ̿ɩ� ʓɎ̵� ǔȴɥ� ̟hɨ�

üǛɣŐ� ̻Ȫ� ̳ê� |ɩó�� ̳ʞů� ̟h� üǛɥ� ʓɎǔȴɩĮ�� ̦͆ɥ� ̻Ǣ� ŭˑ� §ȴɨ�

ɯɺȹǢ� ʓɎ̵� ǔȴɩĮê� Ƀ̻Ť� ʓ�� ɰó�� ȐʅŐ� �hɫ�ɝɘ͗ɨ� b � � § ��

ɫ��Ɂ�ŵçȲcȹǢê�ʓɎǔȴɥ�Ȟĵɉ�sɩ�ǦƄ̳��ɰó�� �

� �

XʓɎǔȴ� ɫ�Ɂ̟̿hŤ� Ȑȍ̳§� ɝ̻Ǣê� §��§ȴ�ɨ� ʓŇǔȴ� Ħê� ü̦ǔȴ�

ʖȹǢ��Ƙ�Ɯ�ɩ̻��ɳɨ�ɫ�ȹ�Ɂ̿�ʕ�Ǽ�ɰê�ǔȴɥ�ǥʄ̻Ȫ�̸îó�Y���

�

ğĮǢ� ʓɎǔȴ� ɫ�Ɂ̟̿hê� ôǾͦ� ǔȴ� ɫ�Ɂ̟̿hŐ� �ʾǢ� ǔɐ̳�	� V§�ɓɁ�

ɫ�Ɂ̟̿hWê�ɫ�Ɂ̟̿hɨ�ƫʓȹ�̷̡ȍ˭ʞ�ű��§ȴɩ�ǔɐ̳ê�óȭ̵�ɝ͂�̟h�

ƥȎɥ�̻̄�§ȴ�͕ċ�ʀƠȹ��̵�ȒǔŤ�̳Ćő�̳ê�|ɩ�Ɲıʟ̳ó�� �

�

O���¸�²K¢éÛ9¤��ô�²K¢éÛ9� �

�

ɫ�Ɂ̟̿hê� ǔȴ� ȍɴ� ʀȹ� ̳ê� ǔʀ� ɫ�Ɂ̟̿hɉ�  � ɩ͚ȹ� ̳ê� ǔ͚�

ɫ�Ɂ̟̿hŐ� Àå� Ǽ� ɰó�� ǔʀ� ɫ�Ɂ̟̿hê� �͘Ď� ǔȴɩ� ȍ̾ď� ġ� ǟ©� Ǽ� ɰê�

ɷɼɿ� Ɂ̿ɥ� ̟h̳ê� |ȹ� Ǉ̻	� ǔ͚� ɫ�Ɂ̟̿hê� ʠ̾ʖɫ� ǔȴɨ� Ȑʅɿ� Ɂ̿ɥ�

ˏʄ̳ê� ̳ê� |ɩó�� ǔ͚� ɫ�Ɂ̟̿hȹǢĆ� ʠ̾ʖɩ� ǔȴɩ� ͓ɺď� ġ� Ɨˑ}� ď�

ɷɼɿɫ�Ɂ̿ɥ�̟h̶�Ǽ�ɰó�� � � �

�

b � � § � � ɫ��Ɂ� ŵçȲcɤ� ʓɎǔȴ� ɫ�Ɂ̟̿hŤ� ɘ˒ɿɣŐ� ǔʀ�

ɫ�Ɂ̟̿hŐ�ɩ̻̳��ɰó�� � �

XʓɎǔȴ� ɫ�Ɂ̟̿hê� §��§ȴ�ɩ� ˅ʠ̳ê� ̉ʄ� ǔȴɥ� üǛɣŐ� Ȑȍ̳ê�

̟hŐ	� ̻ú� ǔȴɩ� ɫ�ȹ� Ɨˑê� ƽʄɿ� Ɂ̿ɥ� ǔʀȹ� ̑ȟ̳�� ƿǣ̳Ȼ� ɩŤ�

 
�� �fŇ� Ò³įĄ� |_Ŏ}łŁƵŋ� ]uu�w� Ŏ}rĵ� Ñ�ī^� ťįĄ� Ŏ}ĵƧƗ_ŋ� �ĂŌ�

£�� ŢļþĬŇ� YŎ}ÊēƆ�� þĬ� �s� ť� ĩ�� �sįĄ�� åăƠ� Ď� Œ�� ¯Üį[[rĵƳ¢�
řãŌ�ƙơ£��þĬň�Ćŝƞ��kň�}ŕƢ��Z²��ö÷�ĲĖ�ÜŞ²t�Ơ�Ď�Œ���łŋ�œÅ	�I��

����
���łŋ�œ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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ɂƥ̳wÀ� ˄Ǵ̳͒§� ɝ̵� ̟hŤ� ű̸îó�� �Z�� ̄Ǜ� �ʓɎǔȴ�� ɫ�Ɂ̟̿hê�

ȧɣŐ� Ǽ̶̾� ǔȴɥ� üǛɣŐ� Ȑȍ̳ʞů	� ɊŘĎ� ǔȴȹ� ü̻� Ȑȍ̶� �ɑ� ǔȴ�

˅ʠȹ�ɰȮ�ƽʋ̵�ƽƿɥ�ƵɊ̶�Ǽ�ɰȊîó�Y�

 
X��N��¾\°�²K¢éÛ9¤�±çD@´�¾\°�²K¢éÛ9�

�

�hɫ�ɝɘ͗ɨ�b��§��ɫ��Ɂ�ŵçȲcɤ���§��§ȴ��ʓĆɨ�ɫ�Ɂ̟̿hŤ�

ʀʅ̳��ɰó�� ļÀ�ɩ̻��ɳ�ʓĆɨ�ɫ�Ɂ̟̿h�Ɔąɩ�ȵê�|ɤ�Ȟîó�� �

�

V˜ƕî̌�ʓĆɨ�ɫ�Ɂ̟̿hWĮ�Ć�ƽŢê�ɩ̻��ɳ�ʓĆɨ�ɫ�Ɂ̟̿h��ê�§ȴɨ�

ǔȴɣŐ� ɫ̵� ɷɼɿ� Ɯ� Ȑʅɿ� Ɂ̿ȹ� ü̵� ɳŘŤ� Ǽʣ̳�� ƿǣ̳ê� ʓĆ�ɥ	� Ɂ̿ɥ�

ơê� ɩ̻��ɳ�  ŝȹ}� ʓê� |ɩó�� ɩ̻��ɳ� ʓĆɨ� ɫ�Ɂ̟̿hŤ� ̳}� čƂ�

ƽʄɿɫ�Ɂ̿ɥ�ơɤ��Ŧ�ʓʽɨ�ȼĻɩ�q͒čȮ� �ƽʄɿɫ�Ɂ̿ȹ�ȽřĎ�� §ȴ�� �ɫ��

Ƶ͌�ɨƋŤ�ƽ÷̳ê���hɉ�üĜ̵�ɯɺȹǢ�ɳȏɨ��ŦŤ�ʓɺ̶�Ǽ�ɰó�� �

�

̳ʞů� ɩ̻��ɳ� ʓĆɨ� ɫ�Ɂ̟̿hê� ̻ú� ǔȴ�� �ňĎ� §ȴɨ� Êƽ� � � ȍȇ̂ȹ�

ʃ¢̳§� ͨĚ�	� üɧ� �͘ɩ� ĆˈčþĮĆ�  |ɩ� ɨǔ�ʄ� �ʄȹ� ̸̄čê� ƥȎɣŐ�

§ȴ�ȠȹǢ�Êɼ͒čʞ�ȡȞ�ɩ̾ɨ�hìǪɩ�ÉɣƁ	� ƐɿTɫɿ�ɳɘɩ�ƽʋ̻�ʽ�ɿɩ��

�ʊɿɣŐ�̟h̳§�ͨĚó��

�

ğĮǢ� ͆ȐɿɣŐ� üƽƿɨ� ɫ�Ɂ̟̿hê� §ȴ� ʓĆ̳ȹ� ɩřȮʠó�� §ȴɩ� ˝Ǧ̐�

ȴʽ�Ĝ�ʅ �ɨ�§�ȹ�ɝ˲̳ê��ɑ�ȼȍ�§ȴ�ʓĆɨ�ɫ�Ɂ̟̿hĮ��̶�Ǽ�ɰ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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ɫ�Ɂ̟̿hɨ�� ʭɿɫ�Ƈ̦ê���§�ɨ�ƽʄɿɫ�ɫ�Ɂ̿ɥ�ȎƳ̳ê�|ɩƁ	��¡ɿ�

Ƈ̦ê� §ȴɩ� ɫ�ȹ� �̵� ǛúʓɨɨƋ� ɩ̾ɥ� ̻̄� ɫ�ʌʖ� ʵɮ	� ʚ� ɫ�Ɂ̿ȹ�

Ƚřčʞ� ȡ�	� ůɬ� ȽřĎ� �ɑȹĆ�  ȹ� ü̻� üɧ̶� ʵɮɥ� ó̳Ćő� ̳§� ɝ̷ɩó��

ɩļ̵��¡ɿɫ�Ƈɿɥ�ɝ̻�Ǽ̾čê�ɫ�Ɂ̟̿hh�͙�ɿɫ�ɫ�Ɂ̟̿hĮ�̶�Ǽ�ɰó��

ȞĵȹǢê� ɫ�Ɂ̟̿hɨ� ͙�Ǫɥ� ͓Ƶ̳§� ɝ̵� ʊyȹ� ü̻� ǦƄ̳ņ� ̵ó�� ɩļ̵�

ʊyȹê�ɫ�Ɂ̟̿hɨ�ô�À�ʁʭȹ��̵�|ɩ�ɰ�	� ɫ�Ɂ̟̿hɥ�ɩ̳̾ƂǢ�ʞˢȪ�

̶�ɘ˒ȹ��̵�|ɩ�ɰó���� �

�

���óC·²�²K¢éÛ9j�ªä�©Î�

�

ȧȹǢ� ɫ�Ɂ̟̿hɨ� ɞ͊ɥ� ǦƄ̳ƂǢ� ͆ȐɿɣŐê� ��§��ɩ̳ȹǢê� Ʒ� Ƚ�ɨ�

ʓʅh� V��§�ɨ� ʓɎǔȴ� ɫ�Ɂ̟̿hWɩƖŐ� ̱Ɏ̵� �ɑh� Ȟñ� �ɑ� §ȴɩ� Ȟð�

��§�ɩĮ�� ̉ʄ̻Ǣ� ̦̳͆ņ�� ̵ó�� ʓĆŐ� ɫ�Ɂ̟̿hh� ɩřȮʠó�� ̳ɀó��

ğĮǢ� ��§�� ʓĆɨ� ɫ�Ɂ̟̿hɨ� ̵�Ť� ¡ƶ̳§� ɝ̻Ǣê� ɩ̻��ɳh�

ɫ�Ɂ̟̿h��ʄȹ�ɨƗ�ɰ}�Īë̳ê�|ɩ�ʖɎ̳ó�� �

�

Ħ̵� ɫ�Ɂ̟̿hɨ� ɨƗŤ� Ǘ̜ƵƁ� Vɫ�W	� VɁ̿W	� V̟hWɨ� uÚɩ� ȲŭÀ� ̡�ɿɫʞ�

ǦƄ̳ɀó��ğĮǢ�ɫ�Ɂ̟̿hê�ɩļ̵�uÚɿ�ŘYÎȹ�ƽ̸̳}�Ǽ̾čȮȪ�̵ó�� �

�

 Ŧ�� ɫ�Ɂ̟̿hh�  � Ƈɿɫ� ɫ�ȹ� �̵� ǛúʓɨɨƋ� ɩ̾ɥ� ̵̄� ɫ�� ʌʖ�

ʵɮɥ�öǪ̳ê�Ǽôɩ�č§�ɝ̻�ɫ�Ɂ̟̿hê�ôǾͦ�͊Ȏɿɫ�ɎȎ̾ɝh�čȮǢê�Ƞ�

čƁ	� ƽʄɿɫ� ɫ�Ɂ̿ɥ� ơɤ� ǔıɥ� �ʅ̳�� ȽřĎ� ɨƋ� ʓʽh� ʵɮɥ� ʡ� Ǽ� ɰĆő�

̳ê�ĭÎɥ�hʞ��Ǽ̾čȮȪ�̵ó��

�

ğĮǢ� ʱȻǪ	� ̡�Ǫ	� ʵƋǪɤ� ͙�ɿɫ� ɫ�Ɂ̟̿hŤ� ɝ̻� hɺ� ʖɎ̵� ɘ˒ɩĮ��

̶�Ǽ�ɰó��  Ľă�ʱȻǪɥ�Ƶɺ̳§�ɝ̻Ǣê�ƽǼɿɣŐ�ɩ̻��ɳh��ň�ʄƵȹ�ȍɨ�

ɿʁ̳}�ʃ¢̶�Ǽ�ɰȮȪ�̳§�ġƎȹ�ŋ©Îɩ�ƵɺčȮȪ�̵ó��Ħ̵�ɫ�Ɂ̟̿hê� �

uÚɿ� ̡�Ǫȹ� ƽ̸̳}� Ǽ̾ɩ� čȮȪ� ̳À� ͆ȐɿɣŐ� Ȼļ� ǔȴɥ� ̳ê� �ɑȹê�  �

ƆĘ� ǔȴȹ� ü̻� ċȍȹ� ɫ�Ɂ̟̿hŤ� ̶� Ǽ� ȵɣƖŐ�  � ǔȴ� ʖȹ� ̟h̶� üǛɥ�

 
���*HK:�#HMSF:GG�>=BMHK�	�$:G=;HHD�HG�$NF:G�.B@AML�%FI:<M��LL>LLF>GM	�!=P:K=�!E@:�,N;EBLABG@	�

���	� II�� ��
���� įĄ�� Ƥ�� Łƃň� � g�Ųı	� ûŮï	� Ĳ¶dư	� ƏØĈ	� ųÛĈ	� Ŏ}� �Ť	�
ĵƧŋ� êł	� Ě`Ĉ� ƕ�	� ĵƧ� ĺư� şƂ�Â� ŞĖƞt� Œ��� ò� ĳ{įĄ�� ł� � gŋ� Łƃň�
Ųtƞ×Ą�Ŏ}ĵƧƗ_ŋ�ÚŘv�ŋßÉ�ĀÊt�uu�w�Ţ¡ŋ�Ŏ}ĵƧƗ_ŋ�ƟsÉ�ñĺƠ�Ď�

Œ��ŁƃņÂ�ŲıĈ	�ƏØĈ	�ųÛĈ	�ƙxĈ	�ť�Ĉň�ŞĖƞ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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ǥʄ̻Ȫ� ̵ó�� Ħ� ȎƳĎ� Ȼļ� ɫ�Ɂ̿ɩ� ɰɥ� �ɑ�  � ʖȹǢ� ɑǥɿɣŐ� üɧ̶� üǛɥ�

ǥʄ̻Ȫ�̳ê�Ǜ͖ȹ�ʶ̳}�ď�Ǽ�ɰó�� ɩ�ġ�ɿɐčê�Ƶˉɿɫ�ɘ˒ɩ�Ġ�Î�ƽʄɿɫ�

ɫ�Ɂ̿�Ƣǟ�hìǪ��ȒiǪ�ɩó��

�

D	� ĪëÎ�

�

ƽʄɿɫ� ɫ�Ɂ̿ɥ� ơê� ǔıĚ�͍ɤ� ɩ̻��ɳ�ɩ� ʓĆɿɣŐ� ɫ�Ɂ̟̿hŤ� ̳ê�

�ɑĆ� ɰʞů� üƽƿɨ� ɫ�Ɂ̟̿hê� ��§�ɨ� ʓĆŐ� ɩřȮʠó�� ɩļ̵� ��§�ɩ�

ʓĆ̳ê� ɫ�Ɂ̟̿hɨ� v�Ǫ�� ćŪǪ� ͍ɤ� ʖŪǪɥ� ÷Ƶ̳§� ɝ̻Ǣê� ɩ̻��ɳɨ�

ʱȻh�̱Ǽɿɩó�� �

�

ɩ̻��ɳɨ� ʱȻ� ȵɩê� ɫ�ȹ� �̵� ǛúʓɨŤ� ̵̄� ɫ�� ʌʖ� ʵɮ� ɩ̾ɩĮê�

�¡ɿɫ� Ƈɿɤ� ƐŒ	� ƽʄɿɫ� ɫ�Ɂ̿� ȎƳɩĮê� � ʭɿɫ� Ƈ̦Ć� öǪ̳§� ͨĚó��

ğĮǢ�ʱȻǪɤ�͙�ɿɫ�ɫ�Ɂ̟̿hŤ�ɝ̵�hɺ�̼Ȓɿɫ�ɘ˒ɩĮ��̶�Ǽ�ɰó��

�

ʱȻɨ� ʓʽh� čê� ɩ̻��ɳİ� ��§�ɨ� ̾ɝȹ� ɨ̻� Ɂ̿ɥ� ơwÀ� ơɥ� Ǽ� ɰê�

ɩ̻�AFL=J=KL�Ť� hʠ� ǔıɩÀ�  ŝɩó�� ğĮǢ� ɩ̻��ɳê� ��§�ȹ� ğĮ	�  Ŧ��

��§�ɨ�͕ċɩÀ�ǔȴȹ�ğĮ�öĮʠó����§�ɨ�̾ɝȹ�ɨ̻�Ɂ̿ɥ�ơwÀ�ơɥ�Ǽ�

ɰê� ɩ̻ȹ� ğĮ�  � ɩ̻��ɳê� �Ŧ� ʓʽĮ�� ̶� Ǽ� ɰó�� �Ŧ� ʓʽê� hɺ� ʖɎ̵�

ɩ̻��ɳɩó�� Ȼ§ȹê�Üċɳɉ� �hʋ	� ͈Ňȴʽ�Üċɳɉ� �hʋ	� ʞȼ�ʓƘ	� ǴǇɳ�

Ĝɩ�̷̡Ďó�� �

�

̳ʞů� Óɤ� ɨƗɨ� ɩ̻��ɳê� ɫ�ɥ� ʌʖ̳�� Ƶ̶͌� ɨƋ�<MLQ�h� ɰê� ʓʽ	� ʚ�

ɨƋ� ʓʽĆ� ̷̡Ďó�� Ħ̵� �Ŧ� ʓʽɉ� ɨƋ� ʓʽê� Ȟîʞů� ɫ�Ɂ̟̿hɨ� ʀƎǪ�

ʅ�Ť� ɝ̻� Ćɕɥ� ʕ� Ǽ� ɰê� §˱� ɩ̻��ɳĆ�ɰɥ� Ǽ� ɰó�� ɨƋ� ʓʽê� ǔȴɥ� ̳ê�

��§�	�  � ͈Ňȴʽ	� ̸ɴ� ̆ɳ̵� ʊɫ̈� Ưʶɨ� �ɑ� Ǉʙîȇ� ̑̈Ð	� ��§�ɨ� Ǵǵ�

ƽʶɉ� sɤ� �ň� ʄƽ� §�ɩ� ɰó�� §˱� ɩ̻��ɳɨ� ɂŐê� �ň� ̴ɳ	� ȍƘôʽ	�

�hɫ�ɝɘ͗	� �ʅ� ɫ�� §�	� üǔ�� Ĝɩ� ɰó�� Üʊɉ� ɫ�Ɉ͌ɳɨ� �ɑ� �Ŧ� ʓʽŤ�

ü̦̳êʞ� Ȼƽȹ� ğĮǢ� �Ŧ� ʓʽŐ� ƿş̶� ǼĆ� ɰ�� §˱� ɩ̻��ɳŐ� ƿş̶� ǼĆ�

ɰó�� �

�

��§�ɤ� ɩļ̵� ɩ̻��ɳh� ɫ�Ɂ̟̿h� ʀ� �ʄȹǢ� ɨƗ� ɰ}� ʱȻ̶� Ǽ� ɰĆő�

̻Ȫ� ̵ó�� ɫ�ɤ� ɫ�Ɂ̟̿hɨ� Ƈɿɩ§Ć� ̳ƂǢ� ċȍȹ� ʁʭɿɫ� ɘŦĮ�� ̶� Ǽ�

ɰɣƖŐ	� ��§�ɤ�ɩ̻��ɳh�̟Ĝ̳��ǇʭƳɿɣŐ�ɫ�Ɂ̟̿hȹ�ʱȻ̳Ćő�̻Ȫ�

̳ʞů� �̟Ĝɤ� ͊Ȏɿɫ� |ɩ� ȞîĮ� Ȑʡɿɫ� |ɩƖŐ�� �Ŧ� ʓʽ� ʖȹǢ� ̉ͦ� ˍȫ̵�

 ŝȹ�þ�ʓɨŤ�§ɔȻȪ�̵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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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Õp��

�

ɬƠɿɣŐ� ɫ�Ɂ̟̿hɨ� ̆ƄǪ� ʅ�Į�� ̳Ƃ� ɫ�Ɂ̟̿h� ��� Ƶ�ǢŤ� �u̳ê�

|� ʄĆŐ� ɩ̻̳ê� �ɑh� Űó�� ̳ʞů� ȧǢ� ǦƄ̵� Ɲɉ� sɩ� ɩ̻��ɳɨ� ʱȻê�

͙�ɿɫ� ɫ�Ɂ̟̿hɨ� ̼ȒɩƖŐ� ̆ƄǪɩİ� ôǾͦ� Ƶ�Ǣɨ� �uŤ� ̻̄� ͓Ƶ̶� Ǽ�

ɰê� |ɩ� Ȟð	� ɫ�Ɂ̟̿hɨ� ô�ɉ� ʁʭŭó� ɩ̻��ɳɨ� ʱȻŤ� Ƶɺ̳ê� |ɥ�

ɨƗ̵ó��

�

ğĮǢ� ɩ̻��ɳĚɩ� ɫ�Ɂ̟̿hɨ� ��Ǒ� ȞîĮ� �ʄ�� ƥƬŒȹ� ü̵� ʄƵŤ�

ɫ�Ɂ̟̿hɨ� ˀ§� ô�ƽ˼� ʃ¢̶� Ǽ� ɰĆő� ̻Ȫ� ̵ó�� ̉ͦ� ɩ̻��ɳê� ɫ�Ɂ̿�

üɧ� �͘ȹ� �̵� ʄƵȹ� ʃ¢ɥ� ̶� Ǽ� ɰȮȪ� ̵ó�� ɩļ̵� ʄƵ� ʃ¢�ɤ� ʱȻǪ� Ƶɺɨ�

ʀʅɬ� Ǒ� ȞîĮ�  � ɳʽh� ɫ�ɩƖŐ� ɩ̻��ɳɨ� ̉Ǫ�ȍiɺȨɫ	� ɍ�ɫ	� Ȟċ� Ĝ�ɥ�

ȿĒȹ�Ē�� Ěɩ�ȅ}�ʄƵȹ�ʃ¢̶�Ǽ�ɰĆő�̻Ȫ�̵ó��

�

X��Çs��

�

ɫ�Ɂ̟̿hh� ôǾͦ� ɎȎ̾ɝȹ�  ˑʞ� ȡ�� ɫ�ȹ� �̵� ǛúʓɨɨƋ� ɩ̾ɥ� ̻̄�

ɫ�ʌʖ� ʵɮɥ� ó̳ê� ͙�ɿɫ� Ǽôɩ� čņƂ� ɫ�Ɂ̟̿hŤ� ̻̄� ȐʡɿɣŐ� ƽʄɿɫ�

ɫ�Ɂ̿ɥ� ơɤ� ǔıĚɨ� �Ŧh� �ʅč��Ħê� ƽʄɿɫ� ɫ�Ɂ̿ɩ� ɂƥč��	� ÀȞh�

ɨƋ�ʓʽĚɩ� ļ̵�ƽʄɿɫ�ɫ�Ɂ̿ȹ�ü̻�ʵɮɥ�ó̳Ćő�̻Ȫ�̵ó�� �

�

ʵƋǪ�9;;GMFL9:ADALQ�ɤ� ɫ�Ɂ̟̿hɨ� v�Ǫ	� ʀƎǪ	� ʖŪǪ	� ćŪǪ	�

ɩ̾hìǪ�ƽʄɿɫ� ɫ�Ɂ̿ɩ� ȎƳɩ� čƂ�  |ȹ� üɧ̶� Ǽ� ɰê� hìǪ��Ć�

Ƚ�čêă� ɩļ̵� ʵƋǪɥ� ó̳§� ɝ̻Ǣê� ɫ�Ɂ̟̿hŤ� Ǽ̳̾�� ɫ�Ɂ̿ȹ� üɧ̶�

Ǽ�ɰê�ƐɿTɫɿT�ƫɿ�ɫ̬ĮŤ�r˅Ȯ�̵ó��ɩļ̵�ƐɿTɫɿT�ƫɿ�ɫ̬Įh�ʓɎǔȴ�

ɫ�Ɂ̟̿h� Ȑȍ� ɩʀȹ� ÷ƵčȮȪ� ̶� ʵƋǪɨ� Ɏ�ĮƂ� Ȟĵɉ� sɩ� ʵƋǪɥ� ɝ̻�

��§�ɩ�ɫ�Ɂ̟̿h�Ȑȍ�ɩ͚ȹ�r˅ȮȪ�̳ê�|ĚĆ�ɰó��

�

ʓɎǔȴ� ɫ�Ɂ̟̿hh� ͊Ȏɿɫ� ɎȎ̾ɝȹ�  ˑʞ� ȡɣņƂ� ȎƳĎ� ƽʄɿɫ� ɫ��

ɝ͂ȹ� üɧ̳ê� �͘ɩ� ǼŪčȮȪ� ̳�	�  ļ̵� �͘ɩ� ɩ̾č�� ɰêʞ� Ɔî˼Ŭ̶� Ǽ�

ɰê��ʊh�ůĚȮʈȪ�̳Ɓ	� ɫ�Ɂ̟̿hh�ʅüŐ�ɩ̾ɩ�čȷêʞ�ǔ͚ɿɣŐ�̟h̳ê�

§͗h� ɰȮȪ� ̳Ɓ	� ɫ�Ɂ̟̿hh� �ˉʶŦʁʭɉ� ȽċčĆő� ̻Ȫ� ̵ó�� Ȼ§Ǣ�

ȽċĎóê� |ɤ� �ˉʶŦʁʭȹǢ� ʅ§Ď� ɫ�Ɂ̿ȹ� �̵� Ǝʅh� ɫ�Ɂ̟̿h� üǛɥ�

ǥʄ̳ê� ɳŘŐ� ǔɐď� Ǽ� ɰȮȪ� ̳�	� ɫ�Ɂ̟̿hŤ� Ǽ̾� �ʄɥ� ̻̄� ĖļÃ� §ʌɨ�

�ˉʶŦʁʭɨ�̵�ɉ�Ǝʅʂɩ�uǥčȮȪ�̵óê�īɩ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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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ÝE��

�

ɩ� ɘ˒ɤ� ɫ�Ɂ̟̿hɨ� uÚȹǢ� ĆˈĎó�� ȧȹǢ� Ǘ̜Ʒ� Ɲɉ� sɩ� ɫ�Ɂ̟̿hĮ�

̶� ġɨ� ɫ�ɤ� ôǾͦ� �ÊƬǛȹǢů� Ƶɺčê� �Ŧůɥ� ɨƗ̳ê� |ɤ� ȞîƖŐ	�

��§�ɨ� ǔȴɣŐ� ƽʄɿɫ� Ɂ̿ɥ� ơɥ� Ǽ� ɰê� ɫ�ɥ� ͓ɫ̳§� ɝ̻� �ʅɿɣŐ�

ɫʄĎ�ɫ�ɥ�͓ɫ̻Ȫ�̵ó�� �

�

Ȼ§ȹê� ü̵Ƙ�ɩÀ� �̻ɍ� ǔȴɥ� ̳ê� �ɑ�� ͆ʞ� �hh� Ǉʔ̵� ɫ�� ͈ȫɩÀ� $'*�

͈ȫ	� ɂŤ� ĚȮ� �Ǝ� Ĝɥ� ú̶� ɝ͂ɩ� ɰê� �ɣŐ� ǔıɥ� ƵÊƂ� Ƞ� Ďóê�

qʅǸ͔¤ʞɘ˒�� sɤ� �ʅ�ȊƬ�� sɤ� �Ǫ� �ƫǑ� ȞîĮ� Ǵɝ� ȽǪ� �ƫ�Ƭɿɫ�

�ǵŇɤ�ȵʞů�̻ú�ɫ�ɩ�¢w̳��ɰê��ƫ�ɩĮ��̳ê�ǥȰ�ǥʓƘ��ŦǥȰ	�Ƙʋɿ	�

ʏʋɿ	� ʏ�ɿ	� ȰȮɿ� ǴǼɳɨ� �Ŧȹ� ü̵� ǥȰ	� Ƣʀ�� ǥȰ	� ßƘ�� ß˂ȹǢ� ɬ̳ê�

ǔıĚɨ� �Ŧ� ǥȰ� Ĝ�	�  Ŧ�� Ǉʔɥ� ̳ʞ� ȡɤ� ʓɎ� �ʅɫ�ʊȫɩÀ� $'*� ͈ȫ��

��Ć�̷̡Ďó�� �

�

óɦɣŐ� ɫ�Ɂ̟̿hȹǢ� ű̳ê� Ɂ̿ɤ� Ȑʅɿɫ� |Ǒ� ȞîĮ� ɷɼɿɫ� Ɂ̿Ć�

̷̡̳Ɓ	� ɞȺ� §ȴ�� ɫ�� ɩ̾� ɘ˒ȹ� ğĮ� ��§�ɩ� ʟʃ� Ȫ§̳wÀ� §Ȼ̵� |ȹ�

 ˑʞ� ȡ�� �ǔȴ	� ǟǖƐ	� ǢǇȇŤ� ̻̄�� ʟʃ� �ňčê� |¬ʞ� ƆĒ� ̷̵̡ó�� ̉ͦ�

Ɂ̿ɥ� �ņ̶� ġ� ãɿɿɫ� Ɂ̿ɩÀ� �óţ� §ȴȹ� ɨ̵� ƽʄɿɫ� Ɂ̿ɥ� ɫǼ̳}� čê�

�ɑɉ�sɤ���w�ɞǖ�Ɂ̿Ć��ņ̻Ȫ�̵ó�� �

�

ŭʞŮɣŐ�̟hê�ôǾͦ�ƽʄɿɫ�ɫ�Ɂ̿ɥ�ȎƳ̳ê�|ůɥ�ɨƗ̳ʞ�ȡêó�� ȎƳĎ�

ƽʄɿɫ�ɫ�Ɂ̿ɨ�ɘɫ��ʄĆŤ�ƿǣ̳�� ȹ� ü̵� üɧʵɥ�ŭň̳ê�üɧ� �͘� Ĝɥ�

̷̡̳ê�uÚɩó��

�

m��¿[��

�

ɩǛɿɣŐê� ̡�Ǫɥ� ̻̄� ��§�ɩ� Ǽ̳̾ê� ƆĘ� ǔȴȹ� ü̻� ɫ�Ɂ̟̿hh�

ɩřȮʈȪ� ̳�	� ůɬ� ƽʄɿɫ� ɫ�Ɂ̿ɩ� ȎƳĎ� �ɑȹê� ƆĘ� ɫ�Ɂ̿ȹ� üɧ̻Ȫ�

̵ó�� ̳ʞů� ͆ȐɿɣŐê� ƆĘ� ǔȴȹ� ü̻� ɫ�Ɂ̟̿hŤ� ̶� Ǽ� ȵê� �ɑh� ɰɣƁ�

ŭʯhʞŐ� ȎƳĎ� ƆĘ� ƽʄɿɫ� ɫ�Ɂ̿ȹ� üɧɥ� ̶� Ǽ� ȵê� �ɑĆ� ɰó�� ğĮǢ�

ɫ�Ɂ̟̿hɨ� üǛ� ǔȴɥ� ʄ̶� ġ	�  Ŧ�� ȎƳĎ� ƽʄɿɫ� ɫ�Ɂ̿ȹ� üɧ̶� ġ�

ɑǥǾɝŤ�ʄ̻Ȫ�̵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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ɩļ̵� ɑǥǾɝŤ� ʄ̳ê� §ʔɩ� čê� |ɩ� ʖüǪɩó�� ��§�ɩ� Ǽ̳̾ê� ǔȴ� ʖȹ�

ƽʄɿɫ� ɫ�Ɂ̿ɩ� Ƣǟ̶� hìǪɩ� à�	� hɺ� Ȓi̶� |ɣŐ� ɂˏčê� ǔȴɥ� ǥ˺ɥ�

̻Ȫ� ̵ó�� � ļÀ� ȒiǪ� §ʔɩ� Ƣǟ� hìǪ� §ʔƵó� þ� ɑɝȹ� ɰó�� Ħ̵� ȎƳĎ�

ƽʄɿɫ� ɫ�Ɂ̿� ʖȹǢ� hɺ� Ȓi̵� |ȹ� üɧ̻Ȫ� ̵ó�� Ȯģ� |ɩ� þ� Ȓi̵ʞê�

ƽʄɿɫ�Ɂ̿ɨ�ƫɝɉ�ʄĆ	� Ŧ��͗ƶ�hìǪɥ�̻̄�̒ô̶�Ǽ�ɰó�� � �

�

	��óC·²�²K¢éÛ9j�ªä�±è�Y@¤����¹Ä�

�

ȧǢ� ʓɎǔȴ� ɫ�Ɂ̟̿hê� ƿǣɿɩ�� ʱȻɿɫ� ƥƬɥ� ̻̄� ��§�ɨ� ǔȴɩ�

Ɨˑê�ƽʄɿɫ�Ɂ̿ɥ�ʽ�ɿɩ���ʊɿɣŐ�̟h̳ê��ʄɩĮ��ǦƄ̳ɀó�� �

�

Vƿǣɿɩ�� ʱȻɿɫ� ƥƬɥ� ̵̄� ʽ�ɿɩ�� �ʊɿɫ� ̟h� �ʄWɩ� ď� Ǽ� ɰĆő�

ɫ�Ɂ̟̿hɨ��ʽɿɫ�ô�Ť�ƫʓ̳͒ê�ƥƬɤ�óȭ̳ó�� �

�

ǫ�ɤ̾ɩ� ʅɴ̵� ɫ�Ɂ̟̿h� Ƚ��.LM<Q� GF� #ME9F� -A?@LK� $EH9;L� �KK=KKE=FL��

Ƶ�ǢȹǢê�ɫ�Ɂ̟̿hɨ�ô�Ť�óɦɨ� � ô�Ő��ƿ̳��ɰó�����ʔǇ�HJ=H9J9LAGF�	����

ǥƳ�K;J==FAF?�	����ƫɝ�Ǧʄ�K;GHAF?�	����ʝw�Ǽʣ�=NA<=F;=�?9L@=JAF?�	�����ɩ̻��ɳɉɨ��

͈ɨ�;GFKMDL9LAGF�	� ��� ƿǣ�9F9DQKAK�	� ��� �Œ�� ��� ÊŦ§�;GF;DMKAGF� 9F<�

J=;GEE=F<9LAGF�	� ��� �ɫ�Ɂ̟̿h� ɳʽȹ� ü̵�� ǔ͚� ̟hɉ� Ɔî˼Ŭ�=N9DM9LAGF� 9F<�

EGFALGJAF?�	����Ƶ�Ǣɨ�ʔǇ�HJ=H9J9LAGF�G>�L@=�J=HGJL�����

�

$!� ɉ� $�'! h� �ċɣŐ� ʅɴ̵� "MA<=� LG� #ME9F� -A?@LK� $EH9;L� �KK=KKE=FL� 9F<�

(9F9?=E=FL ê� ��� ʔǇ	� ��� ȎƳ	� ��� �ɩ̻��ɳɨ�ʱȻ	� ��� ̟h	� ��� ɾm	� ��� �Ŧ	� ���

�ɫ�Ɂ̟̿h�ɳʽȹ�ü̵��ǔ͚�̟hɨ� � ô�Ő��ƿ̳��ɰó���� �

�

Ąŭ˩��hɫ�§�ȹǢ�ʅɴ̵�#ME9F�-A?@LK�$EH9;L��KK=KKE=FL ê� ����͘��ƫɝ�Ǧʄ	�

���ɳŘ�Ǽʣ��§ʔ�̑ȟ�:9K=DAF=�<=N=DGHE=FL�	����Ɂ̿�ƿǣ	����Ɂ̿�ɾm���Ŧ	����Ƶ��

Ɯ� �ɫ�Ɂ̟̿h�ɳʽȹ�ü̵�ǔ͚�̟hɨ� � ô�Ő��ƿ̳��ɰó���� �

�

 
���3HKE=��:GD	�/MN=R�HG�$NF:G�.B@AML�%FI:<M��LL>LLF>GM	������
��� %"����%�("	�#NB=>�MH�$NF:G�.B@AML�%FI:<M��LL>LLF>GM�:G=�):G:@>F>GM	������
���  :GBLA�%GLMBMNM>�?HK�$NF:G�.B@AML	�$NF:G�.B@AML�%FI:<M��LL>LLF>GM�#NB=:G<>�:G=�0HHE;H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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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ɫ�ɝɘ͗ɨ� b��§�� ɫ��Ɂ� ŵçȲcɤ� ʓɎǔȴ� ɫ�Ɂ̟̿hɨ� ô�Ť� ����

�͘� ǼŪ	� ��� ʽ˩Ŧȇ̈� ʞ̦� ŭň	� ��� ʽ˩Ŧȇ̈� �ɟ	� ��� ɳŘ� ʅˈ	� ��� ̟h� Ɯ� ���

Ƶ�Ǣ�ɴǪ	�������Ƶ�Ǣ�Ƶ��Ɯ��uŐ�ʅȍ̳��ɰó���� �

�

Ʒ� Ƚ�ȹǢê� ɝɨ� ɳŘŤ� ʱ�̳Ȼ� ǔȴ� ɫ�Ɂ̟̿hɨ� ɩ̾� ô�Ť� �͘� ǼŪ	� ɳŘ�

Ǽʣ	�ɳŘ�ƿǣ	����Ƶ�ɨ� � ô�Ő�ƫʓ̳͒ɀêă� �ɩɞê�óɦ��só�� � �

�

ʔǇ	� ǥƳ	� ƫɝ� Ǧʄ	� �͘	� §ʔ� ̑ȟɤ� ƆĒ� �hɫ�ɝɘ͗ɨ� b��§�� ɫ��Ɂ�

ŵçȲc� Ǜɨ� TŻ� Ó¤ɩĮê� ƫʓȹ� ̷̡ď� Ǽ� ɰê� ǫƽ� ʁʭŐ� Ƶȥó��  � óɦ�

ô�Őê� ʝw� Ǽʣ� ô�� ͍ɤ� ɳŘ� Ǽʣ� ô�Į�Ć� ̶� Ǽ� ɰʞů	� Ǽʣ� üǛ�� ƥƬɨ�

óȭǪɥ� �ņ̻� ʝw� ǼʣɩĮê� ʎɤ� ɨƗɨ� űƵóê� č�� ÓĦɩĮê� ʊ¤� ̡�ɿɫ�

ɐȮŤ�ʴ˺̳ɀó��ɝ�b��§��ɫ��Ɂ�ŵçȲcɨ� Vʽ˩Ŧȇ̈Wɉ� VɳŘ�ʅˈWɤ�ɳŘŤ�

Ǽʣ̳ê�̳Àɨ�ƥƬȹ�ǀ�̳ƖŐ�ô�ɨ�ƫʓŐê�ʴ˺̳ʞ�ȡȥó�� �

�

ɝ� Ƚ�� ɳŘ� ʖȹê� Vɩ̻��ɳɉɨ� ͈ɨWÀ� Vɩ̻��ɳɨ� ʱȻWŤ� ̳Àɨ� ʁʭŐ�

̷̡̳��ɰêă	�  |ɤ�ôǾͦ�̳Àɨ�ʁʭĮ§Ƶóê�ƆĘ�ʁʭȹ��̄ɿɣŐ�ƠɁčȮȪ�

̶�ɘ˒ɩĮ��Ƶê�|ɩ�þ�ʐɥ�|�sȞ�ô�ȹ�̷̡ȍ˭ʞ�ȡȥó�� �

�

ɝ� Ƚ�� ɳŘȹǢ��ƿ̵�ƫʓ� ʖ� Åɤ� |ɤ� Ɂ̿� ƿǣ	� Ɂ̿� �Ŧ	� ��	� ɫ�Ɂ̟̿hȹ�

ü̵� ̟h	� Ɔî˼Ŭ	� Ƶ�Ǣ� ʔǇɫă	� ɩ� ʖ� Ɂ̿� �ŦÀ� ɾm�  Ŧ�� Ɔî˼Ŭɤ�

ɫ�Ɂ̟̿hɨ� ƫɝŤ� ÔȮǢê� |ɩƖŐ �	 �Ɂ̿� ƿǣ�� �Ŧ� �͘�Ɔî˼Ŭ� �͘�¬ʞů�

ƍȮ� č�� ÂËɨ� ƫʓȹ� ̷̡̽ó��  Ŧ�� ��� Ƶ�ɨ� ʖɎǪɥ� qʊ̳§� ɝ̻�

ɫ�Ɂ̟̿hȹ� ü̻� ǔ͚� ̟h̳�� ��� Ƶ�ǢŤ� ɴǪ̵� ͚�  |ɥ� �u̳ê� |ɥ� RW�

¾UĮê�ɩťɣŐ�ƍȮ�ŭʞŮ�ʁʭŐ�Ǚȥó��

�

9��@ò��l�

�

ɫ�Ɂ̟̿hŤ� Ǽ̳̾§� ɝ̵� ʻƩʨ� ô�ê� �͘� ǼŪɩó�� ��� ɩ� ô�ȹǢê� ɑǥ�

ɫ�Ɂ̟̿hŤ� Ǽ̶̾� ʓʽŤ� �Ǫ̻Ȫ� ̵ó�� ��� Ǽ̾� ʓʽh� ʄ̻ʉɣƂ� ɫ�Ɂ̟̿hɨ�

ƫɝŤ�ʄ̵ó��ʚ�ɫ�Ɂ̟̿hɨ�üǛ�ǔȴɥ�ʄ̻Ȫ�̳�� �ǔȴ���ňĎ�ɩ̻��ɳŤ�

 
���ł�Ñ�īŌ�ŞĖƞt�Œ��ŢļþĬ�Ŏ}ĵƧƗ_�� W÷ąŘŌt�ŲıŘŎ�çëň�ƎƟ�ŹsŘŌt�
{şŘŎ� Ɨ_XĹ�� hÊ_� Õt� ŹƆÊēƐį� ŧüœÅÉ� Ŷöƞı� �Ɵ� kň� ƎƤ� Ɨ_ƞ��
Ěþ�:N=BM�į���_����
�	 �ĥĄ� Ī�Ɵ� âĹ� fŌ� Ŏ}į� wƟ� Ă�ŢŋŋÛ� ŌƦŚŮÉ� {Ĉƞ�� Ƴ¢ņÂ� WƗ_X	� WƎƢX	�
WƦ¢X	� WżŘX	� WČƎXŌ� Œ� 	� WŗbXv� WwÊX� œŹ�� WƦ¢XŌ²� Ơ� Ď� Œt	� WÙ�ƌËX� œŹ��
WżŘŌ²t� ó� Ď� Œ��� ƞŨÎ� W�Ŋ� sƶXv� WÙ�ƌËX� sƶŇ� WƗ_Xŋ� êŢį� «ĩ_�� ¯Üį�

WœÅ�÷ąX��sį�ƙơ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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ȎƳ̻Ȫ� ̳Ɓ	�  � ɩ̻��ɳŤ� ̻̄� ǔȴ�� �ňĎ� ʓɎ� ɫ�� ɩȆŤ� ̑ȟ̻Ȫ� ̵ó�� ���

ɩł}� �ǔȴ	� ɩ̻��ɳ	� ʓɎ� ɫ�� ɩȆɨ�� ƫɝŤ� ʄ̵� ĕȹê� ʀʽɿɫ� ɫ�Ɂ̟̿hɨ�

�͘ɥ�ǼŪ̻Ȫ�̵ó�� �

�

���� Óũ� Ğı� \Î�

�

ʓɎǔȴ� ɫ�Ɂ̟̿hŤ� Ǽ̳̾§� ɝ̻Ǣê� ɫ��Ɂ� ÷úɳ� ͍ɤ� ɫ��Ɂ� ƽǢǑ�

ȞîĮ� ɫ��Ɂɝɘ͗	� �ň� ǔȴ� ƽǢ	� mǔȐ	� ɍƽ� §�ɩÀ� ɩ̻��ɳ� Ĝɩ� ɬʄ̵�

ȼ̶ɥ� ÷ú̻Ȫ� ̵ó��  ļÀ� hɺ� ˀ§� ô�ȹǢ� ãh� ɫ�Ɂ̟̿hŤ� ʓĆ̳�� ɩ»Ȯl�

|ɫʞ	�Ǽ̾�ʓʽŤ�ʄ̻Ȫ�̵ó�� � �

�

�h��Êƽ�ɫŇɣŐ�Ǽ̾�ʓʽŤ��Ǫ�

�

Ǽ̾� ʓʽ� ǥʄ�� �ň̻� hɺ� żɾ� ̒ô̻Ȫ� ̳ê� |ɤ� ��§�� Êƽ� ɫŇɩ�

ɫ�Ɂ̟̿hŤ�̶�ȼĻ	�ʚ�§ǿ��ʀƎǪɨ�Ȼƽɩó��ɫ�Ɂ̟̿hŤ�̶�ȼĻɨ�Ȼƽê� �

Êƽ� ɫŇɩ� ɫ�Ɂ̟̿hŤ� ̶� üǛɫ� ʓɎ� ǔȴɥ� ǥʄ̳�	� ƽʄɿɫ� ɫ�� Ɂ̿ɥ�

ȎƳ̳Ȼ�  � ɘɫɥ� ƣͦ�	�  ȹ� üɧ̳ê� �͘ɥ� ǫɔ� Ǽ� ɰêʞŤ� ̻̄� ̒ô̳Ƃ� Ďó��

ȼĻɤ� Êƽ� ɫŇɨ� uɫɿɫ� ʀƎǪǑ� ȞîĮ� ��§�ɨ� �ƆÀ� ̟hɨ� üǛɩ� čê�

ǔȴɨ� Ǫ�	� ɫ�Ɂ̟̿hɨ� üǛɩ� čê� ǔȴ� ƽǢɨ� ɾ̺� Ȼƽɉ� ˄�� �Ɂʠɨ� �Ȓ��

ɨʞɉĆ�Ǜ�ɩ�ɰó��

�

Êƽ�ɫŇɨ�ȼĻɩ�ɫʄčƂ�ɫ��Ɂ�÷úɳ�uɫɩ�ɫ�Ɂ̟̿hɨ�Ǽ̾�ʓʽh�čwÀ�

ɫ��Ɂ� ÷úɳŤ� ʖȒɣŐ� ̏ɥ� �Ǫ̶� Ǽ� ɰó�� ̏ɩ� Ǽ̾ɨ� ʓʽh� ď� �ɑȹê�

ɫ��Ɂ� ƽǢɨ� ɫ��Ɂ� ÷úɳĚŐ� ̏ɥ� �Ǫ̳wÀ	� ɫ��Ɂ� ÷úɳh� ̟h� üǛɩ� ď�

ǔȴ�ƽǢɨ�÷úɳɉ�̷°�̏ɥ��Ǫ̶�ǼĆ�ɰó��ǔȴ�ƽǢɨ�÷úɳɉ�̷°�̏ɥ��Ǫ̶�

�ɑ	� �Ǫɘɥ� Ȯĥ}� ǥʄ̶� |ɫʞê� ɫ�Ɂ̟̿hɨ� üǛ� ǔȴɩ� ǥʄĎ� ɩ͚ȹ�

�ʽ͒ď�|ɩó�� �

�

�À��ɍƽ�§�ȹ�ɝ˲�

�

ůɬ� ÊƽɿɣŐ� ʓɎǔȴ� ɫ�Ɂ̟̿hŤ� Ǽ̶̾� ȼĻɩ� čʞ� ȡêóƂ� ɍƽ� §�ȹ�

ɝ˲̶� ǼĆ� ɰó�� ɍƽ� §�ȹ� ɝ˲̶� �ɑȹê� ɫ�Ɂ̟̿h� ʀƽŤ� ɝ˲̶� ǼĆ� ɰɣƁ�

ƽƿɿɣŐ�ɝ˲̳ê�ƥȎĆ�ɰó�� �

�

ü�Ɔ� ßȴ� ̭ķ˿ɩǲɥ� ɓɁ̳wÀ� ʴ�� Ɯ� ȹÐʞ� ǔȴ	� ü�Ɔ� yǦ� �ň� ǔȴɥ�

̳ê��ɑ	� Ŧ��ʞȼɿɣŐ�ƿɽɩ�ɰê��ɩÀ�wƨÑȇh�ȫ̵�ɾuƢ��hȹǢ�ǔȴɥ�

̳ê� �ɑ	� Ħê� ɩƗ� qʅÜċɩÀ� ɫȏŵŵ� Ħê� ȞċÜċ� Ĝɨ� Ȓi̵� ɫ�� ɝ͂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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Ƚřčȷóê� ʓɺɩ� ʅ§Ď� ǔȴɥ� Ǽ̳̾ê� �ɑ� Ĝȹê� ̻ú� ��§�ɤ� Êƽ� ɫŇɨ�

ȼĻ� ȻƽŤ� ĢÀ� ćŪǪ�� ʖŪǪ�� ʀƎǪɩ� ˉƿͦ� {ʝĎ� ɍƽ� §�ȹ� ɫ�Ɂ̟̿hŤ�

ɝ˲ɥ� ̳ê� |ɩ� Ɲıʟ̳ó�� ɩ� �ɑȹê� Êƽ� ɫŇɩ� ɍƽ� §�ɨ� ɫ�Ɂ̟̿hȹ�

uɯ̳wÀ� ȼ̶ɥ� ƿ÷̳ê� |Ƶóê� Ʌʀͦ� ɍƽ� §�ɩ� Ǽ̳̾Ćő� ̳�	� ��§�ɨ�

ɮʟɘɤ�ɍƽ�§�ɨ��Ǫɘ��ɓɁɝɘ͗Ť��Ǫ̳Ȼ�ɫ�Ɂ̟̿hȹ�jʃɿɣŐ�ʱȻ̳ê�

|ɩ�Ɲıʟ̳ó��

�

����Ǽ̾�ʓʽ��Ǫô�ȹǢɨ�ɩ̻��ɳ�ʱȻ�

�

ɩ̻��ɳɨ� ʱȻê� Ǽ̾� ʓʽɨ� �Ǫô�ȹǢƽ˼� ȍɴ̶� Ǽ� ɰó�� Ǵ¡ɿɣŐ�

ɫ��Ɂɝɘ͗À� ̻ú� ɫ�Ɂ̟̿hɨ� ɓɁɝɘ͗ȹ� ʱȻ̳ê� ƥƬĆ� ɰɣÀ� �Ŧ� ʓʽÀ�

�Ŧ�ʓʽŤ�ü̶̦�Ǽ�ɰê�ȏŗ̶�ů̵�ǔıɥ�Ǽ̾�ʓʽȹ�̷̡ȍ˯�ǼĆ�ɰó�� �

�

��� ŖD� »ý� ÍĘ�

�

ɫ�Ɂ̟̿hɨ� ƫɝ� Ǧʄɤ� ̟hɨ� üǛɫ� ǔȴɥ� ʄ̳�	� ɫ�Ɂ̟̿h� ʁʭȹ� ʱȻ̶�

ɩ̻��ɳɨ�ƫɝŤ�ʄ̵�͚�̻ú�ǔȴ���ňɩ�ɰê�ʓɎ�ɫ��ɩȆŤ�̑ȟ̳ê�|ɩó�� �

�

ɩ� ʖ� hɺ� ʖɎ̵� ɬɤ� ̟h� üǛ� ǔȴɥ� �ʄ̳ê� |ɩó�� ǔȴ� ɫ�Ɂ̟̿hɨ� Ǫ̕ê�

̟h� üǛ� ǔȴ� ǥʄȹ� öņ� ɰó�� ̻Ć� �Ȱɩ� Ȟîó��  � ɩɞê� ��§�ɩ� ɫ�Ɂ̿ɨ�

Ƣǟ� hìǪɩ� ɰ�� ɫ�Ɂ̿ɩ� Ȓi̵� ǔȴɥ� ̟h� üǛɣŐ� ǥʄ̵� �ɑȹê� ƽʄɿɫ�

ɫ�� Ɂ̿ɥ�ʅüŐ�ȎƳ̳Ȼ�üɧ̶�Ǽ� ɰɣƖŐ�ɫ�Ɂ̟̿hh�ɫ�� ʌʖ� ʵɮɥ�ó̳ê�

ă� §Ȼ̶� Ǽ� ɰê� ƠƂ	� ɬƽļ� ɫ�Ɂ̿ɩ� ȵwÀ� Éɤ� ǔȴɥ� ̟h� üǛɣŐ� ǥʄ̳ê�

�ɑȹê� ɫ�Ɂ̟̿hh� ��§�ɨ� ƽʄɿɫ� ɫ�� Ɂ̿ɥ� ʄú̳͒ê� ǼôɣŐ� ʀį̶� Ǽ�

ɰ§�ġƎɩó��

�

�h��̟h�üǛ�ǔȴ�ǥʄ� �

�

��§�ɤ� ̱Ɏ̳óƂ� Ǽ̳̾ê� ƆĘ� ǔȴȹ� ü̻� ǔʀɿ� ͍ɤ� ǔ͚ɿɫ� ɫ�Ɂ̿ɥ�

̟h̻Ȫ�̵ó��  ļÀ� |ɩ�͆ȐɿɣŐ�ǀhì̳óƂ�ɩ̾�hìǪɥ��ņ̳Ȼ�ɑǥǾɝŤ�

ʄ̳�� ǾʭɿɣŐ� ɬƽ� ǔȴȹ� ü̻� ɫ�Ɂ̟̿hŤ� ̶� Ǽ� ɰó�� ŵƩ� óţ� ǔȴɥ� ǥʄ̶�

̱Ɏê� ȵɣƁ� Ƶ̄ɤ� � Ùɥ� ʓ§Ő� ̟h̳ʞů	�  � ʓ§Ć� ǔȴɨ� Ǫ�ɩÀ� ��§�ɨ�

ǔʄȹ�ų}�ʊʄ̶�Ǽ�ɰó��

�

���̒ô�§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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ȧȹǢ� Ȱ¥̳ɀʞů� ��§�ɨ� ǔȴȹ� �̵� ɫ�Ɂ̟̿hŤ� ʓɎǔȴ� ɫ�Ɂ̟̿hĮ��

̳Ȼ� ŭˑ� ��§�ɨ� ɯɺȹǢ� ʓɎ̵� ǔȴɥ� ǥʄ̻Ȫ� ̵ó�� Ƀ̶̻� Ǽh� ɰó��  ļÀ�

Ȼ§Ǣ� VʓɎWê� ��§�ɨ� ɯɺɩ� Ȟð� �Ŧ� ʓʽɨ� ɯɺȹǢɨ� ʓɎɩó�� ğĮǢ� �Ŧ�

ʓʽȹ}�ɫ�Ɂ̿ɩ�Ƣǟ̶�hìǪɩ�à��  � ʖ� ɫ�Ɂ̿ɩ�hɺ� Ȓi̵�ǔȴɥ�ǥʄ̻Ȫ�

̵ó�� �

�

ɫ�Ɂ̿� Ƣǟ� hìǪɥ� ̒ô �
̳ê� |ɤ� ȅʞ� ȡʞů	� a� � �̉ͦ� ̻ɍ� ǔȴɥ� ̳ê� �ɑ��

ǔȴɥ� Ǽ̳̾ê� �hɨ� Ƭɿ	� ʄʵɿ	� Ǝ͒ɿɫ� Ǜ͖	� a� � Vǔȴ� ��Wȹ� ɰê� §���ɩ� ɫ��

˕̻ɉ� �ňĎ� §őɩ� ɰwÀ� ɩ̻��ɳɉ� ŭʰɥ� ǋ�� ɰê� Ĝ� ǔȴ� ��ȹ� ɰê� §�ɩ�

ʶ̵� ̉Ǽ̵� Ǜ͖	� a� �̻ú� ��§�ɩ� Ƣǟ� hìǪɥ� ʕɬ� Ǽ� ɰê� ʄʵɩÀ� ʁʭÀ�

ȍȇ̂ɥ�r˅ȷêʞ�Ĝɥ��ņ̶�Ǽ�ɰó�� �

�

ȒiǪɤ� ƽʄɿɫ� ɫ�� Ɂ̿ɨ� ƫɝɉ� ʄĆ�  Ŧ�� ͗ƶ� hìǪɥ� ʏ̸ɿɣŐ� �ņ̳Ȼ�

̒ô̶� Ǽ� ɰó�� ǔȴǥʄɨ� §ʔɣŐ� ɫ�Ɂ̿ɨ� Ƣǟ� hìǪ�� ȒiǪ� Ē� ɎǴŤ� ƆĒ�

�ņ̳č	� ȒiǪȹ� þ� ʓƇ̻Ȫ� ̵ó�� ǔȴǥʄ� §ʔɣŐǢɨ� Ƣǟ� hìǪ�� ȒiǪɨ�

��ȹ�ü̻Ǣê�Ȟĵɨ�ȾʞĆŤ�ʱ�̳Ƃ�ɩ̻h�ȅó�� �

�

ȾʞĆɨ� ǫŐˆɥ� ȒiǪ	� hŐˆɥ� Ƣǟ� hìǪɩĮ� ̶� ġ� Ǎjǝɤ� ɑǥǾɝh� hɺ�

àɤ�Ǜ˹ɩó��ğĮǢ�ȒiǪɩ�àɣƂ�Ƣǟ�hìǪɩ�ÉȞĆ�ɑǥǾɝh�àó�� Ŧ��Éɤ�

ȒiǪ�� àɤ� Ƣǟ� hìǪɨ� ʊ̸Ƶóê� àɤ� ȒiǪ�� Éɤ� Ƣǟ� hìǪɨ� ʊ̸ɩ� þ�

ɑǥǾɝh�à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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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ÜEÎW� ·Ç� DzÎ� îĢ��

�
�

����ņ̻Ȫ�̳ê�ǔȴ��ɫ�ɨ�ƫɝ�

�

��§�ɨ�Ȼļ�ǔȴ�ʖȹǢ�ƽʄɿɫ�ɫ��Ɂ̿ɩ�Ƣǟ̶�hìǪɩ�hɺ�à�� �Ɂ̿ɩ�

hɺ� Ȓi̵� ǔȴɥ� ɫ�Ɂ̟̿hɨ� üǛ� ǔȴɣŐ� ʄ̳§� ɝ̻Ǣê� �ņ̻Ȫ� ̶� ǔȴ��

ɫ�ɨ� ƫɝh� ̡�ɿɩĮê� ɫȎɩ� ɰȮȪ� ̵ó�� ɫ�ɤ� �ʅɿɣŐ� ɫʄĎ� ɫ�ɣŐǢ�  �

ƫɝh� �ƫɝ̳óê� ʂɥ� Ɲ˸ɣŐ	� ǔȴɨ� ƫɝ� ȼȍ� ��§�� ɳʽɨ� ǔȴǑ� ȞîĮ�

��§��� ǔȴ� ��ȹ� ɰê� §�ɨ� �ň� ǔȴ¬ʞ� �ņ̻Ȫ̵ó�� ��§�ɩ� ƽʄɿɫ�

Ɂ̿ȹ�Ƚřčê�ƥȎȹê� VȪ§WÀ� V§ȻWǑ�ȞîĮ� Vʟʃ�Ƚ�WĆ�ɰ§�ġƎɩó�� �

�

ğĮǢ� ɫ�Ɂ̟̿h� üǛ� ǔȴɥ� ǥʄ̳§� ɝ̻Ǣê� a� ��§�� ɳȏɨ� ǔȴ� ʀƠ	� a�

��§���ǔȴ���ȹ�ɰê�§�	� a� ��§���ǔȴ���ȹ�ɰê�§�ɨ��ň�ǔȴ	� a� ɝ�

ǔȴɥ� �Ǫ̳ê� �ʄɩÀ� ɝ� ǔȴɥ� Ǽ̳̾§� ɝ̻� ̱Ɏ̵� ̾ɝȹ� ü̻Ǣ� �ʽɿɩ��

ʀƠɿɫ�̑ȟɩ�̱Ɏ̳ó��

�

Ħ̵� ɫ�ȹ��̵� ƫɝŤ�̡�ɿɣŐ�ɩ̻̳ê�|�� Ȟɔļ�§ȴ��ɫ�ɨ�ŶįȹǢ�̻ú�

ɫ�ɩ� rê� ̷ɨŤ� ʅüŐ� ɩ̻̳ê� |ɩ� ʖɎ̳ó�� �ʅɿɣŐ� ɫʄĎ� ɫ�� ʖȹǢ�

�ʅ�Ŧɺʀɩ��ʄ̳ê�ɫ�ɨ�Ƈőɤ�Ȟĵ� 6̦ �7��só��§ȴ��ɫ�ɨ�ɁȼȹǢ�ɫ�ɩ�

rê� ̷ɨȹ� �̻Ǣê� 1$�� ɫ�� �ƫɩ� ��§�ɨ� ǔȴ�� �ň̻� rê� ̷ɨȹǢ� ɳǫͦ�

Ǘ̜Ƹ�|ɩó��

�

+ř �,� ]ę`¡ĐĔĈ� aĘşy� ĉ`ć� ¬��

ĉ`ć� ¬�� ]ę`¡ĐĔ� Æć� eL� a»�

ɳ§�ʄ�� ɳɞ���ȫ�ʅ�ʊ	�ǔ͗���ȫ�ʅ�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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Ƭȧȹ�̟Ĝ̳��ȮĢ̵�ʭƳĆ�ȵɩ

�Ƭɨ�̟Ĝ̵�Ƶ͌Ť�ơɥ��Ŧ�

ɳɞ���ȫ�ʅ�ʊ	�ʅ�ʊ	�ʅ��ʊ	�ǔ͗���ȫ�

ʅ�ʊ	�ǫ�ɫ�ǥȰ�ʅ�ʊ	�ʅ�ʊ	� $'*�͈ȫ�ʅ�

͌�

�ǔɨ�ɳɞȹ�ü̵��Ŧ� ɳɞ���ȫ�ʅ��ʊ	�ǫ�ɫ�ǥȰ�ʅ�ʊ�

Üċʊ̸ɥ��Ǫ̳��hɯ̶�ɳɞ�Ɯ

�̑ȴɨ�ɳɞȹ�ü̵��Ŧ�

ǔ͗���ȫ�ʅ�ʊ	�$'*�͈ȫ�ʅ��ʊ	�ʅ��ʊ�

hʄ�Ƶ͌ɉ�͎ɫȹ�ü̵��Ŧ� �Ȟċ

ÜċɣŐ�ƽ˼�ɳɞŐɔ��Ŧ��

ɳɞ���ȫ�ʅ��ʊ	�ǔ͗���ȫ�ʅ�ʊ�

ǟƄ��ɳɨɿɩwÀ�ǀƬɿɣŐ�ǟ

Ƅɥ�ǎȤ§ʞ�ȡɥ��Ŧɉ�ǟƄɥ�

Ƶ͌ơɥ��Ŧ��

ɳɞ���ȫ�ʅ�ʊ	�ǫ�ɫ�ǥȰ�ʅ�ʊ�

�Ǝ	��ɏɿ	�ǇɫĆɿ�

ʶɑŐƽ˼ɨ�ɳɞŐɔ��Ŧ�

ɳɞ���ȫ�ʅ�ʊ	�ǫ�ɫ�ǥȰ�ʅ�ʊ�

Üɂɉ�qʅÜċɣŐƽ˼ɨ�ɳɞŐɔ

��Ŧ�

ɳɞ���ȫ�ʅ�ʊ	�ǫ�ɫ�ǥȰ�ʅ�ʊ	� $'*�͈ȫ

�ʅ��͌	�ʅ��͌�

ɳɞɉ�Ƞʀȹ��̵��Ŧ�ȏʽɨ�ɳ

ɞȹ�ü̵��Ŧ8�

ɳɞ���ȫ�ʅ�ʊ	�ǫ�ɫ�ǥȰ�ʅ�ʊ�

ɩċɨ�ɳɞȹ��̵��Ŧ� ɳɞ���ȫ�ʅ��ʊ�

ǔǟ͕ɥ�Ƶ͌ơɥ��Ŧ� ɳɞ���ȫ�ʅ��ʊ�

ʏ�	�ǔǛ	�ȭȒɨ�ɳɞȹ��̵��Ŧ� ɳɞ���ȫ�ʅ��ʊ	�ǫ�ɫ�ǥȰ�ʅ�ʊ	�ʅ��ʊ�

ɨ���̦͆ɨ�ɳɞȹ�ü̵��Ŧ� ɳɞ���ȫ�ʅ��ʊ�

ʀɽɥ�ɝ̵�ǥʀ�Ɯ�ɫʏɿ	�ʏ�ɿ�

Ƙʋɿ�ʝɃŐƽ˼�ɳɞŐɔ��Ŧ�

ɳɞ���ȫ�ʅ�ʊ�

ʣ͗ɨ�ɳɞȹ��̵��Ŧ� ɳɞ���ȫ�ʅ��ʊ��

Ȟċɩ�Ƶ͌ơɥ��Ŧ� ɳɞ���ȫ�ʅ��ʊ�

�Ƌ�ʱȻ̶��Ŧ� ɳɞ���ȫ�ʅ��ʊ�

ǴǼʣôɨ��Ŧ� ɳɞ���ȫ�ʅ��ʊ�

Üċɨ��Ŧ� ǔ͗���ȫ�ʅ�ʊ	�ǫ�ɫ�ǥȰ�ʅ�ʊ�

�ʄ̳��ɞŦ̵�Üċ�ʊyȹ��̵�

�Ŧ�

ǔ͗���ȫ�ʅ�ʊ	�ǫ�ɫ�ǥȰ�ʅ��ʊ	�ʅ��ʊ	�

$'*�͈ȫ�ʅ�͌�

ǔ͗Ƶ͂ɥ�̷̵̡�ǔ͗Ƶɺȹ��̵�

�Ŧ�

ǔ͗���ȫ�ʅ�ʊ�

ɦȎ	�ʓw	�Ɛ	�ɝǟɥ�̷̵̡�ɿʁ

̵�ǟ͕�Ǽʔȹ��̵��Ŧ�

ǔ͗���ȫ�ʅ��ʊ	�ǫ�ɫ�ǥȰ�ʅ��ʊ�

yqȹ��̵��Ŧ� ǔ͗���ȫ�ʅ��ʊ	�ǫ�ɫ�ǥȰ�ʅ��ʊ�

�ɟȹ��̵��Ŧ� ǔ͗���ȫ�ʅ��ʊ	�ʅ��ʊ	�ǫ�ɫ�ǥȰ�ʅ��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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Ǝ͒ǟ͕ȹ�ʱȻ̶��Ŧɉ��̴ɨ�ʠ

ƵŐƽ˼�Ƀê�ɩɪɥ�̿ɞ̶��Ŧ�

ǔ͗���ȫ�ʅ��ʊ�

�

���§ʌȹ�Ȓi̵�ɫ�Ɂ̿ɩ�ɰó��Ȣņʠ�ǔȴɥ�͓ɫ�

�

��§�ɨ� ǔȴɩÀ� ��§��� ǔȴ� ��ȹ� ɰê� §�ɨ� �ň� ǔȴ� ʖȹǢ� ȰŒ� ƵĆ	�

ȍƘôʽɨ� Ƶ�Ǣ	� ǔƬɿ・ǇǔƬɿ� �ʅʁʭ� Ĝɥ� ̻̄� ɩƗ� Ȓi̵� ɫ�Ɂ̿ɩ� ɰó��

Ǝʅh� ʅ§čȷĀ� |ɩ� ɰóƂ	�  � ǔȴƵó� þ� Ȓi̵� ɫ�Ɂ̿ɩ� ɰê� |ɥ� ̑ȟ̳ʞ�

Ɖ̳ê�̵�̻ú�ǔȴɥ�̟h�üǛ�ǔȴɣŐ�ʄ̻Ȫ�̵ó�� � �

�

���ǔʀ�§ˀ�ʊǔŤ�̻̄��ɝ͂�Ɂȼ�˅Ŧ§�

�

§ʌȹ� Ȓi̵� ɫ�Ɂ̿ɩ� ɰó�� Ȣņʠ� ǔȴɩ� ȵê� �ɑȹê� ǔʀ� §ˀ� ʊǔŤ� ̻̄�

��§�ɨ�ǔȴɩÀ���§���ǔȴ� ��ȹ�ɰê� §�ɨ��ň� ǔȴ� ʖȹǢ�ƽʄɿɫ�ɫ��

Ɂ̿ɨ�Ƣǟ�hìǪɩ�à�� � Ɂ̿ɩ�Ȓi̵�ǔȴɩ�ǵ̻�ɰê��ɝ͂�Ɂȼɥ�ɑǥ�˅ņȪ�

̵ó�� �

�

�ɝ͂� Ɂȼɤ� ǖȴ	� ʅ̩ɩÀ� ɐȼ	� ʞȼ	� ǔȴ� ��ȹ� ɰê� §��Ć� �ňɩ� ɰɥ� Ǽ�

ɰó�� ɂŤ� ĚȮ� ��§�ɩ� Ē� u� ɩǛɨ� ǖȴȹ� ǵ̻Ǣ� Ȼļ� ʅ̩ɥ� ǟǖ̳wÀ� óȭ̵�

ɐȼɥ�ʅ�̳êă	� �ʅ̩ɥ�ǟǖ̳wÀ�ɐȼɥ�ʅ�̳§�ɝ̻Ǣ�ǔȴ���Ť�͊Ǫ̵�Ȼļ�

͈ŇȴʽĚɩ�ɰ�	� �͈ŇȴʽĚɩ�Ȼļ�ÀĮȹ�ͤȮʈ�ɰɥ�Ǽ�ɰó�� łóƂ���§�ɤ�

ǔʀ�§ˀ�ʊǔŤ�̻̄�ɝ�ǖȴ�ʖȹǢ��ɝ͂�ǖȴ�ɂŤ�ĚȮ�ʴ��ǖȴ�ɥ�ʄ̶�Ǽ�ɰó����

Ħ̵� ǟǖ̳ê� ʅ̩� ͍ɤ� ʅ�̳ê� ɐȼ� ʖȹǢĆ� �ɝ͂� ʅ̩�ɂŤ� ĚȮ� ɝ̵͂� ̴͒�

Ɛʡɥ�ɘŘŐ�̳ê� ʅ̩��� ɐȼ�ɂŤ� ĚȮ� ƵȠ� ǢǇȇ�ɥ� ˅Ũ� Ǽ� ɰ�	� ʅ̩ɥ� ǟǖ̳��

ɐȼɥ� ʅ�̳ê� �ʄȹǢ� ǔȴ� ��ȹ� ɰê� ͈ŇȴʽĚɩ� ǵ̵� �hȹ� ü̻ǢĆ� �ɝ͂�

ʞȼ�ɂŤ�ĚȮ�ƗȬŭ�ɥ�͓ɫ̶�Ǽ�ɰó��ŭʞŮɣŐ�͈ŇȴʽĚɨ��wɨ�ɫ�Ɂ̿�§ő��

͆ɼɨ��̾ɥ�ƵƂǢ��ɝ͂�ȴʽŤ�˅Ũ�Ǽ�ɰó��

�

i�ǔȴɨ�ƽʄɿɫ�ɫ��Ɂ̿ɨ�Ƣǟ�hìǪ��ȒiǪɥ�̒ô̳§�ɝ̵�ǔʀ�§ˀ�ʊǔê�

˄Ǵ̵� óɦɨ� Êɐɥ� ̷̡̳�� ɰȮȪ� ̵ó�� a� ��w� ��§�ɩ� ȽřčȷĀ� ɫ�˕̻�

ǔyȹ� �̵� ȰŒ� §ǔȹ� �̵� Ǝ́� ʊǔ	� a� �̻ɍ� ǔȴɥ� ̳ê� �ɑ� ǔȴɩ� Ǽ̾čê�

�hɨ� Ƭɿ	� ʄʵɿ	� Ǝ͒ɿɫ� Ǜ͖ȹ� ü̵� ʄƵ� ʊǔ	� a� ���§�ɨ� �ˉʶŦʁʭŤ� ̻̄�

ʃǼčȷĀ� ʠʄ� Êɐ� ƿǣ	� a� �̻ú� ǔȴɨ� ɫ�Ɂ̿ȹ� ü̵� ɫ�Ɉ͌ɳɨ� Ǝʅʅ§	� a� �

��§�ɨ�ǔȴȹ�Ɂ̿ɥ�ơê�ɩ̻��ɳɨ�ɫ˼ǃ��

 
���ÿĬï	�ŨĲïÂ�ÜŞ_�£ĩ�ĸ�Ŏ}ĵƧ�þÁį��ƤĄ��2%%��ÿĬï�Ŏ}ĵƧ�þÁįĄ�œĉƺ�

ćØƥ� 	�uu�wŇ�tłƩ�ÿĬ	�tłƩ�ŨĲň�ƔĞƠ�¯���þÁÉ�ŲtƠ�Ď�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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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ɝ͂�Ɂȼȹ�ǵ̵�ǔȴ�ʖȹǢ�ɑǥǾɝŤ�ʄ̳§� �

�

ɝɉ�sɩ��ɝ͂�Ɂȼɩ�˅ņʞƂ�ʊ¤�þ�ɳǫ̵�§ˀ�ʊǔŤ�̻̄� �ɝ͂�Ɂȼȹ�ǵ̵�

��§�ɨ�ǔȴɩÀ���§���ǔȴ� ��ȹ�ɰê� §�ɨ��ň� ǔȴ� ʖȹǢ�ƽʄɿɫ�ɫ��

Ɂ̿ɩ� Ƣǟ̶� hìǪɩ� à��  � Ɂ̿ɩ� hɺ� Ȓi̵� ǔȴɥ� ɫ�Ɂ̟̿h� üǛ� ǔȴɣŐ�

ǥʄ̻Ȫ�̵ó��

�

���ʄȎ�ɫ�Ɂ̟̿hh�̱Ɏ�ȵó��̒ôɩ�čê��ɑ�

�

ɞȺ� §ȴ�� ɫ�� ɩ̾� ɘ˒ȹ� ğŢƂ� ��§�ɤ� ɫ�ȹ� �̵� ǛúʓɨɨƋh� ɰ��  �

ɨƋ� ɩ̾ɥ� ɝ̻Ǣê� Ǽ̳̾ê� Ħê� Ǽ̶̾� ǔȴɨ� Vɫ�Ɂ̿ɥ� ̟hW̻Ȫ� ̵ó��  ļÀ�

��§�ŭó�  � �Ɔh� óŢ�� Ǽ̳̾ê� ǔȴɨ� Ǫ��� ʞȼĆ� óŢ§� ġƎȹ�  Ő� ɫ̵�

ɫ�� ɝ͂ɨ� ɞƋɉ� ʄĆĆ� ʭɩh� ɰó�� ğĮǢ� ƆĘ� ��§�ȹ� ɬ�ɿɣŐ� VʱȻɿɩ��

ƿǣɿɫ� ƥƬɣŐ� ʽ�ɿɩ�� �ʊɿɣŐ� ɫ�Ɂ̿ɥ� ̟hW	� ʚ� ͈ɨɨ� ɫ�Ɂ̟̿h� Êʞ�

ʄȎ�ɫ�Ɂ̟̿hŤ�̳Ćő�̶�Ǽê�ȵó�� �

�

��§�ȹ� ğĮǢê� ɫ�Ɂ̟̿h� üǛ� ǔȴɥ� ǥʄ̳ê� �ʄȹǢ� Ǽ̳̾ê� ǔȴ� ʖȹǢ�

Vɫ�Ɂ̟̿hWŤ� ̶� ʄĆɨ� ɫ�� ɝ͂ɩ� ȵó�� ̒ô̶� ǼĆ� ɰɥ� |ɩó��  ļ̵� ̒ôɩ�

Êņʠ� �ɑȹê� VʄȎ� ɫ�Ɂ̟̿hWŐ� hʞ� ȡ�� Vjɩ� ɫ�Ɂ̟̿hWŤ� ̶� ǼĆ� ɰó�� �

̳ʞů� ƆĘ� ��§�ȹ� ɫ�ȹ� �̵� ǛúʓɨɨƋh� ɰ�	�  � ɩ̾ɥ� ɝ̵� ʁʭȹê�

VǴ̄Wɩ� ̷̡čȮ� ɰɣƖŐ	� ̟h� üǛ� ǔȴɥ� ǥʄ̳ê� �ʄȹǢ� VʄȎ� ɫ�Ɂ̟̿hWŤ�

ʠ̳̾ʞ�ȡ§Ő��ʄ̳ɀóƂ� ļ̵��ʄȹ�ɩţ�ɩɞŤ�̷̵̡� Vjɩ� ɫ�Ɂ̟̿hWŤ� ̵�

�ʄ����h��učȮȪ�̵ó��

�

��§�ɨ��ƆŤ��ņ̶�ġ��§ȴ��ʔʄƽ§�	�§˱��§��ʖ�¤ɢ��§�	�ɳǖɩ�

� ʊ� ɘ� ɩǛɫ� §˱��§��� ʞƥ�§ȴɤ� ɘ˒ɿɣŐ� ʓɎ� ǔȴȹ� �̻� VʄȎ�

ɫ�Ɂ̟̿hWŤ� ̳�	� Àźʞ� �Ɔh� ɴɤ� ��§�ɤ� Vjɩ� ɫ�Ɂ̟̿hWŤ� ̶� Ǽ� ɰó��

óů	� �Ɔh� ɴɤ� ��§�ɨ� �ɑȹĆ� ̟h� üǛ� ǔȴɥ� ǥʄ̳ê� �ʄȹǢ� ��§�ɨ�

ǔȴɩÀ���§���ǔȴ� ��ȹ�ɰê� §�ɨ��ň� ǔȴɩ�ȞċÜċ	� qʅÜċ	� ɫȏŵŵȹ�

Ɂ̿ɥ� Ɨˑ�� ɰóê� Ǜúͦ� ¢w� ɰê� ʓɺɩ� ɰê� �ɑȹê� VʄȎ� ɫ�Ɂ̟̿hWŤ� ̻Ȫ�

̵ó�� �

�

���ǔȴ�ǥʄ�ʁʭȹǢɨ�ɩ̻��ɳ�ʱȻ�

�

ǔȴɨ� ƫɝŤ� ʄ̶� ġȹĆ� Ǝ́� ʊǔǑ� ȞîĮ� ɫ˼ǃÀ� ǦƎ� Ĝɥ� ̻̄� ɩ̻��ɳɨ�

ɨ�ɥ� ęê� |ɩ� Ɲıʟ̳ó�� Ħ̵� �ˉʶŦʁʭŤ� ̻̄Ǣ� �Ŧ� ʓʽ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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ɩ̻��ɳĚɩ� ƽʄɿɫ� ɫ�� Ɂ̿�� �ňĎ� ʠʄɥ� ʅ§̽Ā� �ɑ�  � ʠʄ� Êɐɥ� ǔȴ�

ǥʄ��ʄȹǢ�ʖɎ̵�ɳŘŐ�ǙȞȪ�̵ó�� �

�

�À��ɩ̻��ɳ�̑ȟ�

� � �

ɫ�Ɂ̟̿hɨ� ƫɝŤ� ʄ̶� ġȹê� ɫ�Ɂ̟̿hɨ� üǛɩ� čê� ǔȴǑ� ȞîĮ�

ɩ̻��ɳɨ�ƫɝĆ�ʄ̻Ȫ�̵ó�� �

�

���̡�ɿɣŐ�ɩ̻��ɳŤ�̑ȟ�

�

ɩ̻��ɳŤ� hì̵� ̵� ̡�ɿɣŐ� ̑ȟ̳ê� |ɩ� ʖɎ̳ó��  Ŧ�� ȧȹǢ� ǦƄ̳� Ɲɉ�

sɩ� ɩ̻��ɳŤ� �Ŧ� ʓʽ	� ɨƋ� ʓʽ	� §˱� ɩ̻��ɳŐ� ƫʓ̳͒ê� |ɤ� ̡�ɿɫ�

ɩ̻��ɳ�̑ȟȹ�Ćɕɩ�Ďó�� �

�

����ňĎ�ɩ̻��ɳɨ�̑ȟ�

�

��§�ɨ� ƆĘ� ɩ̻��ɳh� ̟h� üǛɩ� čê� ǔȴȹ� Ɂ̿ɥ� ơê� |ɤ� ȞîƖŐ�

ɩ̻��ɳ�ʖȹǢ�̟h�üǛɩ�Ď�ǔȴ���ňĎ�ɩ̻��ɳŤ�̑ȟ̻Ȫ�̵ó�� �

�

ǔȴ�� �ňĎ� ƆĘ� ɩ̻��ɳŤ� ȎƳ̳�� ɩĚɥ� ̟h�ʄȹ� ʱȻȍ˭ņê� ÜŇɥ�

§ɔȻȪ�̳ʞů�ɩ̻��ɳh�ŰȞ�ɑǥǾɝŤ�ʄ̻Ȫ�̶�̱Ɏh�ɰɥ�ġȹê�ɩ̻��ɳh�

ǔȴȹ�Ɨ˔�Ǽ�ɰê�Ɂ̿Ň��ǔȴɣŐ�ɫ̻�ơɥ�Ǽ�ɰê�ɫ�Ɂ̿ɥ�ƆĒ��ņ̻Ȫ�̵ó��

§�ɤ� ɝɨ� Ē� hʞŤ� §ʔɣŐ� ɩ̻��ɳ� ʞĆŤ� ůĚȮ� ɑǥǾɝŤ� ̒ô̶� Ǽ� ɰêă	�

̉ͦ� ǔȴɣŐ� ɫ̻� ơɥ� Ǽ� ɰê� ɫ�Ɂ̿ɤ� àʞů� ǔȴȹ� �̻� ɨ�ɥ� ʃǼ̶� ̄Őh�

ȵwÀ� Ɂ̿Ňɩ� ͆ɾͦ� Éɤ� ɩ̻��ɳŤ� ɑǥǾɝ� ɩ̻��ɳŐ� Ƶ�� ̟hȹ� ʱȻȍˢȪ�

̵ó�� �

�

̉ͦ� �Ŧ� ʓʽɨ� ȁɳh� ÐƋ� Űɤ� �ɑȹê� ɩ̻��ɳ� uuɫɥ� ůÀê� |Ƶóê�

ȏŗ̶� ů̵� ɩ̻��ɳɨ� ü̦ɫ� ÜʊÀ� ɫ�Ɉ͌ɳŤ� ʱȻȍ˭ê� |ɩ� ʖɎ̳ó�� ɩ� �ɑ�

ÜʊÀ� ɫ�Ɉ͌ɳȹ� ɨ̻Ǣ� ü̦čʞ� ȡê�  ŝĚɩ� ɰóƂ�  �  ŝȹ� ǵ̵� ɩ̻��ɳŤ�

ʱȻȍ˯�̱Ɏh�ɰɣƁ�̉ͦ�ˍȫ̵� ŝĚɥ�̷̡̻Ȫ�̵ó�� � �

�

���v�ɿɫ�ɩ̻��ɳɨ�̑ȟ�

�

ʓɎǔȴ� ɫ�Ɂ̟̿hȹǢ� ʱȻǪɩ� hɺ� ʖɎ̵� ɘ˒ɫ� ɩɞê� ��§�� ʓĆɨ�

ɫ�Ɂ̟̿hh� ˄Ǵ̵ɨ� v�Ǫ�� ʖŪǪɥ� hʞ§� ɝ̻� �Ŧ� ʓʽŤ� ̷̵̡� ɩ̻��ɳh�

ʱȻ̻Ȫ� ̳§� ġƎɩó��  ĵȪ� ��§�� ʓĆɨ� ̟hh� hʞê� ̵�Ť� ƵɊ̶� Ǽ� ɰ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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ğĮǢ� ɩ̻��ɳh� ��§�ȹ� �̵� ɑ͌ɿɫ� ʄƵů� ʓê� ǔıĚɩȮǢê� Ƞ� č��

v�ɿɣŐ� ɩȪ§Ť� ̻� ʕ� Ǽ� ɰê� ǔıɩ� ȎƳčȮȪ� ̵ó�� Ħ̵� ɩ̻��ɳɨ� ƫɝŤ�

ʄ̶� ġ� ǔȴ� ƽǢȹǢ� ʓê� Ƅôȹů� ɨʌ̶� |ɩ� ȞîĮ� ɫ�Ɂ̟̿h� Ǽ̾� ʓʽh�

ɩ̻��ɳĚɥ�ʟʃ�Ǟ̭Ŭ̶�̱Ɏh�ɰó��

 
�ó��ʓɎ�ɫ��ɩȆ�̑ȟ�

�

̟hɨ� üǛɩ� ď� ǔȴɥ� ǥʄ̽��  ɉ� �ňĎ� ɩ̻��ɳŤ� ̑ȟ̽óƂ�  � ǔȴ��

�ňĎ� ʓɎ� ɫ�� ɩȆŤ� ̑ȟ̻Ȫ� ̵ó�� ɩƗ� ̟h� üǛ� ǔȴ� ǥʄ� �ʄȹǢ� ɫ�� ɩȆh�

͓ɫɩ�čȷʞů� �ɫ��ɩȆ�ƆĒȹ�ü̻Ǣ�ǔȴ�ɫ�Ɂ̟̿hŤ�̶�Ǽ� ȵê��ɑȹê� �

ʖȹǢ� ʓɎ̵� |ɥ� ʄ̻Ȫ� ̵ó�� ɩ� �ʄɩ� ʖɎ̵� ɩɞê� ɩł}� ʓɎ� ɫ�� ɩȆŤ�

̑ȟ̻Ȫ� �ɩȆŤ�hʞ��ʽ˩Ŧȇ̈Ť�ůĚȮ� |ɥ�hɩĖ�ǙȞ�̟h�ɳŘŤ�Ǽʣ̶�Ǽ�

ɰ§�ġƎɩó�� �

�

̟h� üǛ� ǔȴɥ� ǥʄ̶� ġ� Ƣǟ� hìǪ�� ȒiǪɩĮê� §ʔɥ� ɿɐ̳Ȼ� Ǝʅh� čê�

ɫ�� ɩȆŤ� ͓ɫ̳ɀʞů� ͓ɫĎ� ɫ�� ɩȆh� Ű��  |ȹ� ü̻� ċȍȹ� ǔȴ�

ɫ�Ɂ̟̿hŤ� ̶� Ǽ� ȵê� �ɑȹê	�  � ɫ�� ɩȆ� ʖȹǢĆ�  � Ɂ̿ɩ� hɺ� Ȓi̳��

Ƣǟ̶�hìǪɩ�àɤ�|ɥ�ǥ˺̻Ǣ�ʓɎ�ɫ��ɩȆŐ�ǙȞȪ�̵ó��

�

ʓɎ� ɫ�� ɩȆh� ʄ̻ʉɣƂ	� ��§�ɤ� ɩ̻��ɳ	� ̉ͦ� �Ŧ� ʓʽɉ� ɫ�� ʀƎh� Ĝ�

ɩ̻��ɳɉɨ� ͈ɨŤ� ̻̄� ʓɎ� ɫ�� ɩȆh� ʄ̻ʠ� �ʄɥ� ǦƄ̳��  ĚŐƽ˼� ʓɎ�

ɫ��ɩȆh�ʅüŐ�ʄ̻ʉêʞ�͓ɫɥ�ơȞȪ�̵ó��

�

���� TŻÊ� ĎÎ�

�

�͘� ǼŪɨ� ŭʞŮ� ô�ê� �͘ǢŤ� ɴǪ̳ê� |ɩó�� �͘Ǣê� ɫ�Ɂ̟̿hŤ�

ʽ�ɿɣŐ� Ǽ̳̾§� ɝ̵� Ć�ɩ§Ć� ̳ʞů� ɫ�Ɂ̟̿hh� �͘ȹ� ğĮ� ʅüŐ� Ǽ̾ɩ�

čȷêʞ� ǔ͚� ̟hŤ� ̶� ġ� ʖɎ̵� §ʔɣŐ� șɬ� Ǽ� ɰó�� ɫ�Ɂ̟̿h� �͘ɤ�

ɫ�Ɂ̟̿hɨ� ɊŘ� ȍʂȹ� ʅˈ̳ê� ��� Ƶ�ǢȹĆ� ̷̡čȮȪ� ̳ʞů	� ɩ̻��ɳĚɨ�

ɨƗ� ɰê� ʱȻŤ� ˁʠ̳§� ɝ̻� ɫ�Ɂ̟̿hɨ� ȍɴ� ȍʂƽ˼� ɩ̻��ɳh� ʃ¢̶� Ǽ�

ɰĆő�̻Ȫ�̵ó��

�

ɫ�Ɂ̟̿h� �͘Ǣȹê� ˄Ǵ̵� óɦ�� sɤ� Êɐɩ� ̷̡čȮȪ� ̵ó�� a� Ǽ̾� ʓʽɨ�

�Ǫ�� ȼ̶	� a� �ɫ�Ɂ̟̿h� ɨǔ�ʄ� §�ɨ� �Ǫ�� ȼ̶���§�ȹ� ɫ��Ɂɝɘ͗h�

ɰê� �ɑ� ɫ��Ɂɝɘ͗h� ɫ�Ɂ̟̿h� ɨǔ�ʄ§�ɨ� ȼ̶ɥ� ÷ú̳}� ď� |ɩÀ�

ɫ��Ɂɝɘ͗h� ȵê� �ɑ� ��§�ɤ� ɫ�Ɂ̟̿h� ɨǔ�ʄ� §�Ť� �Ǫ̻Ȫ� ̵ó�� �

ɫ�Ɂ̟̿h� ɨǔ�ʄ§�ê� ɫ�Ɂ̟̿h� üǛ� ǔȴɩ� ̷̡Ď� �͘Ǣɉ� ɫ�Ɂ̟̿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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ƿǣ�� üɧ� �͘ɩ� ̷̡Ď� ��� Ƶ�ǢŤ� Ȍɫ̳ê� ȼ̶ɥ� ÷ú̵ó��� a� �̟h� ƫɝ�̟h�

üǛ� ǔȴ	� ɩ̻��ɳ	� ʓɎ� ɫ�� ɩȆ�	� a� �ɫ�Ɂ̟̿h� Ǽ̾ɥ� ɝ̻� ʵʄĎ� ɂǖ	� a� �

ɫ�Ɂ̟̿hɨ� ʀʽ� ɬʄ	� a� �ƥƬŒ	� a� ��� Ƶ�Ǣɨ� ʓɎ� �Ǫ̺Ƈ�� �u� ƥƬ	� a�

ɫ�Ɂ̟̿hȹ� ü̵� ǔ͚� ̟h� �͘	� ɫ�Ɂ̟̿h� ɳʽȹ� ü̻� ɩ̻��ɳh� ƎʅŤ�

ʅ§̶�Ǽ�ɰê�ʁʭ�� �

�

O��´i��Ã�

�

ɳŘǼʣ� ô�ȹǢê� �͘� ǼŪ� ô�ȹǢ� ̑ȟ̵� ʓɎ� ɫ�� ɩȆŤ� hʞ�� ʽ˩Ŧȇ̈Ť�

Ǧ�̵�͚ȹ� �ʽ˩Ŧȇ̈Ť�hɩĖ�ǙȞ�̟hŤ�ɝ̵�ɳŘŤ�Ǽʣ̳Ȼ�͆ɼ�ȍʂȹǢ�̻ú�

ǔȴɥ�ĔļȖ�ɫ��Ǜ͖ɥ�̑ȟ̻Ȫ�̵ó�� �

�

���� ıŃ¡×Ō� ÍT�

�

ɫ�Ɂ̟̿hê�ȧȹǢ�qʊ̽ěɩ� XʱȻɿɩ��ƿǣɿɫ�ƥƬɣŐ�ʽ�ɿɩ���ʊɿɣŐ�

ɫ�Ɂ̿ɥ� ̟h̳ê� �ʄYɩƖŐ� ɫ��Ɂ� ƽǢh� ʽ˩Ŧȇ̈Ť� ǔȴ� ƽǢȹ� ƵË� ͚� ǔȴ�

ƽǢȹǢ� ʽ˩Ŧȇ̈ȹ� ʝǊɳŘŤ� ʺƽ̻Ǣ� øɥ� öȞ� ͗ȏ̳ê� |ůɣŐ� ɳŘ� Ǽʣɥ�

ó̽ó�� ƻǢê� Ƞ� Ďó�� ʽ˩Ŧȇ̈ê� �͘� ǼŪ� ô�ȹǢ� ̑ȟ̵� ̟h� üǛ� ǔȴɨ� ʓɎ�

ɫ�� ɩȆŤ�Ǜǫ̳}�̑ȟ̳§�ɝ̻� Ǧʄ̵�ʞ̦ɨ�ƆɦɣŐ�ɳŘ� Ǽʣ� �ʄȹǢ�ǔɐčê�

hɩĖɉ�sɤ�|ɩ§�ġƎɩó�� �

�

ğĮǢ� ��§�ɤ� §�ɓɁ� ɫ�Ɂ̟̿hȹ� ǔɐčȷĀ� ʽ˩Ŧȇ̈� Ĝ ��ɥ� ʱ�̶� Ǽê�

ɰʞů� ʽ˩Ŧȇ̈ê� ̉ʄ̵� ǔȴɨ� ɫ�Ɂ̟̿hŤ� ̳§� ɝ̵� ɳŘŤ� Ǽʣ̳ê� Ć�ɩƖŐ�

̑ȟ̵�ʓɎ�ɫ��ɩȆŤ�Ɲ˸ɣŐ�̻ú�ǔȴ���ň̵��ɞ̵�ʽ˩Ŧȇ̈Ť�Ǧ�̻Ȫ�̵ó�� �

�

ʽ˩Ŧȇ̈Ť� �Ǫ̳ê� ʞ̦ê� ȁɳÀ� Ǉɡɨ� ͊Ȏɫ� ʡɿ� ʞ̦ɉ� ɩȪ§� ͊Ȏɫ� ȭɿ�

ʞ̦	� ̒ôȹ� §Ơ̵� ʓ�ɿ� ʞ̦ɉ� ɳŘȹ� §Ơ̵� v�ɿ� ʞ̦	� �ʊ� �̵� ʞ̦ɉ� �̾ȹ�

�̵� ʞ̦Ő� �ƿ̶� Ǽ� ɰó �� �� �ʊȹ� �̵� ʞ̦h� ̱Ɏ̵� ɩɞê�  ļ̵� ɫ�� ɩȆȹ�

üɧ̳ê� Ƭ�� ʅĆh� ʅüŐ� rˊʈ� ɰʞ� ȡɣƂ�  � ůˬ� ɫ�Ɂ̿Ć� ˩§� ġƎɩó��

ɩļ̵��ƿȹ�ğţ�ʞ̦ê�óɦ��sɩ� � uŐ�ƫʓ͒�̶�Ǽ�ɰó�� �

�

a� �ʡɿ�ʓ�ɿ��̾� ʞ̦�� ɩȪ§� ͊ȎɣŐ� ʓ�ɿɫ� ̒ôȹ� §Ơ̻Ǣ� �̾ɨ� ƎʅŤ�

͓ɫ̶�Ǽ�ɰê�ʄƵ��ɂ���� ǫ�Ɨůɨ�Ȟċɤ��ɐ̳��ɰʞ�ȡó��

 
��� 0A>� >GF:KD�%GLMBMNM>�?HK�$NF:G�.B@AML	�$NF:G�.B@AML��HFIEB:G<>��LL>LLF>GM�-NB<D��A><D	����� �
���+$�$.	�$NF:G�.B@AML�%G=B<:MHKL����#NB=>�MH�)>:LNK>F>GM�:G=�%FIE>F>GM:MBHG	����	�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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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ʡɿ�ʓ�ɿ��ʊ� ʞ̦�� ɩȪ§� ͊ȎɣŐ� ʓ�ɿɫ� ̒ôȹ� §Ơ̻Ǣ� Ƭ�� ʅĆɨ�

�ʊɿɫ�Ǝʅȹ�ü̻�͓ɫ̶�Ǽ�ɰê�ʄƵ��ɂ��ʄƽȹǢ�ʄ̵�˄ɾɮ¤ɤ�Üċɳ�ɳȏ�� �

hʋɨ�̩ɝ�ɰê�ǟ͕ɥ�ɝ̵��ʄ̵�ɮ¤�Ǽʔɥ�Ǜ̵͗ó�� �

a� �ʡɿ�v�ɿ��̾� ʞ̦�� ɩȪ§� ͊ȎɣŐ� v�ɿɫ� ɳŘȹ� §Ơ̻Ǣ� �̾ɨ� ƎʅŤ�

͓ɫ̶� Ǽ� ɰê� ʄƵ�� ɂ�� �ǔy� §őɥ� ¢wŐ�� ƵȠȴʽ� ʟɘȹ� ɨ̻Ǣ� ɽɨ� ̾ɝŤ� ̳��

ɰê�ÜċɳĚɤ�Ȯĥ}�̢Ňɥ�ú̳ɀó�� � �

a� �ʡɿ�v�ɿ��ʊ� ʞ̦�� ɩȪ§� ͊ȎɣŐ� v�ɿɫ� ɳŘȹ� §Ơ̻Ǣ� Ƭ�� ʅĆɨ�

�ʊɿɫ� ƎʅŤ� ͓ɫ̶� Ǽ� ɰê� ʄƵ�� ɂ�� ǔȴɩ� ɩřȮ� ʞê� �hê� $'*� ̼Ȓ� ͈ȫɥ�

Ǉʔ̳ɀó�� �

a� �ȭɿ�ʓ�ɿ��̾� ʞ̦�� ȁɳÀ� Ǉɡɨ� ͊ȎɣŐ� ʓ�ɿɫ� ̒ôȹ� §Ơ̻Ǣ� �̾ɨ�

ƎʅŤ�͓ɫ̶�Ǽ�ɰê�ʄƵ��ɂ��ǔȴɩ�ȍɴč��ÀǢ�Ɛɨ�ȭɩ�ƅ��Ő�ʕȷó�� �

a� �ȭɿ�ʓ�ɿ��ʊ� ʞ̦�� ȁɳÀ� Ǉɡɨ� ͊ȎɣŐ� ʓ�ɿɫ� ̒ôȹ� §Ơ̻Ǣ� Ƭ�� ʅĆɨ�

�ʊɿɫ�ƎʅŤ�͓ɫ̶�Ǽ�ɰê�ʄƵ��ɂ��ƅ��ɨ�ɫȏŵŵ�̮̻ɳê�ú�ȹ�ɨ̻�̮̻ɳŐ�

ȎƳɩ�čʞ�Ɖ̵ó�� �

a� �ȭɿ�v�ɿ��̾� ʞ̦�� ȁɳÀ� Ǉɡɨ� ͊ȎɣŐ� v�ɿɫ� ɳŘȹ� §Ơ̻Ǣ� �̾ɨ�

ƎʅŤ� ͓ɫ̶� Ǽ� ɰê� ʄƵ�� ɂ�� ȏɺ� ɝ�Ţ� ɳˑ�� ˈȏɨ� Üċɳh� ͆ɼ� ƅ� Ƅɩ�

�ɐčȮ�ɰó�� �

a� �ȭɿ�v�ɿ��ʊ� ʞ̦�� ȁɳÀ� Ǉɡɨ� ͊ȎɣŐ� ʓ�ɿɫ� ̒ôȹ� §Ơ̻Ǣ� �ʊɿɫ�

ƎʅŤ�͓ɫ̶�Ǽ�ɰê�ʄƵ��ɂ��ƬɿɣŐ�͟Ȏ�ȵɩ�ɬɥ�ȍ˯�Ǽ�ɰê�ȍjɤ�ƅ�ȍjɩó�� �

�

��§�ɩ� ɳŘ� Ǽʣɥ� ɝ̵� ʞ̦Ť� ůĚ�� ʽ˩Ŧȇ̈Ť� Ǧ�̳ņ�� ̶� ġ� hɺ� żɾ�

̻Ȫ�̳ê�ɬɤ�̻ú�ʓɎ�ɫ��ɝ͂ɩ�¢w̳��ɰê��ƫɥ�ʳȞǢ�̻ú�ɫ�ɥ��Ǫ̳��

ɰê�̉ʤɿɫ�ɎǴŤ�ʳȞÊê�|ɩó�� �

�

ɂŤ� ĚȮ� Ȯé� ��§�ɩ� ɳȏ�� ǔȴ� ��ȹ� ɰê� �Ƚ§͘ǔh� ̱Ŧ̰� ˈȏɨ� ȻǪ�

ɩʓÜċɳŤ� �ɐ̻Ǣ� ɍ�ɫʀɐ� ɞͣȴǴ� Ĝȹ� ̑�̳ê� ǔȴɥ� ɫ�Ɂ̟̿h� üǛɣŐ�

ǥʄ̳��  ɉ� �ň̵� ʓɎ� ɫ�� ɩȆŤ� ɫȏŵŵŐ� ̑ȟ̽ó�� hʄ̶� �ɑ	� hɺ� żɾ�

̻Ȫ�̶� ɬɤ� VɫȏŵŵŐƽ˼�ɳɞŐɔ��ŦWh� ¢w̳��ɰê��ƫɥ�͓ɫ̻Ǣ�ɫȏŵŵŤ�

�Ǫ̳��ɰê�̉ʤɿɫ�ɎǴĚɥ�ʳȞÊê�|ɩó�� �

�

ɫȏŵŵŐƽ˼� ɳɞŐɔ� �Ŧê� ɞȺ� ɫȏŵŵ� ɨʄǢȹ� �ʄɩ� čȮ� ɰêă� w§Ǣ�

ɫȏŵŵŤ��Ǫ̳ê�̉ʤɿɫ�ɎǴĚŐ�a� ǪɩÀ�Üċ�Ĝɨ�ʮˍ�Ƈɿ	� a� qƞ	�Æˑ	� ǔ§	�

§ů	� �Ňɨ�ÅɐɩÀ�ˍȫ̵�ʞɝɨ�ȟɐ�Ĝɨ�Ǽô� a� �Ɔʣ	� ɓǸ	� ɩǸ	� ɤï	� ɫ��Ħê�

ɫǼɨ�̾ɝŤ�͓ɫ̶�Ǽ�ɰ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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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óɦȹê�̱Ŧ̰�ˈȏɨ�ȻǪ�ɩʓÜċɳɨ� VɫȏŵŵŐƽ˼�ɳɞŐɔ��ŦWh�ƽʄɿɫ�

Ɂ̿ɥ� ơɥ� Ǽ� ɰê� Ȼļ� ȍÀŦɃŤ� ǟi̳ƂǢ�  � ɎǴĚɥ� ͓ɫ̶� Ǽ� ɰê� ʞ̦Ť�

ʡɿTȭɿ	�ʓ�ɿTv�ɿ	��ʊɿT�̾ɿ�ʞ̦ɨ�ƫʓŤ�ȿĒȹ�ĒƂǢ�Ǧ�̻Ȫ�̵ó�� �

�

ɝ� ��§�ɩ�  � ʖȹǢ� ʡɿ�ʓ�ɿ��̾� ʞ̦Ő� ůĚȮ� Ƹ� Ǽ� ɰê� ƅ� hʞ� ɂ ��Ť�

ĚȮƵƂ�óɦ��só�� �

�

+ř ,� ĉÚ¦¦ê� Xš� Ģřć� ò�

ōħēĉ�

öÐ�

ÏÁ�

öÐ�

Ģř�

Ɔʣ�

Ĝɨ�

̾ɝ�

Ɔʣ� ʞɫɨ�ǴuÀ�ˍȴ��Ť�Ƶ��Ɔʣɫɥ�ůÈó��

ɤï� ˄ʏ� Ƈɿʞȹ� Ćö̳§� ʀȹ� ɯˈɯɩ� ʅ̵Ď� ɺǴȹǢ� ɬʄ§j�

źƐļ�ɰȮȪ�̽ó��

ɫ�À�

ɫǼ�

Ɔʣɥ�̵�ɳ�Ħê�ɩċȍˮ�ɳȹ�ɨ̻�ʅ �ɳȹ}�ɫ�čȷó��

ˍȫ̵�

ʞɝŤ�

ɩɐ̳ê�

Ĝɨ�

Ǽô�

ɝŇ� Ʒɫ� Ħê� hʋȹ� ü̵� ̢̾ɩÀ� ͈ƞɣŐ� Ʒɫɨ� ɨǔȹ� Ơ̻�

ɩċ̳wÀ�ɳɞŐɓ�ɩċɩ�ʅ̵čȷó��

ɝŇ� Ɔʣ�úȍ�Ȯģ�ɬɥ�̶� |ɫhȹ�ü̻�ǦƄɥ�ơɤ�|��ȐʅŐ�̵�

ɬɩ�óŢwÀ�Ɔʣ�úȍ�ȫǵ�ơȥĀ�¢Őʊyɩ�Ȟîȷó��

§˱� �

Ǽô�

Ʒɫ� Ħê� hʋɩ� Ɔʣɫȹ}� ʠ� ƽʴh� ɰȮ	� ɩċɥ� wƽ̶� Ǽ�

ȵȷó�� �

ʮˍ�

Ƈɿ�

�ʅɿ�

̄ʅ�

ɩʓ�ʄȹǢ� Ƣǟ̵� ɩċ� Ɯ� �ň� Ǉɐȹ� ü̵� ʴƋ� ƽ÷ɣŐ� ɬɥ�

 ůĒê�|ɩ�ǀhì̽ó��

ƐŦɿ�

̄ʅ�

Ȼ�	� ȏƿʝ� sɤ� ȏƿʝƄǢşŤ� Ʒɫɩ� Ǵʞ̳�� ɰʞ� ȡȥwÀ�

ȏƿʝɥ�ĉņ�öĮ��Ɏ�̽ɣÀ�wʁú̽ó��

ʄǢɿ�

̄ʅ�

ǔȴɺɥ�ɩ˴̳Ƃ�ǀƬʽşɳŐ�ôǵčȮ��¤ď�wĮ��͈ƞ̽ó��

�

ʽ˩Ŧȇ̈h� ̟h� üǛ� ǔȴ�� �ňĎ� ʓɎ� ɫ�� ɩȆŤ� ͓ɫ̶� Ǽ� ɰê� ɳŘ� Ǽʣɨ�

hɩĖh� ď� Ǽ� ɰĆő� ��§�ɤ� ʽ˩Ŧȇ̈� Ǧ�� �ʄȹǢ� ɩ̻��ɳ	� ̉ͦ� ɫ��

ʀƎhɉ��Ŧ�ʓʽŤ�ʱȻȍˢȪ�̵ó�� � �

�

��� č�� ÓĦ� �ÆW� ¸¼� R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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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ɤ� ʽ˩Ŧȇ̈ɨ� uƳ� ʞ̦Ť� hɩĖ� ǙȞ� Ȯģ� ɳŘŤ� ̻̄� Ȯĥ}� ɳŘŤ�

Ǽʣ̶� |ɫʞ� ʄ̻Ȫ� ̵ó�� ɳŘ� Ǽʣɨ� üǛɣŐ� ˩}� Ǝ́	� ɩ̻��ɳ�  Ŧ�� ͆ɺɩ�

ɰɣƁ	� ɳŘ� Ǽʣ� ƥƬɤ� ɳŘ� Ǽʣɨ� üǛȹ� ğĮ� Ǝ́� ʊǔ	� ɫ˼ǃ�uƳ� ɫ˼ǃɉ� ˀʂ�

 ŝ�ɫ˼ǃ�ɉ�ǦƎ�ʊǔ	�ƥƎ�ʊǔh�ɰɥ�Ǽ�ɰó�� �

�

Ǝ́�ʊǔ�üǛɨ�ɂŤ�Ǘ̜ƵƂ�óɦ��só����

�

• �ʭ�ɳŘ�

ü ̻ú�ǔȴ���ňĎ��ȫǢ�

ü ̟h�üǛ�ǔȴȹ�ɿɐčê�Ƭš���ʄ�

ü ��§�ɨ�ʄʵ��ʄʵ�ɩ̾ɨ�§ő� � �

ü ̻ú�ǔȴ���ň�̵�͔�Ɂ̟̿h�Ĝ�iʏ�Ɂ̟̿hɨ���� �

ü �ɐ	�ǈ��Ǽʔ	�yq�Ɯ��ɟ�§ʔ	�ɮ¤	�¢Ő�ʊy�Ɯ�ǖȴ�Ƶy�Ɯ�Ƞʀ�Ĝȹ��̻�

ʄƽ�§�ȹǢ�ǟǪ̵�ăɩ˼�

ü ʞȼ�ǔ͗��ˉ�Ɯ�Ƙɘȹ��̵�§ő�Ĝ�

ü mǔ�Ƶ�Ǣ�

ü ƵyȠʀ{ǔ�Ƶ�Ǣ�

ü ¢Őmć��ň�Ƶ�Ǣ�

�

• �ʭ�ɳŘ�

ü ̴�	��hɫ�ɝɘ͗	�ʄƽ�§��Ɯ�ǖȴ�§�ɨ�Ƚ��Ɯ�ʞ̦�

ü )"*ɉ�ƽƎƳ��Ê�Ɯ��ʅ�Üċʊ̸ȹǢ�Ƣ̵̦�Ƚ��Ɯ�ʞ̦�

ü ̻ú�ʞȼȹǢ�Ǽ̾čê�óţ�ǔȴ���ňĎ�ʄƵ�

ü ̻ú�ǔȴ���ňɩ�ɰɥ�Ǽ�ɰê�ʓɎ�Ǝʅȹ�ü̻�ʞȼ�ǔ͗�ɂŤ�ĚȮ�ǥʓƘ�Ħê�

ʞȼ�ü̦�ʊʟ�ȹǢ�Ǽ̵̾�Ƚ��

ü ̻ú�ǔȴ���ň�ɰê�ȰŒ�ƵĆ�ɳŘ�Ĝ�

�

���� č�� ÓĦ�

�

��§�ɤ�ɫ�Ɂ̿ɥ�hɺ� ͙�ɿɣŐ�̟h̶�Ǽ� ɰê� ˄ɿɨ�ɳŘ� Ǽʣ� üǛ��ƥƬɥ�

�ʄ̻Ȫ� ̵ó�� ɩ� ġ� ʽ˩Ŧȇ̈ɨ� i� ʞ̦h� ǵ̵� ƫʓŤ� �ņ̳ê� |ɩ� Ćɕɩ� ď� Ǽ�

ɰó�� ɂŤ� ĚȮ� ʡɿ�ʓ�ɿ��̾� ʞ̦ê� ɩ̻��ɳ	� ̉ͦ� �Ŧ� ʓʽȹ� ü̵� ɫ˼ǃɨ�

ƥȎɣŐ	� ʡɿ�ʓ�ɿ��ʊ� ʞ̦ê� ɩ̻��ɳ� ʖ� ʀƎhȹ� ü̵� ɫ˼ǃɨ� ƥȎɣŐ	�

ʡɿ�v�ɿ��̾� ʞ̦ê�͆ɺ� ƥƎ� �ʰɨ� ƥȎɣŐ	� ȭɿ�v�ɿ��ʊ� ʞ̦ê�̄�ɉ�s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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Ǝ́� ʊǔɨ� ƥȎɣŐ	� ȭɿ�ʓ�ɿ��ʊ� ʞ̦ê� ɩ̻��ɳȹ� ü̵� ǦƎ� ʊǔɨ� ƥȎɣŐ�

͓ɫ̳§�Ȅɔ�|ɩó�� �

�

��§�ɤ� ʄƵɨ� {ʝɩ� ̱Ɏ̵� �ɑ� ƶǼɨ� ƥȎɣŐ� ɳŘŤ� Ǽʣ̶� ̱Ɏh� ɰó� ���

ɂŤ� ĚȮ� ��§�ɩ� X�ɐ	� �ɟ	� Ȍʠ� Ɯ� ̅ʟ� ʀ� �ʄȹǢ� ǪƳ	� ʏ�	� ɺȨ	� Àɩ	�

ǔ͗ɿ� ȏƿ	� ˈȏʞȼ� Ĝɨ� ɩɞŐ� ʭƳ̳ʞ� ȡêóYĮê� ʞ̦Ť� hʞ�� ɳŘŤ� Ǽʣ̳§�

ɝ̻Ǣê� ̵� ʏşɨ� ɳŘ� Ǽʣ� ƥƬů� ǔɐ̳ê� |ɩ� ȞîĮ	� óȭ̵� Ǝ́ȹ� ü̵�

ʊǔ�ɩ̻��ɳh� ʅ§̵� Ƙɘ� §ő	� ȰŒ� ƵĆ	� �ɐÜċƽ� ʠʄȹ� ü̵� �ʄƎ	�

ǪƳɁ̟̿h� ɳŘ� Ĝ�ɉ� ɩ̻��ɳȹ� ü̵� ɫ˼ǃÀ� ǦƎ� ʊǔ�Üċɳȹ� ü̵� ɫ˼ǃÀ�

ǦƎ�ʊǔ�Ĝ�	�͆ɺ�ƥƎ�ʊǔ�ƥƬɥ�ʏ̸ɿɣŐ�ǔɐ̶�Ǽ�ɰó��

�

ʱȻǪɤ� ɫ�Ɂ̟̿h� ʀƠȹ� zʾǢ� ʌʖčȮȪ� ̳ê� ɘ˒ɩʞů� ʱȻǪɩ� hɺ� ʖɎ̵�

ɨƗŤ�rê�ô�ê�ɳŘ�ǼʣɩƖŐ	��͘�ǼŪ�ô�ȹǢ�ȎƳ̵�ɩ̻��ɳĚɩ�ɨƗ�ɰ}�

ɳŘ� Ǽʣ� ô�ȹ� ʱȻ̶� Ǽ� ɰĆő� ̻Ȫ� ̵ó�� ��§�ɤ� ɩ̻��ɳɨ� �ˉ�� �͂��

ɫȎɥ�͓ɫ̳§�ɝ̵�uƳ�ɫ˼ǃɉ�ˀʂ� ŝ�ɫ˼ǃŤ�̶�Ǽ� ɰɣƁ�ǦƎ�ʊǔɨ�ƥȎĆ�

͕ɐ̶� Ǽ� ɰó�� ̱Ɏ̵� �ɑ� ɩ̻��ɳh� Ēņɕ� ȵɩ� ʄƵŤ� �ɞ̶� Ǽ� ɰĆő�

ɩ̻��ɳɨ�ɪƄǪɥ�Ƶɺ̳wÀ�Ǉƚɩ�Ƶɺčê�ɺǴȹǢ�ɫ˼ǃŤ�ʠ̻̾Ȫ�̵ó�� Ħ̵�

ɫ˼ǃŤ� ̵� ɩ̻��ɳh� ʄƵɨ� ʅ�ɣŐ� ɫ̻� ǀɩɪɥ� ơwÀ� Ƶƶɥ� ú̳ê� ɬɩ�

ȵĆő�ʓɨ̻Ȫ�̵ó��

�

ǔȴɨ� ƐŦɿ� ͔�ɩ� ɫ�ȹ� Ɨˑê� Ɂ̿ɥ� ͓ɫ̻Ȫ� ̳ê� �ɑĆ� ɰó�� ɂŤ� ĚȮ�

ǔȴɺɨ� ȠʀƵy�� �ňĎ� Ȑ˹	� yˆƐɨ� ɺȨɫ� ʃ¢Ǫ	� ̉ʄ� �ʊƐɩ� ʞȼǔ͗ȹ�

Ɨˑê� Ɂ̿ɥ� ͓ɫ̻Ȫ� ̳ê� �ɑh�  |ɩó�� ɩļ̵� Ǜ͖ȹǢê� ͆ɺ� ƥƎ� ʊǔŤ� ̳ê�

|ɩ� ʖɎ̳ó�� ��§�ɤ� ͆ɺ� ƥƎ� ʊǔɨ� ƐŦɿ� ƫɝɉ� ǴɎɳɘɥ� ɿʁͦ� �ǖ̳Ȼ�

�͘ɥ�ǼŪ̻Ȫ�̳Ɓ�͆ɺ�ƥƎ�ʊǔŤ�̻̄�Ƣ�̵�ǔ̺ɥ�§őɣŐ�Å�Ȫ�̵ó�� � �

�

|	� č�� ÂË�

�

ɳŘ�ƿǣ�ô�ê�Ɂ̿ɥ�ƿǣ̳��üɧ��͘ɥ�ǫɑê�ô�Ő� ���ɫ�Ɂ̿�Ȼƽɉ�ɘɫ��

ɞ͊� Ĝɥ� ƿǣ̳�	� ��� ɫ�Ɂ̿ɨ� ȒiǪɥ� ƿǣ̳�� ��� ɫ�Ɂ̿ȹ� ü̵� üɧ� �͘ɥ�

ǫɑê�|ɩó��

�

���� ñŪ� ëÁ�� üĉ�� þű� �ą� ÂË�

�

 
�� �œÅ� ĎŬ� çëņÂ�  Ōƌ� ā`ëň� ŘĽƠ� Ď¡� Œ��� Üƨ� şþ	� ƫŕ� çÜ� w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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ɳŘ� Ǽʣ� ô�ȹǢ� ̻ú� ǔȴȹ� ü̵� ʄƵŤ� ˉƿͦ� Ǽʣ̵� ͚� ɩŤ� hʞ�� ǔȴ��

�ň̵� ƽʄɿɫ� ɫ�� Ɂ̿ɩ� ɰêʞ	� Ɂ̿ɥ� ơê� üǛ	� Ɂ̿ɨ� ɞ͊	� Ɂ̿ɨ� ɘɫ� Ĝɥ�

ƿǣ̻Ȫ�̵ó�� �

�

�h��Ɂ̿ɨ�Ȼƽɉ�üǛ�ƿǣ�

�

ƿǣ� ��� ɫ�Ɂ̿ɩ� ɰêʞŤ� ̑ȟ̳�	� ůɬ� ɰóƂ� Ȯģ� �Ŧ� ʓʽɨ� Ȯģ� �Ŧȹ�

ü̵� ƽʄɿɫ� Ɂ̿ɫʞ� ̑ȟ̻Ȫ� ̵ó�� ̉ͦ� ǥʓƘ	� ȻǪ	� ɩʓƘ� Ĝ� ˍȫ̵�  ŝȹ� ü̵�

ƽʄɿɫ�Ɂ̿ɫʞŤ��ņ̻Ȫ�̵ó�� � � �

�

�À��Ɂ̿ɨ�ɞ͊�ƿǣ�

�

ɫ�Ɂ̿ɨ�ɞ͊ȹê�Ȑʅɿ�Ɂ̿��ɷɼɿ�Ɂ̿ɩ�ɰɣƁ���§�ɤ�ɩ� Ē� hʞ� Ɂ̿ɥ�

ƆĒ� ƿǣ� �ʄȹǢ� �ņ̻Ȫ� ̵ó�� Ȑʅɿ� Ɂ̿ɤ� ɩƗ� Ƣǟ̽wÀ� ͆ɼ� Ƣǟ� ʖɫ� Ɂ̿ɥ�

ɨƗ̵ó��ɷɼɿ�Ɂ̿ɤ�͆ɼȹê�Ɂ̿ɩ�ȵʞů�ǔȴɩ�ʞǵď��ɑ�Ƣǟ̶�hìǪɩ�ɰê�

Ɂ̿ɥ�ɨƗ̵ó��

�

ɂŤ� ĚȮ� ƝɩɃȽŘ� ǔȴɥ� ̳ê� §ȴɩ� ̠ǼŤ� qɣŐ� ƥş̳Ȼ� Ɛɩ� Ƀȿč�� qɨ�

Ɛ�§h� ̠ǔ̳Ȼ� ǼǛhɄȹ� ǗƂǢ� qƐɥ� ȎǼɉ� Ɛ�§� ȭȎɺɣŐ� ɩɐ̳ê� ʞȼ�

ʓƘɨ�yq���ǟʌ�ȹ�Ɂ̿ɥ�ƗʿóƂ�ɩ�Ɂ̿ɤ�ȐʅɿɩĮ��̶�Ǽ�ɰó�	�� �

�

ƠƂ� ̔Ƀɬ� ǔȴɥ� ̳ê� §ȴɩ� �ʞ¤ɤ� Ɛȹ� ü̵� �Ŧ� Ĝȹ� Ȑʅɿɫ� ƽʄɿ� Ɂ̿ɩ�

ȵʞů��ȞƋĽ�ʊˑ�ȵɩ�ǔȴɥ�͓ɺ̶��ɑ�ǛǼɘ�ƽʋ�ƎʅŐ�ɫ̻�ʞȼ�ʓƘɩ�ɩʓŤ�

̻Ȫ� ̳ê� Ĝ� Ɛȹ� ü̵� �Ŧɉ� ʓw�ȹ� Ɂ̿ɥ� Ɨ˔� Ǽ� ɰóê� |ɩ� ͓ɫčȷóƂ� ɩ� ġ�

ȎƳ̵�ɫ�Ɂ̿ɨ�ɞ͊ɤ�ɷɼɿɫ�|ɩĮ��̶�Ǽ�ɰó�
��

�

Ȑʅɿ�Ɂ̿�ʖȹê�ãɿɿɫ�Ɂ̿���w�ɞǖ�D=?9;Q�� Ɂ̿ɩ�ɰɣƁ���§�ɤ�ɩļ̵�

ɞ͊ɨ� Ɂ̿Ć� �ņ̻Ȫ� ̵ó�� ãɿɿɫ� Ɂ̿�;MEMD9LAN=� AEH9;L�ɩİ� ��§�ɨ� ̾ɝ�  �

ɳʽŐê�ƽʄɿɫ�ɫ��Ɂ̿ɥ�Ƣǟȍ˭ʞê�ȡʞů�óţ�§�ɨ�̾ɝɉ��̸̻Ǣ�ƽʄɿɫ�

ɫ�� Ɂ̿ɥ� ɬɣ˭ê��ɑŤ� ɨƗ̵ó�� �w� ɞǖ� Ɂ̿�D=?9;Q� AEH9;L�ɤ� ǥ̾� ǔȴ� ʓʽh�

Å��áɤ�ƽʄɿɫ�ɫ��Ɂ̿���ňĎ�Ɂ̿ɩ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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ãɿɿ� Ɂ̿ɤ� ɂˏ�� ɂƥɩ� ͜ȝ� Ȯŋóê� ʂɥ� �ņ̻Ȫ� ̵ó�� ̉ͦ� ãɿ� Ɂ̿ɤ�

éŦ}� À˱À§� ġƎȹ� ͙�ɿɫ� Ǝʅʅ§ɉ� ãɿɿɫ� Ɂ̿ȹ� ȽřĎ� ��§�ȹ� ʵɮɥ�

Əê�|ɩ�Ȯņɔ�Ǽ�ɰê�ƠƂ	�ãɿɣŐ�ɫ̵�ƽʄɿ�Ɂ̿ɨ�ʄĆh�ŵɑ�Ȓi̶�Ǽ�ɰó�� �

�

ɂŤ� ĚȮ� ƝɩɃȽŘ�ǔȴɥ�̳ê� §ȴɩ�̀ɐčê�§ʔˑŤ�Ôʞ� ȡê� ǼʔȹǢ�̠ǼŤ�

qɣŐ�ƥş̳ɀʞů� � q� ʓƲȹ�ɰê� ßɺȹǢ�Ʀˈ̵�̠Ǽɉ�̸ʾʈ�ãɿɿɣŐ�qƐɩ�

Ƀȿč�� qɨ� Ɛ�§h� ̠ǔ̳Ȼ� ǼǛhɄȹ� ǗƂǢ� qƐɥ� ȎǼɉ� Ɛ�§� ȭȎɺɣŐ�

ɩɐ̳ê� ʞȼ� ʓƘɨ� yq��� ǟʌ�ȹ� Ɂ̿ɥ� ƗʿóƂ� ɩġɨ� Ɂ̿ɤ� ãɿɿɫ�

Ɂ̿ɩĮ��̶�Ǽ�ɰó�� �

�

ƠƂ� ǥ̾� ǔȴ� ʓʽh� Ⱦü� ɑũɥ� ü�Ɔ� ̔� ßɺɣŐ� ʀ͔̳ê� �ʄȹǢ�  � Ⱦü�

ɑũȹ� ɨʌ̻Ǣ� ǗȞhê� ǥʓƘ�� ʞȼʓƘȹ}� ʅüŐ� ƵǛɥ� ̳ʞ� ȡɤ� ʴ� ̔� ßɺɥ�

ůĚȷ�	� Ȯé� §ȴɩ�  |ɥ� ɫǼơȞ� ̔Ƀɬ� ǔȴɥ� ̳ƂǢ� ǥʓƘ�� ʞȼʓƘɨ� ǟʌ��

Ĝȹ�Ɂ̿ɥ�Ɨˑ��ɰóƂ�ɩ�Ɂ̿ɤ��w�ɞǖ�Ɂ̿ɩĮ��̶�Ǽ�ɰó�� �

�

�ó��Ɂ̿ɨ�ɘɫ�ƿǣ�

�

��§�ɩ� ʟʃɿɣŐ� Ȫ§̵� ɫ�Ɂ̿Ǒ� ȞîĮ� Ƣǟȹ� §Ȼ̵� ɫ�Ɂ̿	�  Ŧ��

ʟʃɿɣŐ�Ƚ�Ď�ɫ�Ɂ̿ɥ�ƆĒ��ņ̻Ȫ�̵ó�� � �

� �

Ȼ§Ǣ� Ȫ§İ� ƽʄɿɫ� ɫ�� Ɂ̿ɩ� ��§�� ̾ɝŐƽ˼� VʟʃW� Ƣǟ̳ê� �ɑŤ�

ɨƗ̵ó��Ȼ§Ǣ�ʟʃ�Ƣǟ̵óê�īɤ���§�ɨ�̾ɝɉ�ƽʄɿɫ�ɫ��Ɂ̿�ǔɩȹ�óţ�

§�ɨ�ʖj�ŵu�̾ɝh�ȵóê�|ɩó�� �

�

§Ȼİ� ��§�ɩ� óţ� §�ɩ� ƽʄɿɫ� ɫ�� Ɂ̿ɥ� Ɨˑê� |ɥ� Ćɉʓê� |ɣŐ�

Ȼ§ȹê� Ē� hʞ� ɞ͊ɩ� ɰêă	� ʻ� Ʃʨê� ��§�ɩ� óţ� §�ɩ� ƽʄɿɫ� ɫ�� Ɂ̿ɥ�

Ȫ§̳ê�|ɥ�ɐɩ̳}�̳wÀ�ƽ˅§wÀ�ɺņ̳ê��ɑɩ�	�Ē�Ʃʨê�̳À�ɩǛɨ�óţ�

§��� ̷°� ãɿɿɣŐ� ƽʄɿɫ� ɫ�� Ɂ̿ȹ� ɩƝʞ̳ê� |ɩó�� ğĮǢ� ãɿɿɫ� Ɂ̿ɤ�

§Ȼɨ�ƥȎɣŐ���§�ɩ�ƽʄɿɫ�ɫ��Ɂ̿ȹ�Ƚřčê�|ɩó��

�

ʟʃ� Ƚ�ɤ� ��§�ɩ� ƽʄɿɫ� ɫ�� Ɂ̿ɥ� VȪ§W̳wÀ� ƽʄɿɫ� ɫ�� Ɂ̿ȹ�

V§ȻW̵� |ɤ� Ȟîʞů	� ��§��� ǔȴ� ��ȹ� ɰê� óţ� §�ɨ� ̾ɝh� ƽʄɿɫ� ɫ��

Ɂ̿ɥ� ɬɣ˭ê� �ɑ	�  � ƽʄɿɫ� ɫ�� Ɂ̿ɩ� ��§�ɨ� ɓɁ	� ǟǖ	� ǢǇȇɉ�

ʟʃɿɣŐ� �ňɩ� čȮ� ɰóƂ� ��§���  � ƽʄɿɫ� ɫ�� Ɂ̿� ǔɩȹê� ʟʃ� Ƚ�ɩ�

ɰó��̶�Ǽ�ɰ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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Ȫ§ɨ�ƥȎɣŐ���§�ɩÀ�§ȴɩ�ƽʄɿɫ�Ɂ̿ȹ�Ƚřčê�ǔŏê�Ȟĵɉ�só�� �

�

• ��§�ɩ�Ȯé�ǔȴɥ�ȍ̳̾ƂǢ�ǥʓƘ�ʞɘɳŤ��ɐ̳ʞ�ȡê�ʭƳ̾ɝŤ�̽óƂ�

ɩ|ɤ�Ȫ§ɨ�ƥȎɣŐ���§�ɩ�ƽʄɿɫ�Ɂ̿ȹ�ȽřĎ�|ɩó�� �

• ʀɳ�§ȴɩ�Üċʊ̸ɥ��ʄ̳ņ��̳ê�ǔıĚȹ}�̻�ɨ�ɝ͈ɥ�h̵��ɑê�Ȫ§ɨ�

ƥȎɣŐ�ƽʄɿɫ�Ɂ̿ȹ�ȽřĎ�|ɩó�� �

• ÷Ʀ� ʅʊ� ͗ǔh� ÷ƦŤ� ��̳ƂǢ� ɫʏʭƳɿɫ� ŭˡ̐ɥ� ̵� �ɑ� ÷Ʀ� ͗ǔê� Ȫ§

ɨ�ƥȎɣŐ�ƽʄɿɫ�Ɂ̿ȹ�ȽřĎ�|ɩó��

• ̔Ƀɬ�̭ķ˿ɩǲɥ�ɓɁ̳ê�§ȴɩ�Üċɳȹ}�ɿʁ̵�Ƞʀ�ɺǇŤ�ʅ�̳ʞ�ȡɤ�ʴ�

ŸćǪ�ßȫɥ�ǔɐ̳Į��̵��ɑȹê�Ȫ§ɨ�ƥȎɣŐ�ƽʄɿɫ�Ɂ̿ȹ�ȽřĎ�|ɩó��

�

§Ȼɨ�ƥȎɣŐ���§�ɩÀ�§ȴɩ�ƽʄɿɫ�Ɂ̿ȹ�Ƚřčê�ǔŏê�Ȟĵɉ�só�� �

�

• ��§�ɤ��ǔ��ʄȹǢ�Ƭʄ�§ʔ�ˑ�ɩ̳ɨ�ɃȿƐʡ�ɂ��Ǉǖżʞ�ɥ�Ƣǟȍˣʞů�

¢ʶ�óţ�ʞȼ��ǔɺɨ�ɃȿƐʡ��̸ʾʞƂǢ�ʞȼɨ�ʓw͔�ȹ�Ɂ̿ɥ�ƗʿóƂ�ɩ

|ɤ�§Ȼɨ�ƥȎɣŐ�ƽʄɿɫ�Ɂ̿ȹ�ȽřĎ�|ɩó��

• ʀɳ͗ǔh�ɳȏȹ}�ŦƆ˝ɥ��¥̳ê�͈Ň͗ǔȹ�Üċʊ̸ɥ��Ǫ̳ņ��̳ê�Üċɳ

Ť�̻�̳Į��ʏɐ̵��ɑ	� �ʀɳ͗ǔê�§Ȼɨ�ƥȎɣŐ�ƽʄɿɫ�Ɂ̿ȹ�ȽřĎ�|

ɩó�� �

• ɫ˼×� ͗ǔh� ǔɐɳȹ� ü̵� ʄƵŤ� ʄƽȹ� ʅ�̳ɀ�� ʄƽê�  � ʄƵŤ� hʞ�� ʄˑ

ɿɫ�ƠüɳĚɥ�ʳȞǢ�§Ǵ̵��ɑ	�  �ɫ˼×�͗ǔê�§Ȼɨ�ƥȎɣŐ�ƽʄɿɫ�Ɂ̿

ȹ�ȽřĎ�|ɩó�� �

• Ȯé� yǦ� ͗ǔh� ǇɫĆɿɫ� ʶɑŤ� ơ�� ɰê� ʅǴɳŤ� �¤̳§� ɝ̵� ȍǦɥ� ʞȮʔ�

�ɑ	� �yǦ͗ǔê�§Ȼɨ�ƥȎɣŐ�ƽʄɿɫ�Ɂ̿ȹ�ȽřĎ�|ɩó��

�

VȪ§WÀ� V§ȻWȹ� Ǉ̻� ʟʃ� Ƚ�ɨ� �ɑȹê� ɩ̻̳§h� ȅʞ� ȡȞ� ȞĵȹǢ� þ� Űɤ�

ɂŤ�ĚȮ�ǦƄ̳ņ��̵ó���� �

�

• ��§�ɩ� Ȯé� ͗ǔȹ� Ĉɥ� ǉņʓȷêă�  � ͗ǔh�  � ǉŧ� ĈɣŐ� qʅÜċɥ� ǔɐ

̳Ȼ� yƐɥ� ʞɤ� �ɑ� ��§�ɤ� ʟʃ� Ƚ�ɨ� ƥȎɣŐ� ƽʄɿɫ� Ɂ̿ȹ� ȽřĎ� |ɩ

ó�� �

• ��§�ɩ�ɳȏɩ�̆ɳ̵�ʊɫ̈�Ưʶh��¥̳ê�Ƈ͒�̘̬Ő�ʞ̠Ť�ůĚ��ɰêă	�

 �ʊɫ̈�Ưʶɉ�ɘŘ�¥��ȫɥ�Ź��ɰê�͈ŇȴʽȹǢ�Ƈ͒Ť�ɼƦ̳ƂǢ�ȞċÜċ

ɥ�ǔɐ̳���ɑ���§�ɤ�ʟʃ�Ƚ�ɨ�ƥȎɣŐ�ƽʄɿɫ�Ɂ̿ȹ�ȽřĎ�|ɩó�� �

 
���  >;>OHBL>��NLBG>LL�%GM>@KBMR�#KHNI	�,K:<MB<:E� >?BGBMBHGL�H?��:NL>	��HGMKB;NM>	�:G=� BK><MER�(BGD>=�

MH�%G?HKF��NLBG>LL�.>LI><M�?HK�$NF:G�.B@A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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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ʅȫ͗ǔh� ƽɴɐȹ� ü̻Ǣ� ɿʁ̳}� ʄƵŤ� ʅ�̳Ȼ� ̳Ȼ� ʠ̄ʅŤ� ȫ�ȹ� �¥̳ɀ

ɣÀ� ȫ�ȹǢ� ǴĻɣŐ� óȍ� ̡ɺɥ� ̳ƂǢ� ɝ� ʄƵŤ� Ǖʅ̵� ʴ� ǔ͗�ʅɿɣŐ� ˍȫ

̵� ǔıĚȹ}� ̒� �ɑ� ʅȫ͗ǔê� ʟʃ� Ƚ�ɨ� ƥȎɣŐ� ƽʄɿɫ� Ɂ̿ȹ� ȽřĎ� |ɩ

ó�� �

• hȇ�͗ǔh�ƿɽ�ʞȼȹǢ�ǔȴɥ�̳ƂǢ�ɫ�ɨ�ɩċɩ�nɳ§�ɬȮÈ�� Ő�ɫ̻�ˍ

ȫ̵�ǔıĚɨ�Ƞʀɩ�Ƶ͌ơʞ�Ɖ̳}�Ď��ɑ�hȇ�͗ǔê�ʟʃ�Ƚ�ɨ�ƥȎɣŐ�ƽʄ

ɿɫ�Ɂ̿ȹ�ȽřĎ�|ɩó�� �

• Ƚ§¤ɥ� ɓɁ̳ê� ��§�ɩ� ̆ɳɓɁǔŤ� ̻̄Ǣ� ʹq§ȴȹ� ̆ɳ̳ɀêă� ʹq§ȴ

ɤ�óţ�͗ǔɉ�ʊɫ̈�ƯʶŤ��Ǫ̽��ʊɫ̈�Ưʶh�̃ʞ�q˴ɥ�Ȫ§̳wÀ�̃ʞ�q

˴ȹ�§Ȼ̵��ɑ���§�ɤ�ʟʃ�Ƚ�ɨ�ƥȎɣŐ�ƽʄɿɫ�Ɂ̿ȹ�ȽřĎ�|ɩó�� �

• �Ɛ͗ǔh� ɫĆȹǢ� ʴ�� ǔȴɥ� ̳ƂǢ�  � ʓ� ʄƽɉ� (*0Ť� Źȷ�	� ʓ� ʄƽê�  

�(*0ȹ�ğĮ��Ɛ�ɓƠɥ�ɝ̵�ʹĆŤ�yǦ̳§Ő�̳ɀêă	� ɝ�ʹĆ�yǦȹ�ü̻�ʓ

ƘĚɩ�Ơü�ȍɝŤ�̳ɳ�ʓ� ʄƽ��ʰɩ�ȍɝ̳ê�ʓƘĚɥ�ɳɨɿɣŐ�ʽ̵̡��ɑ	�

 ��Ɛ͗ǔê�ʟʃ�Ƚ�ɨ�ƥȎɣŐ�ƽʄɿɫ�Ɂ̿ȹ�ȽřĎ�|ɩó�� �

• Ưʶ�˙̮˾�͗ǔh��Ɛ͗ǔȹ�ɬƽ�ʞƿɥ�hʞ��ɰ�	��Ɛ͗ǔh�ʓ�ʄƽɉ�(*0

Ť�ŹȮǢ�ʓ�ʄƽê� �(*0ȹ�ğĮ�ʹĆŤ�yǦ̳ê�ă� �yǦȹ�Ơü̳ê�ȍɝüŤ

�ʓ�ʄƽ��ʰɩ�ǀƬ�ʽ̵̡��ɑ� �Ưʶ�˙̮˾�͗ǔê�ʟʃ�Ƚ�ɨ�ƥȎɣŐ�ƽʄɿ

ɫ�Ɂ̿ȹ�ȽřĎ�|ɩó�� �

• ɦŘ�͗ǔh�ˤˤȞŤ�Ȯģ�ǄŐ˜Őƽ˼��¥ơ�	� �ǄŐ˜ê�Ő˞�ĆŵǛɣŐƽ˼��

¥ɥ�ơ�	� �Ő˞�ĆŵǛɤ�Ǽʸ�Ƅɨ�ßƽŐƽ˼�ˤˤȞŤ��¥ơêă	� �ßƽ�ʖ�ɬ

ƽê�ȞċÜċȹ�ɨʌ̻Ǣ�ˤˤȞŤ�ɼƦ̳ê��ɑ�ɦŘ͗ǔê�ʟʃ�Ƚ�ɨ�ƥȎɣŐ�ƽ

ʄɿɫ�Ɂ̿ȹ�ȽřĎ�|ɩó�� �

• ʀɳ�͗ǔh� �ƽ̩ɥ�óȭ̵�͈ŇȴʽŐƽ˼��¥ɥ�ơêă	� �ʖȹ�̵�͈Ňȴʽê�ƿ

ɽʞȼȹǢ�ǔȴɥ�̳ê��ƐȴɳŐƽ˼�˥˳ɥ�ǔǢ�ƽ̩ɥ�ůĘó�� Ľă� ��Ɛ�ȴ

ɳh�ǔǦ��ǇȴʽŤ�ǔɐ̻Ǣ�˥˳�ʴ�ȹ�Ơü̳ê�ȍɝüĚɥ�̢ŇɿɣŐ�ʠȣ̵��

ɑ	�ʀɳ�͗ǔê�ʟʃ�Ƚ�ɨ�ƥȎɣŐ�ƽʄɿɫ�Ɂ̿ȹ�ȽřĎ�|ɩó�� �

• ʄƵ̄ȏ�͗ǔh�ǔǦ�ʄƵ�ȴʽȹ�ɳȏɩ�uƢ̵�mȍ�̬Ő ĸɨ�ǔɐ�ɥ�̒ŵ̳ɀ�	

�ʄƽh� �ǔǦ�ʄƵ�ȴʽŤ�̻̄�ʄˑɿɫ�ƠüǫŇɥ�mȍ̳���¤̳��ʽ̡Ť�̳ê

��ɑ	� �ʄƵ̄ȏ�͗ǔê�ʟʃ�Ƚ�ɨ�ƥȎɣŐ�ƽʄɿɫ�Ɂ̿ȹ�ȽřĎ�|ɩó�� �

�

ƽʄɿɫ� Ɂ̿ɨ� ɘɫɩ� ƿǣɩ� čȮȪ�  ȹ� ųˊǢ� üɧ� �͘ɥ� ǼŪ̶� Ǽ� ɰ§� ġƎȹ�

��§�ɨ� ̻ú� ǔȴ� ʖ� ȮĢ̵� ̾ɝ�ɴɝǑ� ȞîĮ� ƽɴɝ�h� ƽʄɿɫ� Ɂ̿ȹ�

Ƚřčȷêʞȹ� ü̻Ǣ� ͓ɫ̻Ȫ� ̵ó�� §ȻÀ� ʟʃ� Ƚ�ɨ� ƥȎɣŐ� ȽřĎ� �ɑ� Ǝʅh�

čê� ǔȴ� ��ȹ� ɰê� §�ɩ� ȮĝɩƁ�  � §�ɨ� ȮĢ̵� ̾ɝh� Ɂ̿ɥ� Ɨʿêʞ� ȼȍ�

͓ɫ̻Ȫ� ̵ó�� ̉ͦ� ʟʃ� Ƚ�ɨ� �ɑȹê� ƽʄɿɫ� ɫ�� Ɂ̿�� ��§�ɨ� Ȯģ� ɓɁ	�

ǟǖ	� ǢǇȇɉ� ʟʃɿɣŐ� �ňčȮ� ɰêʞ� ̑ȟ̻Ȫ� ̵ó�� Ħ̵� ɘɫ� ƿǣɨ� �ʄȹǢ�

ƽʄɿɫ�Ɂ̿ȹ�ü̵�¢Ʒɿɫ�ɘɫ�JGGL�;9MK=K��ȼȍ�̑ȟ̶�̱Ɏh�ɰ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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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Ɂ̿ɨ� ɞ͊�� ɘɫ� Ĝɥ� ƿǣ̷ȹ� ɰȮ� ɩ̻��ɳɉ� ͈ɨ̻Ȫ� ̵ó�� ̉ͦ� �Ŧ� ʓʽɉ�

͈ɨ̻Ȫ� ̳�� ƽʄɿɫ� Ɂ̿ɩ� ǔȴ� ��ȹǢ� Ƣǟ̵� �ɑȹê� �ň� §��Ć� ͈ɨ̻Ȫ�

̵ó�� �

�

��� ñŪć� ÜEÎ� ÂË�

�

ɫ�Ɂ̿ɨ� Ȼƽɉ�  � ɞ͊� Ĝȹ� ü̵� ƿǣɩ� ¼ÀƂ	� ȒiǪȹ� ğĮ� żɾ� üɧ̻Ȫ� ̳ê�

ɫ�Ɂ̿ɩ�Ƌȶɫʞ�ɑǥǾɝŤ�ʄ̻Ȫ�̵ó��

�

�h��ȒiǪ�̒ôɩ�̱Ɏ̵��ɑ� �

�

ɫ�ɤ� ǀhƿɿɩ�� Ǜ͌ɨʌɿɩ§� ġƎȹ� ȎƳĎ� ƆĘ� ɫ�Ɂ̿ȹ� üɧ̳ê� |ɩ�

ŭĠ̳ó��ğĮǢ�͆ȐɿɣŐ� ł}�̳§�Ȯņɓ��ɑȹů�Ȯģ�Ɂ̿ɥ�żɾ�̻�̻Ȫ�̶ʞ�

ǾǢŤ� ʄ̳ê� |ɩó�� ȒiǪ� ̒ôɤ� Ȯģ� Ɂ̿ɥ� żɾ� ̻�̻Ȫ� ̶ʞȹ� ü̵� ǾǢŤ�

ʄ̳ê� |ɬ� ǑɩƁ	� Ȯģ� Ɂ̿ɤ� ̻�̻Ȫ� ̳�� Ȯģ� Ɂ̿ɤ� ƥˑ̻Ć� čêʞŤ� �ʄ̳ê�

|ɩ� Ȟîó�� ğĮǢ� üɧȹ� ɰȮǢ� hɺ� Ȓi̵� Ɂ̿ɥ� óś� ɩ͚ȹ�  � óɦ� Ȓi̵�

Ɂ̿ɣŐ�ÔȮhȪ�̵ó��

�

�À��ȒiǪ�̒ô�§ʔ�

�

ȒiǪɨ� ̒ô§ʔɤ� ʓɎǔȴ� ǥʄ� ȍ� �ņ̽Ā� §ʔɫ� ƽʄɿɫ� ɫ�� Ɂ̿ɨ� ƫɝɉ�

ʄĆ�  Ŧ�� ͗ƶ� hìǪɩó�� ʓɎǔȴ� ǥʄɨ� �ɑȹê� ɫ�Ɂ̿ɨ� Ƣǟ� hìǪ��

ȒiǪɥ�ƆĒ��ņ̽óƂ�Ȼ§Ǣê�ȒiǪɥ�§ʔɣŐ�̒ô̳Ƃ�Ďó�� �

�

ȒiǪ� ̒ôɨ� §ʔɤ� ȧɨ� ̟h� üǛ� ǥʄ� ʁʭȹǢ� ǦƄ̵� Ɲɉ� sɩ� ƽʄɿɫ� ɫ��

Ɂ̿ɨ�ƫɝɉ�ʄĆ� Ŧ��͗ƶ�hìǪɥ�ʏ̸ɿɣŐ��ņ̳Ȼ�̒ô̶�Ǽ�ɰó�� �

�

Ȼ§Ǣ� ƫɝê� ȲŭÀ� Űɤ� ǔıĚɩ� ƽʄɿɫ� ɫ�� Ɂ̿ɥ� ơêhɨ� ƎʅŐ	� ɂŤ� ĚȮ�

̵� Ƅ� Ħê� Ē� Ƅɩ� Ɂ̿ɥ� ơê� �ɑƵóê� ʀʽ� ʞȼ� ǔ͗h� Ɂ̿ɥ� ơê� �ɑh� ƫɝȹ�

ɰȮǢ� ȒiǪɩ� þ� ˩ó�� ʄĆê� Ȯé� ʄĆ� Ȓ̳}� Ħê� ʖü̳}� ɫ�ɩ� ƽʄɿɫ� Ɂ̿ɥ�

ơȥêhɨ� ƎʅŐ	� ɂŤ� ĚȮ� �� ǗʦŦ� Ȟċɩ� hʋɩ� ɓɁ̳ê� h}ɨ� ˗ɓ˼ȹǢ� ɬɥ�

̳ê�|Ƶó� � ǗʦŦ�Ȟċɩ��ǖȹǢ�ɬɥ�̳ê�|ɩ�ʄĆȹ�ɰȮǢ�ȒiǪɩ�˩ó��̶�

Ǽ� ɰó�� ͗ƶ� hìǪɤ� ƽʄɿɫ� Ɂ̿ɥ� ơɤ� ɫ�ɤ� ͗ƶɩ� hì̵� Ǜ˹ɫhɨ� Ǝʅ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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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Ť� ú̽ʞů� ƵǛ�� ǔ�Ť� ơ�� ƝŐ� ƶʟ̵� �ɑƵó� Ƞʀ� ɺǇŤ� ʅ�ơʞ� Ɖ̳��

ɬɥ�̳óh�ǀˑɨ�ƴȹ�zŧ��ɑ�͗ƶ�hìǪȹ�ɰȮǢ�þ�Ȓi̳ó���� �

�

�ó��ƿǣ��ʄȹǢ�ɩ̻��ɳɉ�͈ɨ�

�

üɧɨ� ɑǥǾɝŤ� ʄ̳§� ɝ̵� Ɂ̿ɨ� ȒiǪ� ƿǣȹ� ɰȮǢĆ� Ɂ̿ɨ� ɞ͊�� ɘɫ�

ƿǣɨ��ɑɉ�sɩ�ɩ̻��ɳɉ�͈ɨ̻Ȫ�̵ó��

�

���� �Ć� TŻ� Ó¤�

�

ɫ�Ɂ̿�Ȼƽɉ�ɞ͊��ɘɫ� Ŧ��ȒiǪȹ�ü̵�ƿǣɥ�ɊŘ̳ɀóƂ���§�ɤ�ɩŤ�

§ƠɣŐ�ɫ�Ɂ̿ȹ�üɧ̳§�ɝ̵��͘ɥ�ǼŪ̻Ȫ�̵ó��

�

�h��üɧ�ƥƬɨ�ʏş�

�

��§�ɤ� ȎƳ̵� ƽʄɿɫ� ɫ�� Ɂ̿ɥ� ɂƥ̳wÀ� Ɋ͒ȍ˭wÀ	� ƽʄɿ� Ɂ̿ɩ�

Ƣǟ̳§�ɩʀɣŐ�ƶɘ	�͍ɤ�ǶȐɩÀ�Ƕ̻ȹ�ü̻�ƵǛɩÀ�ƦǛ̳ê�ƥƬɣŐ�üɧ̶�Ǽ�

ɰó�� �

�

• ɂƥ��ǔȴ�Êɐɥ�Ʋ�̳wÀ�Ʀʅ̳Ȼ�ƽʄɿɫ�ɫ��Ɂ̿ɥ�̮̳ê�|�

• ɾm�Ɋ͒���ƽʄɿɫ�ɫ��Ɂ̿ɥ�Ɋʀͦ�̮̳§�Ȯņɔ�ġ	� ļ̵�Ɂ̿ɥ�˄Ǵ̳͒§�

ɝ̵�ʊˑŤ�ˍ̳ê�|�

• ƶɘ���ʅɨ�ɬ͔ɣŐ�ƽʄɿ�Ɂ̿ɩ�Ƣǟ̳§�ɩʀɨ�Ǜ˹Ő�čĉŦê�|�

• ƵǛ���ʅɨ�ɬ͔ɣŐ�óţ�Ɋ͒�ƥƬɩ�ǀhì̳wÀ�͙�ɿɩʞ�ȡɤ��ɑ	�ƽʄɿɫ�

ɫ��Ɂ̿ȹ�ü̳Ȼ�͆ƐɩÀ�¤ʀɿ�ƵǛɥ�̳ê�|�

�

��§�ɩ� ɫ�Ɂ̿ɥ� VȪ§W̵� �ɑ	� ɂƥ̳�� ɾm̳Ɓ� �ʅ�ƶɘɩÀ� ƵǛ�̳ê� üɧ�

�͘ɥ�ǫɗȪ�̳êă	� ɂƥɥ�˄ɑǥɿɫ�üɧ�ǼôɣŐ�ǙȞ�ɂƥ̶�Ǽ�ȵɥ��ɑ	� ʭŏŐ�

ɾm	� �ʅŐ� hȪ� ̵ó�� ůɬ� ��§�ɩ� ɫ�Ɂ̿ȹ� V§ȻW̵� �ɑȹê� ɳȏɩ� §Ȼ̵�

ʄĆȹ� ğĮ�  � Ɂ̿ɥ� ʖô	� ɂƥ	� �ʅ̻Ȫ� ̳�	� ɳȏɨ� Ɂ̿Ňɥ� ǔɐ̳wÀ� �Ɂ̿Ňɩ�

ȵê��ɑ��Ɂ̿Ňɥ��ˆ̻Ǣ�ÅȞɰê�Ɂ̿ɥ�ɾm̻Ȫ�̵ó����§�ɩ�ɫ�Ɂ̿ȹ� Vʟʃ�

Ƚ�WĎ� �ɑȹê� �ʅ̳Ćő� Ɏ�̶� Ǽê� ȵ�� Ɂ̿Ňɥ� ǔɐ̻Ǣ� ƽʄɿɫ� Ɂ̿ɥ�

ɂƥ̳wÀ�ɾm̳ê�Ĝɨ�üɧ��͘ɥ�ǫɗȪ�̵ó�� �

�

 
��� /AB?M	�+Q?:F�:G=�#EH;:E��HFI:<M�*>MPHKD�*>MA>KE:G=L	� HBG@��NLBG>LL�PBMA�.>LI><M�?HK�$N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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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üɧɨ�ƥƬɣŐǢɨ�Ɂ̿Ň�̾ǔ�

�

üɧ� �͘ɥ� ǫɔ� ġ� ��§�ɩ� ƽʄɿɫ� ɫ�� Ɂ̿ȹ� ȽřĎ� ƥȎ	� ʚ� ƽʄɿɫ� Ɂ̿ɨ�

ɘɫɥ� �ņ̶� ̱Ɏh� ɰó�� ��§�ɩ� ƽʄɿɫ� ɫ�� Ɂ̿ɥ� ʟʃ� Ȫ§̳ɀóƂ�

��§�ɤ�  � ɫ�Ɂ̿ȹ� ü̻� ̄ʅŇɥ� ̾ǔ̶� Ǽ� ɰɣƖŐ� ʟʃ� üɧ� ʊˑŤ� ɩ̶̾� Ǽ�

ɰó�� �

�

 ļÀ���§�ɩ�ʟʃ�Ȫ§̵�|ɤ�Ȟîʞů���§�ɩ�ʅ � ɳh�ƽʄɿɫ�ɫ��Ɂ̿ɥ�

Ȫ§̳ê�|ɥ� ɐɩ̳}�̽wÀ���§���ǔȴ� ��ȹ�ɰê� óţ� §�ɨ�̾ɝh�ƽʄɿɫ�

ɫ�� Ɂ̿ɥ� Ƣǟȍˮ� �ɑȹê� ��§�ɩ� ʟʃ� ƽʄɿɫ� ɫ�� Ɂ̿ȹ� üɧ� ʊˑŤ�

Ȑȍ̳§�Ȯŋó��ɩĽ��ɑ�ůȫ���§�ɩ�ƽʄɿɫ�ɫ��Ɂ̿ɥ�Ƣǟȍˮ�ʅ � ɳÀ�óţ�

§�ȹ� Ɂ̿Ňɥ� ̾ǔ̶� Ǽ� ɰê� ��ȹ� ɰóƂ	� ��§�ɤ� Ɂ̿Ňɥ� ̾ǔ̳Ȼ� ɫ�Ɂ̿ȹ�

üɧ̳ê�ƥƬɥ�Ɔǝ̻Ȫ�̵ó�� �

�

Ɂ̿Ňɥ�̾ǔ̳Ȼ�ɫ�Ɂ̿ȹ�üɧ̳ê�ɂŐê�ƽʄɿɫ�ɫ��Ɂ̿ɥ�Ȫ§̵�ʅ � ɳ�Ħê�

óţ� §��� �ȫ��ȹ� ɰê� �ɑ	� �ȫȹ� �ň� ɫ�� §ʔɥ� ̷̡̳�� ɩŤ� ʔǼ̶� |ɥ�

Ɏ�̳ê�|ɩó���ȫ�Êɐȹ�ɝ�§ʔ�ɝƠɩ�Ȓi̳wÀ�ƠƶɿɩwÀ�̻�čʞ�ȡɥ��ɑ�

�ȫɥ� ʏŘ̶� Ǽ� ɰóê� �ʄɥ� ̷̶̡� Ǽ� ɰó�� Ħ̵� ͈ŇȴʽŤ� ʞɘ̳Ȼ� ɴȴɺȹǢ�

Ƣǟ̶� Ǽ� ɰê� ƽʄɿɫ� ɫ�� Ɂ̿��ɺȹǢ� ɃȿǼ� Ʀˈ� Ĝ�ɥ� ɾm̳§� ɝ̻� ̱Ɏ̵�

ȍȇ̂ɥ� �ˆ��ɟ	� ȍǦ� uǥ	� �Ŧ� ʽ�� uǥ� Ĝ�̳Ćő� ̶� Ǽ� ɰó� ��Ȓi̵� Ɂ̿ɥ�

ɾmȍ˭wÀ� ɂƥ̳§� ɝ̵� ȍĆh� Ȑ̵̕� ͚� þ� ɩǛ� Ʋ͒ɨ� hìǪɩ� ȵê� �ɑ� ˄͚ɨ�

ǼôɣŐ�ǔȴ���Ť�ʏŘ̶�Ǽ�ɰó�� � �

�

�ó��üɧ��͘Ǣɨ�Êɐ�

�

��§�ɤ� ȎƳĎ� ɫ�Ɂ̿ɨ� ɘɫ	� ��§�ɨ� �Ȼ� ʄĆɉ� ̄ʅŇ	� ȒiǪ	� Ɏ�čê�

ʊˑɨ� §ǿɿ	� ɼʄɿ� Ȑ̾� hìǪ� Ĝɥ� �ņ̳Ȼ� hɺ� ɿ̸̵� üɧ� �͘ɥ� ǫɗȪ� ̵ó�� �

͙�ɿɫ�üɧ��͘�ǼŪɥ�ɝ̻�ɩ��ʄȹ��ň�ɩ̻��ɳŤ�ʱȻȍ˭ê�|ɩ�Ɲıʟ̳ó��

�

üɧ��͘Ǣȹê�˄Ǵ̵�óɦ��sɤ�Êɐɩ�̷̡čȮȪ�̵ó�� a� �ɫ�Ɂ̿ȹ�üɧ�ʊˑŤ�

ɩ̶̾� �ň� ƽǢɉ� ÷úɳŤ� ǥʄ̻Ȫ� ̳�	� ǴɎ§jɥ� ʄ̳�� ̱Ɏ̵� ɂǖɥ� Ʀʄ̻Ȫ�

̵ó�� a� ��§�ɤ� ʀʽɿɫ� üɧ� �͘� ɩ̾ɥ� Ɔî˼Ŭ� ̳§� ɝ̵�

̟hʞ̦�ʄĻɿ�ʄǪɿ�Ť� ŭň̻Ȫ� ̳Ɓ�  Ŧ�� Ɔî˼Ŭɥ�ãh	� Ȱʅ	� Ȯĥ}� ̶� |ɫʞ	�

Ɔî˼Ŭȹ� ̱Ɏ̵� ɳɘɩ� Ƌȶɫʞ	� Ɔî˼Ŭ� �ʄȹǢ� Ȯĥ}� ɩ̻��ɳŤ� ʱȻȍ˯�

|ɫʞ	�Ɔî˼Ŭ��ʄȹǢ�Ǝʅʂɩ�Ƣ�Ď��ɑ	�ɩŤ�̻�̳§�ɝ̻Ǣ�ȮĢ̵�ʊˑŤ�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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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ɫʞ� Ĝɥ� ʄ̻Ȫ� ̵ó�� a� �üɧ� �͘� Ƞȹê� §ʌɨ� �ˉʶŦʁʭ� uǥȹ� �̵� �͘ɩ�

̷̡čȮȪ� ̵ó�� §ʌɨ� �ˉʶŦʁʭh� ˕̻Ď� �ŦŤ� �ʅ̳ê� ă� ͙�ɿɫ� Ǽôɩ� čʞ�

Ɖ̽óê� |ɩ� ɫ�Ɂ̟̿h� �ʄȹǢ� ͓ɫɩ� čȷóƂ� §ʌɨ� �ˉʶŦʁʭŤ� uǥ̶� Ǽ�

ɰê� ƥȠ� ȼȍ� üɧ� �͘ȹ� ̷̡̻Ȫ� ̵ó� �� � a� �ŭʞŮɣŐ� �wȹ� Ǽ̾̽Ā�

ɫ�Ɂ̟̿hȹ�ü̵�üɧ��͘�ɩ̾ɨ�Ɔî˼Ŭ���Ć�Ȼ§ȹ�̷̡ȍˢȪ�̵ó��

�

b��>C��A�

�

ɫ�Ɂ̟̿hɨ� ŭʞŮ� ô�ê� ��� ɫ�Ɂ̟̿h� ɳʽŤ� ǔ͚� ̟h̳�	� ��� ��� Ƶ�ǢŤ�

ɴǪ̳�� ����u̳ê�ô�ɩó��

�

���� ÄŽ� ŖD� �

�

ǔȴ� ɫ�Ɂ̟̿hh� ɊŘčƂ� ̟h� ʁʭh� ʶɦ� ǼŪĎ� �͘ȹ� ğţ� ̱Ǽ� ô�Ť�

ǌʢȵɩ�ƤɣƂǢ	�ċȍȹ�͙�ɿɫ�ɫ�Ɂ̟̿hɨ�ɘ˒ɫ�ʱȻǪ	�̆ƄǪ	�ʵƋǪ	�̡�Ǫ	�

 Ŧ�� ʖüǪɥ� ˉʋȍ˭ê� ƥȎɣŐ� Ǽ̾ɩ� čȷêʞ� ǔ͚� ̟hŤ� ̻Ȫ� ̵ó�� ɩ� ô�ê�

͚̿�þ�Àɤ�ɫ�Ɂ̟̿hŤ��̳͘��ȍ̳̾§�ɝ̻�ƠĖȍ�̱Ɏ̵�ʁʭɩó�� �

�

ǔ͚� ̟hȹê� óɦ�� sɤ� ǔ̺ɩ� ̷̡ď� Ǽ� ɰó�� a� ɫ�Ɂ̟̿hɨ� ʀʽ� ɬʄɩ�

ʔǼčȷêʞ	� a� �ɫ�Ɂ̟̿hȹ� Ǽ̾ȹ� ̆ɯĎ� ɳɘ�ɂǖ	� ɫŇ�ɩ� ɿʁ̽êʞ	� a� �

ɩ̻��ɳh� ɫ�Ɂ̟̿h� i� ô�ȹ� ʱȻ̽êʞ	� a� ��ˉʶŦ� ŵ˜îʜɩ� ͙�ɿɣŐ�

ɓɁčȷêʞ	� a� ���§�ɩ� ǼŪ̵� üɧ� �͘ɩ� ͙�ɿɩȷêʞ	� a� �üɧ� �͘� Ȑ̾ȹ�

̆ɯĎ�ɳɘ�ɂǖ	�ɫŇ�Ĝ�ɩ�ɿʁ̽êʞ�Ĝ��

� �

v�ɿɫ� ǔ͚� ̟hŤ� ɝ̻� ɩ� ô�ȹǢĆ� ɩ̻��ɳŤ� ɿ¡ɿɣŐ� ʱȻȍ˭ê� |ɩ�

Ɲıʟ̳ó�� Ħ̵� ǔȴ� ɫ�Ɂ̟̿hɨ� ��Ť� Ćˈ̷ȹ� ɰȮ� v�Ǫɥ� ͓Ƶ̳§� ɝ̻�

ɫ�Ɂ̟̿hŤ�ɍƽ�ʀƎhŐƽ˼�{ʝɥ�ơê�|Ć�ɞɐ̶�Ǽ�ɰó��

�

��� RW� ¾UÊ� ĎÎ�

�

ɫ�Ɂ̟̿h� ��� Ƶ�Ǣȹê� ɫ�Ɂ̟̿hɨ� ċ§	� ̟h� üǛɩ� Ď� ǔȴɨ� ǥʄ� ɩɞɉ�

�ʄ	� ̒ô� ¢wh� Ď� ɳŘ	� �ɫ�Ɂ̿� Ȼƽ	� üǛ	� ɞ͊	� ɘɫ	� ȒiǪ� Ĝɥ�� ƿǣ̵� ̼Ȓ�

 
�� �ŌŴ¸� tſŴÊŚŮ�� Ŏ}ĵƧƗ_Ĺ� w½ƤĄ� ¦� _Ũ� ťļƟ� ŋßÉ� e���� ŷŭ��
tſŴÊŚŮÉ� ƎƤĄ� uu�wį� ÜŞ_� Ş�¤� Ŏ}� ŌĒÉ� Ɨ_� �Ă� þĬň� ĆŝƠ� ¯� ťļƟ�
œÅÂ� āĝĦ� Ɵ��� ¨ŭ�� Ŏ}ĵƧƗ_É� ĎƦƞ×Ą� ŌƤwsœ«Ō� œĘ«ŋ� öŝŘŎ� ĵƧį�

wƤ�ƷvŘņÂ�ÜŞŞ�Ơ�Ď�Œ¡Ã��Šŋ�tſŴÊŚŮÉ�gĆƤĦ�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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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üɧ� �͘�Ȼ§ȹê� ƽʄɿɫ� ɫ�Ɂ̟̿hȹ� ü̵� üɧ� �͘Ǒ� ȞîĮ� üɧ� �͘�

ɩ̾ȹ�ü̵�Ɔî˼Ŭ��͘���ˉʶŦʁʭ�uǥ��͘���wȹ�Ǽ̵̾�ɫ�Ɂ̟̿hɨ�üɧ�

�͘� ɩ̾� Ɔî˼Ŭ� ��¬ʞ� ̷̡čȮȪ� ̵ó�	� ɫ�Ɂ̟̿hɨ� Ǽ̾� ʓʽɉ�  � ȼ̶	�

ɫ�Ɂ̟̿h� Ȑȍȹ� ǴɎĎ� Ǉɐɨ� ȩǼɉ� ɳ¤ɨ� ˈʶ	� ɫ�Ɂ̟̿h� ɨǔ�ʄ� §�ɨ�

�Ǫ�� ȼ̶	� ɫ�Ɂ̟̿hɨ� ʀʽɿɫ� ƥƬŒ	� ɳŘ� Ǽʣɨ� üǛ�� ƥƬ	� ȎƳ̵�

ɩ̻��ɳɨ� Ƈő�� ɩ̻��ɳh� ʱȻ̵� ʁʭɉ� ƥƬ	� ǔ͚� ̟h� ��	� ��� Ƶ�Ǣ� �u�

ƥƬ���učê����Ƶ�Ǣȹ�÷©�Êɐɨ�ƫɝ�Ĝɩ�ĚȮh�ɰȮȪ�̵ó�� �

�

���� RW� ¾UÊ� ¾U� ³� VJ�

�

�h��˄���Ɂʠȹ�Ƶ��

� �

ɞȺ� §ȴ�� ɫ�� ɩ̾� ɘ˒� �� ɩ� �ʄ̳�� ɰê� Ɲɉ� sɩ� ɫ�ȹ� �̵� ǛúʓɨɨƋ�

ɩ̾�ʁʭê� V̟h
̸̄
�üɧ̳ê�̾ċ
˅ɿ
Ǵ̄Wɩó�� �

�

Xɫ�ȹ� Ɨˑê� ƽʄɿ� Ɂ̿ɥ� ȎƳTɂƥTɊ̳͒�� Ȯĥ}� üɧ̽êʞ� ǦƄ̳§�

ɝ̻	� §ȴɤ� ɫ�ȹ� �̵� ǛúʓɨɨƋŤ� ɩ̻̾Ȫ� ̵ó��  � ʁʭê� ɫ�ȹ� ü̵�

ȐʅɿTɷɼɿ� Ɂ̿ɥ� ̟h̳�	� Ƣ�̵� ǔȐȹ� §ˀ̻� ̸̳̄�� ̾ċ̳�	�  �

Ơɧɥ�˅ɿ̳Ȼ�Ȯĥ}� �Ɂ̿ȹ�üɧ̽êʞ�Ǵ̳̄ê�|ɥ�̷̵̡ó�Y�

�

ğĮǢ� ǔȴ� ɫ�Ɂ̟̿hê� ɫ�ȹ� �̵� ǛúʓɨɨƋŤ� ɩ̾� ʁʭ� ʖ� hɺ� ʻ� Ʃʨ�

ʁʭĮ�� ̶� Ǽ� ɰó��  Ľă� Ȼ§Ǣ� ̟h�ǔȴ� ɫ�Ɂ̟̿h�ɉ� ̸̄� ɩ͚ɨ� ʁʭŤ�

ɩȮʓê� |ɤ� ƝŐ� V��� Ƶ�Ǣɨ� Ƶ�Wɩó�� ��� Ƶ�Ǣɨ� Ƶ�Ť� ̻̄� ˄�� �Ɂʠɤ�

§ȴɨ�ɨǔ�ʄ��ʄȹ�üɧ��͘ɨ�Êɐɥ�̸̄ȍ˯�Ǽ�ɰ§�ġƎɩó�� �

�

ğĮǢ� ǔȴ� ɫ�Ɂ̟̿h� ��� Ƶ�Ǣê� ɫ��Ɂɝɘ͗ɨ� Ȍɫɥ� ơȞȪ� ̶� Ǒ� ȞîĮ�

˄���Ɂʠȹ�Ƶ�čȮȪ�̵ó�� �

�

�À���učê����Ƶ�Ǣɨ�Êɐ�

�

��� Ƶ�Ǣɨ� ɴǪɩ� ɊŘčƂ� ɫ�Ɂ̟̿h� ɨǔ�ʄ§�À� ˄�� �Ɂʠɨ� Ȍɫɥ� ơȞ�

Ƶ�Ǣ� ʖ� Ȯģ� Êɐɥ� �u̶� |ɫʞ� �ʄ̻Ȫ� ̵ó�� ̳ʞů� ˄Ǵ̵� óɦɨ� Êɐɤ�

�učȮȪ�̵ó�� � �

�

• ̟h�üǛɩ�Ď�ǔȴɨ�ǥʄ��ʄ��ɩɞȹ�ü̵�Ǜǫ̵�ǦƄ�

• ɫ�Ɂ̿�Ȼƽ	�üǛ	�ɞ͊	�ɘɫ	�ȒiǪ�Ĝɥ�ƿǣ̵�ɫ�Ɂ̟̿hɨ�̼Ȓ����

• ɫ�Ɂ̿ȹ�ü̵�ü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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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ɫ�Ɂ̟̿hɨ�Ǽ̾�ʓʽɉ� �ȼ̶�

• ɫ�Ɂ̟̿hɨ�ʀʽɿɫ�ƥƬŒ� �

• ɳŘ�Ǽʣɨ�üǛ��ƥƬ�

• ȎƳ̵�ɩ̻��ɳɉ� �ɩ̻��ɳh�ʱȻ̵�ʁʭɉ�ƥƬ�

�

�ó�����Ƶ�Ǣ��u�ƥȎ�

�

��§�ɤ� ��� Ƶ�ǢŤ� üʖȹ}� �u̳§� ʀ� ɩ̻��ɳɉ� óȭ̵� ƥȎ�üƂ	� ɅĮɫ	�

͈ɨ	�  ŝ� Ɨ̐� Ĝ�ɣŐ� ǔʀ� Ǵ̳̄Ȼ� ɨ�ɥ� ǼŊ̶� Ǽ� ɰó��  ļÀ� ��� Ƶ�Ǣê�

ƠĖȍ� üʖɩ� ʃ¢̶� Ǽ� ɰĆő� �u̻Ȫ� ̵ó�� ��� Ƶ�Ǣ� �uê� ͚̿� ɩ̻��ɳ�

ʱȻɨ� ʀʅh� ď� Ǒ� ȞîĮ� ǔȴ� ɫ�Ɂ̟̿h� ɳʽɨ� ʡɥ� ÷Ƶ̳ê� ʖɎ̵� ƥƬɩ§�

ġƎɩó�� ğĮǢ� ��� Ƶ�ǢŤ� ôǾͦ� ǔȴ� ƽǢȹ� ͗ı̳wÀ� ˄�� �Ɂʠȹ� Ƶ�̳ê�

|ůɣŐê��uĮ��̶�Ǽ�ȵó�� �

�

���Ƶ�ǢŤ��u̶�ġ�ćɳĚɨ�ʃ¢Ǫɥ�àɩê�|ɩ�ʖɎ̳ó��ğĮǢ����Ƶ�Ǣê�

ʞǵhìǪ�̟hƵ�Ǣ�Ĝȹ�̷̡ȍ˯�ǼĆ�ɰɣÀ�ƳĆŐ���§���ɁʄƵ��u�ȍȇ̂��

͐̚ɩʞȹ� ii� �u̳ê� |ɩ� Ɲıʟ̳ó�� Ħ̵� ��§�ɤ� ɩ̻��ɳĚɩ� ɩ̶̻� Ǽ�

ɰê� ȰȮŐ� Ƶ�ǢŤ� ɴǪ̻Ȫ� ̵ó�� ̉ͦ� ̻ɍǔȴɥ� Ǽ̳̾ê� ��§�ɤ� ɩ̻��ɳh�

ɍ�ɫɫ��ɑh�ɰɣƖŐ�̻ú��hɨ�ȰȮŐ�ɴǪ̻Ȫ�̵ó��Ƶ�Ǣh�ɳŘʣ�Ĝɨ�͊˹Ő�

Ƣjčê� �ɑ	� ȍi� ɺȨɫɩ� ̻ú� Ƶ�Ǣȹ� ʃ¢̳§� ȮņɑƖŐ� Ƶ�ǢŤ� ʀɳƎǢ͒�

̳Ȼ�Ʀ̡̻Ȫ�̵ó�� �

�

ʓɨ̻Ȫ� ̶� |ɤ� ɩ̻��ɳĚɩ� ȅ}� ʃ¢̶� Ǽ� ɰê� ƥȎɣŐ� �u̳č	� �u� ȍ�

ɩ̻��ɳɨ� ʄƵ� �uŤ� ̻̄� ɩ̻��ɳŤ� ɝ͂ȹ� ǌĩŦwÀ� ˅hɿɫ� ɫ�˕̻h�

Ƣǟ̶�Ǽ�ɰóê�ʂɥ�̺Ǜ��ņ̻Ȫ�̵ó�� �

�


��>h�

�

ȧȹǢ�ǦƄ̵�͙�ɿɫ�ǔȴ�ɫ�Ɂ̟̿hŤ�ɝ̵� � hʞ�ɘ˒Ěɤ�ʞ¤¬ʞ�ǦƄ̵� � uɨ�

ô�ɉ� �� uɨ�ʁʭŤ�Ƥɥ�ġ�ƆĒ�ʔǼ̻Ȫ�̳ê�|ɩ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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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ř �,� żWēĉ� ĉ`ñŪŖD � ýš� üļW� }Tô� ĕĨ� �

üļ� }T� ĕĨ�

�

�

�

ʱȻǪ�

̆ƄǪ�

̡�Ǫ�

ʖüǪ�

ʵƋǪ�

�

�͘�ǼŪ� Ǽ̾�ʓʽ��Ǫ�

�ǔȴ	�ɩ̻��ɳ	�ʓɎ�ɫ��ɝ͂ȹ��̵��̟h�ƫɝ�Ǧʄ�

�͘Ǣ�ɴǪ�

ɳŘ�Ǽʣ� ʽ˩Ŧȇ̈�Ǧ��

ɳŘ�Ǽʣ�üǛ��ƥƬ��ʄ�

ɳŘ�Ǽʣ�

ɳŘ�ƿǣ� Ɂ̿�Ȼƽ	�ɘɫ�ɞ͊�Ĝ�ƿǣ�

Ɂ̿�ȒiǪ�̟h�

üɧ��͘�ǼŪ�

����u�

�

ǔ͚�̟h�

���Ƶ�Ǣ�ɴǪ�

���Ƶ�Ǣ�Ƶ��Ɯ��u�

�

̳ʞů�ɩ̾�ô�ɉ�ǫƽ�ʁʭƳŐ�þ�ʖɎ̳}�ɿɐčȮȪ�̳ê�ɘ˒Ěɩ�ɰó��Ħ̵�ɝ�

ɘ˒Ěɤ�ƆĒ�͙�ɿɫ�ǔȴ�ɫ�Ɂ̟̿hŤ�ɝ̻�ʞˢȪ̳ê�˄Ǵ̵ɨ�hˑĮ��̶�Ǽ�ɰ

ʞů	�̼Ȓɿɫ�ɘ˒��ƽǼɿɫ�ɘ˒ɣŐ�ÀãȮ�Ƹ�Ǽ�ɰó��̡�Ǫ	�ʱȻǪ	�ʵƋǪɩ�̼Ȓ

ɿɫ�ɘ˒ɩĮƂ�ʖüǪɤ�̡�Ǫȹ	�̆ƄǪɤ�ʱȻǪȹ�ƽǼ̳ê�ɘ˒ɩĮ��̶�Ǽ�ɰó��ğ

ĮǢ�̼Ȓ�ɘ˒��ƽǼ�ɘ˒ɥ�ʧʞȮ� �ɘ˒ɩ�ʖɎ̳}�ɴċ̳ê�ʁʭɉ�Ƚ�̶�Ǽ�ɰó�

� �

�

ʓɎǔȴ� ɫ�Ɂ̟̿hȹǢ� ̡�Ǫ�� ʖüǪɨ� ɘ˒ɩ� ̉Ƴͦ� ʞˢʈȪ� ̳ê� ô�� Ɯ�

ʁʭê� �͘� ǼŪ� ô�� ʖ� ̟h� üǛ� ǔȴ� ǥʄ� ʁʭɉ� ɳŘ� ƿǣ� ô�ɩó�� ɝ� ô�ɉ�

ʁʭȹǢ�̻ú�ɘ˒ɥ�ʞˣêʞ�͓ɫ̳§�ɝ̻Ǣê� X̟h�üǛɫ�ǔȴ�ǥʄɩ�ɿʁ̽êhYɉ�

Xɫ�Ɂ̿ȹ�jʃɿɣŐ�Ƚřď�Ǽ�ɰóê�|¬ʞ�ȿĒȹ�ĒƂǢ�ȒiǪ�̒ôɥ�̳ɀêhYɨ�

ʡƎɥ�̻Ȫ�̵ó��

�

ɩ̻��ɳɨ� ʱȻǪɤ� ͙�ɿɫ� ɫ�Ɂ̟̿hŤ� ɝ̻� hɺ� ʖɎ̵� ɘ˒ɩó�� Ħ̵�

ɩ̻��ɳh� ɨƗ� ɰê� ʱȻŤ� ̳§� ɝ̻Ǣê� ɫ�Ɂ̟̿hɨ� ô�ɉ� ʁʭh� ɿʁ̳}�

�učȮȪ� ̵ó�� ʱȻǪ� ɘ˒ɤ� ʓɎǔȴ� ɫ�Ɂ̟̿hɨ� ƆĘ� ô�ȹǢ� ʖɎ̳ʞů� ̉ͦ�

ɳŘ� Ǽʣ� ô�ȹǢ� ʖɎ̳Ɓ	� ̆ƄǪɨ� ɘ˒ɤ� �͘Ǣ� ɴǪ� ʁʭɉ� ��� Ƶ�Ǣ� Ƶ�ɉ�

�u� ʁʭȹǢ� ʖɎ̳ó�� ɩ� ô�ɉ� ʁʭȹǢ� ̻ú� ɘ˒ɥ� ʞˣêʞ� ͓ɫ̳§� ɝ̻Ǣê�

X̻ú� ǔȴȹ� �ňĎ� ɩ̻��ɳŤ� ̡�ɿɣŐ� ȎƳ̳�� ʁʭ	� ̉ͦ� ɳŘ� Ǽʣ� ʁʭ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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ȐʡɿɣŐ� ʱȻȍˣêhYɉ� X�͘Ǣɉ� ��� Ƶ�ǢŤ� ɩ̻��ɳɨ� ɨƗ� ɰê� ʱȻh�

hì̳Ćő��u̳ɀêhYɨ�ʡƎɥ�̻Ȫ�̵ó�� �

�

ǔȴ� ɫ�Ɂ̟̿hh� ͊Ȏɿɫ� ɎȎ̾ɝȹ�  ˑʞ� ȡɣņƂ� ̟hŤ� ȍɴ̳§� ȧǢ�

ɫ�Ɂ̟̿hŤ� ɝ̵� ɫɿ	� Ɛɿ	� �ƫɿ� ɫ̬ĮŤ� r˅ȮȪ̵ó�� Ħ̵� ̟hŤ� Ʒ�ɿɣŐ�

ȍɴ̵� ͚ȹê� ƽʄɿɫ� ɫ�� ɝ͂ȹ� üɧ̳ê� �͘ɥ� ǼŪ̻Ȫ� ̳�	�  ļ̵� �͘ɩ�

ɩ̾č�� ɰêʞ� Ɔî˼Ŭ̶� Ǽ� ɰê� �ʊh� ůĚȮʈȪ� ̳Ɓ	� ɫ�Ɂ̟̿hh� ʅüŐ�

ɩ̾ɩ� čȷêʞ� ǔ͚ɿɣŐ� ̟h̳ê� §͗h� ɰȮȪ� ̳Ɓ	� ɫ�Ɂ̟̿hh� �ˉʶŦʁʭɉ�

ȽċčȮȪ� ̵ó�� ğĮǢ� ʵƋǪɨ� ɘ˒ɤ� �͘� ǼŪ� ô�ɉ� üɧ� �͘� ʁʭȹǢ� ʖɎ̳ó��

ɝ� ô�� Êʞ� ʁʭȹǢ� ̻ú� ɘ˒ɥ� ʞˣêʞ� ͓ɫ̳§� ɝ̻Ǣê� XʓɎǔȴ� ɫ�Ɂ̟̿h�

ô�ȹ� ɫ�Ɂ̿ɥ� üɧ̳�� ̮̻ɳ� �ʅŤ� ÷Ƶ̳§� ɝ̵� ʁʭĚɩ� ɰêhYɉ� Xɫɿ	� Ɛɿ	�

�ƫɿɫ�ɫ̬ĮŤ�ɿʁͦ�r˅ȷêhYɨ�ʡƎɥ�̻Ȫ�̵ó��

�

ɩł}� ɘ˒ɥ� ̼Ȓɿɫ� ɘ˒�� ƽǼɿɫ� ɘ˒ɣŐ� ʧʞɑ��  � ɘ˒ɩ� ʓŐ� ɴċ̳ê�

ô�ɉ� ʁʭŤ� ͓ɫ̵� ĕȹ�  � ô�ɉ� ʁʭȹǢ� ̻ú� ɘ˒ɩ� ʞˢʉêʞ� ͓ɫ̶� Ǽ� ɰê�

� uɨ�̟h�Ɂȼȹ�ü̵�ʡƎɥ�ʅȍ̳ɀêă	�ɩļ̵�̋ɤ���§�ɨ�ǔȴ�ɫ�Ɂ̟̿hɨ�

ʡɥ�̟h̶�ġȹĆ�ɞɐ̳}�ǔɐ̶�Ǽ�ɰó�� �

�

+ř �,� ĞöÄè� ĉ`ñŪŖD � ŖDşh� ýš� Ģř�

ŖDñì� ĥ®� }T� ³� ĕĨ� üļ�

�� ̟h�üǛɫ�ǔȴ�ǥʄɩ�ɿʁ̽êh�� ǔȴ�ǥʄ� ̡�Ǫ�

�ʖüǪ��� ɫ�Ɂ̿ȹ� jʃɿɣŐ� Ƚřď� Ǽ� ɰóê� |¬ʞ�

ȿĒȹ�ĒƂǢ�ȒiǪ�̒ôɥ�̳ɀêh��

ɳŘ�ƿǣ�

�� ̻ú� ǔȴȹ� �ňĎ� ɩ̻��ɳŤ� ̡�ɿɣŐ�

ȎƳ̳�	� ɳŘ� Ǽʣ� ʁʭȹ� ȐʡɿɣŐ�

ʱȻȍˣêh��

ɳŘ�Ǽʣ� ʱȻǪ�

�� �͘Ǣɉ� ��� Ƶ�ǢŤ� ɩ̻��ɳɨ� ɨƗ� ɰê�

ʱȻh�hì̳Ćő��u̳ɀêh��

�͘Ǣ�ɴǪ� �

����Ƶ�Ǣ��u�

̆ƄǪ�

�� ɫ�Ɂ̿ȹ�üɧ̳��̮̻ɳ��ʅŤ�÷Ƶ̳§�ɝ̵�

ʊˑh�ɰêh��

üɧ��͘� ʵƋǪ�

�� ɫɿ	� Ɛɿ	� �ƫɿɫ� ɫ̬ĮŤ� ɿʁͦ�

r˅ȷêh��

�͘�Ǽ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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ɩ�̋ɥ�hʞ��̟hŤ�̶�ġȹ� � uɨ�̟h�Ɂȼȹ�óţ�Ʀʂɥ�ʕ�ǼĆ�ɰó��ɂŤ�ĚȮ�

ɝɨ�̦ȹǢ�Ɂȼ� ���Ɂȼ� �� Ŧ��Ɂȼ� �Ť�̟hŤ�̶�ġ�þ�Űɤ�hʖˑŤ�ƽȻ̶�ǼĆ�

ɰó�� �

 
ɩê� ȧȹǢĆ� qʊ̽ěɩ� ǔȴ� ɫ�Ɂ̟̿hɨ� Ǫ̕ê� ̟h� üǛ� ǔȴɥ� Ȯĥ}�

ǥʄ̽êʞȹ� öņɰó�� Ƹ� Ǽ� ɰ�	� ɩ̻��ɳ� ʱȻê� ͙�ɿɫ� ɫ�Ɂ̟̿hŤ� ɝ̵�

hɺ� ̼Ȓɿɫ� ɘ˒ɩƁ	� ��� Ƶ�Ǣ� �uê� ɩ̻��ɳɨ� ɨƗ� ɰê� ʱȻŤ� ɝ̵� ʀʅh�

č§Ć�̳ʞů� ļ̵��u�ɳʽh�ɫ�Ɂ̟̿h�Ǽ̾ɨ�ʡɥ�÷Ƶ̳§�ġƎɩó�� �

�

+ř �,� ĞöÄè� ĉ`ñŪŖD � ŖDşh� ýš� Ģřć� ¹Ė� �

ŖDñì� ĥ®� ĖÓ�

�� ̟h�üǛɫ�ǔȴ�ǥʄɩ�ɿʁ̽êh�� �� ʂ�

�� ɫ�Ɂ̿ȹ�jʃɿɣŐ�Ƚřď�Ǽ�ɰóê�|¬ʞ�ȿĒȹ�ĒƂǢ�

ȒiǪ�̒ôɥ�̳ɀêh��

� ʂ�

�� ̻ú�ǔȴȹ��ňĎ�ɩ̻��ɳŤ�̡�ɿɣŐ�ȎƳ̳��ʁʭ	�

̉ͦ�ɳŘ�Ǽʣ�ʁʭȹ�ȐʡɿɣŐ�ʱȻȍˣêh��

� ʂ�

�� �͘Ǣɉ����Ƶ�ǢŤ�ɩ̻��ɳɨ�ɨƗ�ɰê�ʱȻh�

hì̳Ćő��u̳ɀêh��

�� ʂ�

�� ʓɎǔȴ�ɫ�Ɂ̟̿h�ô�ȹ�ɫ�Ɂ̿ɥ�üɧ̳��̮̻ɳ�

�ʅŤ�÷Ƶ̳§�ɝ̵�ʁʭĚɩ�ɰêh��

� ʂ�

�� ɫɿ	�Ɛɿ	��ƫɿɫ�ɫ̬ĮŤ�ɿʁͦ�r˅ȷêh�� � ʂ�

�

ȧȹǢ� �§ȴ	� ʔʄƽ§�	� §˱��§�� ʖ� ¤ɢ��§�	� ɳǖɩ� � ʊ� ɘɩ� ɩǛɫ�

§˱��§��� ʞƥ�§ȴɤ� ʄȎ� ɫ�Ɂ̟̿hŤ� Ȑȍ̳�	�  � ɍɨ� ��§�ɤ� jɩ�

ɫ�Ɂ̟̿hŤ� ̻Ȫ� ̵ó�� ̳ɀó�� ʄȎ� ɫ�Ɂ̟̿hŤ� Ȑȍ̻Ȫ� ̳ê� ��§�ɥ� VhW�

�ɣŐ�̳�	� jɩ�ɫ�Ɂ̟̿hŤ�Ȑȍ̻Ć�ʐɤ���§�ɥ� VÀW�ɣŐ�Àå��ɑ	� VhW�ȹ�

ɰê� ��§�ɤ� ʄȎ� ɫ�Ɂ̟̿hŤ� ̳�� VÀWȹ� ɰê� ��§�ɤ� jɩ� ɫ�Ɂ̟̿hŤ�

̳}� ď� |ɩó��  Ľă� ůɬ� VhW��� VÀW�ȹ� ɰê� ƆĘ� ��§�ȹ� ʄȎ� ɫ�Ɂ̟̿hŤ�

̳Ćő� ̶� �ɑ	� ��§�ɨ� �ƆȹǢ� Ƀê� Ǜúʓɨɨ� ʭɩŤ� ƠɁ̳§� ɝ̻Ǣê� ̟h�

ʷĆŤ�óŢ}�̳Ȼ�̟h̻Ȫ�̶�|ɩó�� VhW�ȹ�ɰê���§�ɩ�˄�ɨ�̟h�Ĝ¥ɥ�ơ§�

ɝ̻Ǣê� ɝɨ� � u� ̟h� ɁȼȹǢ� VÀW�ȹ� ɰê� ��§�Ƶó� þ� àɤ� ˃ʂɥ� ơĆő�

ůĖê�ƥƬɥ�ǔɐ̶�ǼĆ�ɰ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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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ř �,� VVhX� a«ê� ��� Ĩ½ŵ�� ĞöÄè� ĉ`ñŪŖDć� ŖD� į��

� J� ñìć� ĳĖ� BDC^� VVhX� ŖD� �g� BkC^� VVhX� ŖD� �g�

� ɩǛ� � Ɨů� �� ��

��ɩǛ� � Ɨů� �� ��

� ɩǛ� � Ɨů� �� ��

� ɩǛ� � Ɨů� � �� ��

� ɩǛ� � Ɨů� �� ��

� ɩǛ� � Ɨů� �� ��

� ɩǛ� � Ɨů� �� ��

� ɩǛ� � Ɨů� �� ��

� ɩǛ� � Ɨů� �� ��

ǀɩ̾�� � Ɨ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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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ɨ� ʓɎǔȴ� ɫ�Ɂ̟̿h� �̾ɥ� Ǘ̮�	� ͙�ɿɫ� ɫ�Ɂ̟̿hŤ� ɝ̵� ɘ˒ȹ�

§ˀ̻Ǣ� ͖͆ɥ� ̟h̳Ɓ	� ��§�� ɫ��Ɂ� ÷úɳĚɩ� ʓɎǔȴ� ɫ�Ɂ̟̿hŤ� Ǽ̶̾�

ġ��ê�Ȯņɕɥ�̑ȟ̳�ɳ�̳ɀó�� �

�

O��½��{�C�[��

�

ǦƎ� ʊǔɉ� ȒːƂ÷ɨ� ƥƬɥ� ǔɐ̳ɀó�� ȒːƂ÷ɤ� ��§�� ɫ��Ɂ÷úɳÀ�

ɩ̻��ɳŤ�uƳ�Ƃʃ̳wÀ�ˀʂ�ʣô�Ƃʃ�!"$�ɥ�̳ê�ƥȎɣŐ�ɩřȮʉó�� �

�

����ǦƎ�ʊǔ�

�

ƆĘ� �§ȴ	� ʔʄƽ§�	� §˱��§�	� ʞƥ�§ȴ	� �ȼʞƥɳˑôʽ� ˈɳTˈȽ§��

��	� u��ʖȹǢ�Ƚįɩ�û��ǦƎȹ�ü̵�ɧøɥ�ƄȍɿɣŐ�wƽ̳ʞ�ȡɤ� ��� u�§�ɥ�

üǛɣŐ� ǦƎ� ʊǔŤ� ʠ̳̾ɀ�	�  � hɓă� ��� u� §�ɩ� ǦƎȹ� ɧøɥ� ̳ɀó�ɧøš�

��������

�

�h��ǦƎʞ�Ǧ��

�

óɦ��sɤ��ʄɣŐ�ǦƎʞŤ�Ǧ�̳ɀó��

�

� ɫ��Ɂ� ÷úɳɉ� ǔʀ� ɫ˼ǃŤ� ̻̄Ǣ� ʓɎǔȴ� ɫ�Ɂ̟̿h� �̾ɨ� üqɥ�

̑ȟ̳�� �Êɐɥ�ǦƎʞ�Ǧ�ȹ�ƠɁ��

� Ǣqü̴�� Ƭ̴ʀƎü̴ɘ� ɩǛǼ� �Ǽȹ}� ǦƎɨ� ɿʁǪȹ� ü̵� ɳƎɥ� �̳Ȼ�  �

Êɐɥ�ǦƎʞ�Ǧ�ȹ�ƠɁ��

� Ǧ�Ď� ǦƎʞ� ˀȠȹ� ü̻� �hɫ�ɝɘ͗� �ň� �Ƌɘ	� ��§�� ɫ��Ɂ� ÷úɳ	�

ɫ�Ɂ̟̿hŤ� Ǽ̳̾ê� ˝Ǧ̐� ȴʽ�ɩ̳� ɍƽ� §�ɩĮ�� ̷�� ÷úɳŐƽ˼� ɨ�ɥ�

ơȞ� �Êɐɥ�˄ʏ�ǦƎʞȹ�ƠɁ��

�

�À��ɧø�Ǽʣ��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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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ɫ��Ɂ�÷úɳɨ�Ƚįʶ�̑ȟ�

�

� �hɫ�ɝɘ͗Őƽ˼���§��Ƅô� ��� uɉ� ���§�ɨ�ü̦�ʀ͒Ʃ͌Ť�ʀöơɦ��

� ��Ù�§ʔ�ƆĘ��h���§���ʞƥ��§ȴ� Ŧ���ȼʞƥɳˑôʽ�ˈɳTˈȽ§��

�	� uȹ� ü̻� ʄƵ�uʼ�Ť� ̻̄� ɫ��Ɂ� ÷úɳɨ� ɩť�� ǴǵƽǢɉ� ɩŽɬɥ�

̷̵̡�ȽįʶŤ�ơɦ��

� ʄƵ�uʼ�Ť� ̻̄ǢĆ� ̑ȟɩ� čʞ� ȡê� ��§�ȹ� ü̻Ǣê� �ɁʄƵ�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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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ŧȞɩ�AMMIL���PPP�<E>:G>R>�@H�DK�ɉ� ̻ú� ��§�ɨ� ͐̚ɩʞȹ� �ȍĎ� Ƚįʶ� Ĝɥ�

̻̄Ǣ�ɬɬɩ�ʀ͒Ť�zȮǢ�̻ú�ʄƵŤ�ė̷��

� ɩ��ʄȹǢ�ɫ��Ɂ�÷úɳ�ɳʽh�ȵê��ɑ	� Ǽ�ʭŏɨ�ȍĆȹĆ�ǀ�̳��ȽįʶŤ�

�̶� Ǽ� ȵwÀ� Ƚį� ɳʽh� Ƞ� čê� �ɑ	� ƄȍɿɣŐ� ǦƎ� ʊǔȹ� ɧ̳ʞ� ȡ�óê�

ɨǔŤ�̦ȍ��̵��ɑȹ�̻ú̳ê� ��� uɨ�§�ɥ�ǦƎ�ʊǔ�üǛȹǢ�ʅɍ̷�� �

�

���ɅĮɫ��ʀ͒Ť�̵̄�Ǽ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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ɫ˼×�0-'ɥ�ƵÊǢ�ʊǔŤ�̷��

� ƅ� ʭŏɨ� ɎʼȹĆ� ɧøɥ� ̳ʞ� ȡɤ� ÷úɳȹ}ê� ʟʃ� ʀ͒Ť� zȮǢ� ͗ȏɥ�

ćˁ̳wÀ��ĒŐ�ǦƎ�ʊǔŤ�ʠ̷̾��

� ÊƽȹǢ� 0-' ɩ� ȾŦʞ� ȡɥ� ǼĆ� ɰȮ� 0-' �� ̷°� ƎǢ� ͊˹ɨ� ǦƎʞŤ� ɩŽɬ�

ʓǴŐ� ̷°� ƵÊǢ� ǦƎ� ʊǔŤ� ̷�̳ʞů� ʏɩ� ͊˹ɨ� ǦƎʞŐ� ͗ȏ̵� ��§�ɤ�

�� uȹ�ǀ�̷���

�

����ȒːƂ÷�

�

ǦƎʞŤ� Ǧ�̳§� ʀȹ� �Ɔh� óŢ�� ǵ̵� ǖȴɩ� óţ� � uɨ� ��§�� ɫ��Ɂ�

÷úɳɉ� ǔʀ� ȒːƂ÷ɥ� ̳ɀ�	� ǦƎ� ʊǔŤ� ŭ˓� ͚ȹê� ȼȍ� �Ɔh� óŢ�� ǵ̵�

ǖȴɩ� óţ� �� uɨ� ��§�� ɫ��Ɂ� ÷úɳɉ� üƂ�� ɅĮɫɣŐ� ǔ͚� ȒːƂ÷ɥ�

̳ɀó�˃� ��Ƅɨ�ȒːƂ÷ȹ�ʱȻ̵�ɫ��Ɂ�÷úɳh�ǵ̵���§�ɨ�óȭǪȹ�ü̻Ǣê�

���À�����ʱ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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ɩ̻��ɳĚĆ� ȒːƂ÷ɥ� ̽êă� ɫ˼ǃŤ� ̽Ā� ɩ̻��ɳĚɤ� ɫ�Ɂ̟̿hŤ�

Ǽ̾̽Ā� ɍƽ� §��˝Ǧ̐� ȴʽ�� ÷úɳ	� Üʊɘ	� �Ŧ� ʓʽŤ� üƲ̳ê� Ɉ͌� §�ɨ� ü̦	�

�Ɂ̟h� ɝɘ	� Ąŭ˩� �hɫ�§�� ǥɮ� Ƚ�ɘ� Ĝɩȷó�� ɩĚȹ� ü̵� ɫ˼ǃê�

uƳɿɣŐ� üƂ� Ħê� ɅĮɫɣŐ� r§Ć� ̽ʞů�̵� ǔıȹ� ü̻Ǣê� ǢƂɣŐ� ɨ�ɥ�

ơȥó�	� Ē� ʭŏȹ� zʾ� j÷͗� ͊Ȏɨ� ˀʂ�  ŝ� ɫ˼ǃŤ� ʠ̳̾Ȼ� ˃� �� Ƅɨ�

ɩ̻��ɳŤ�ȒːƂ÷̳ɀó�� �

�

ȒːƂ÷� ɳŘ� ƿǣɥ� ɝ̻� Ƚ�ɳê� ȒːƂ÷� ÊɐȹǢ� ƠƶɿɩwÀ� ɞɨƗ̵� Ǝɺɥ�

˅ˈ̳�� ɩŤ� Ɲ˸ɣŐ� ˅Ǜɿɫ� ʠǿŐ� �ǪĎ� ɨƗ�>GJEMD9L=<� E=9FAF?�Ť� ʄŦ̳ɀó��

ɩŐƽ˼�ʓʅŤ�ʳɤ�͚��̄čwÀ�ɞǔ̵�ʓʅŐ�ƍê�ƫʓ̳͒ɀó��ĆˈĎ�ʓʅ�ƍɦɤ�

ƅ� uɨ� Ǜɝ� ʓʅŐ� óȍ� ƫʓ̶͒� Ǽ� ɰȷʞů� ǦƎ� ʊǔ� ƿǣ�� ƴˑȍˢ� ǦƄɥ� ̳§�

ɝ̻Ǣ� þ� ˅Ǜ̳͒ʞê� ȡȥó�� ĆˈĎ� ʓʅ� ƍɦɤ� ƆĒ� ƅ� �� uɩ��  � ƍɫ� ʓʅê�

óɦ��só�� �

�

• ̻ɍ�ǔȴȹ�ü̻�ɫ�Ɂ̟̿hŤ� �Ɨ�Ȑȍ̵�ɩɞ�

• ʓɎǔȴ�ɫ�Ɂ̟̿h�ɩ̾ɨ�ċ§ɫ��Ɂ̟hɨ�ɺôʂ��Ǝʅʂ�

• ʓɎǔȴ�ɫ�Ɂ̟̿hɨ�ʓ§�

• �ɟɨ�Êɐ��üǛ��ʓʽ�

• ʀƎǪ��v�Ǫɥ�ʅ�̳§�ɝ̵�ɫ��Ɂɝɘ͗��Ǫ�

• ɂǖɥ�͓Ƶ̳§�Ȯņɓ�ɩɞ�

• ʓɎǔȴ�ɫ�Ɂ̟̿hŤ�Ǽ̶̾�ɫŇɩ�ƽʋ̵�ɩɞ�

• ɫ��Ɂ�ƽǢɉ�ǔȴ�ƽǢɉ�̏ɥ�ɩřȮ�Ǽ̾�ʓʽŤ��Ǫ�

• ɫ��Ɂ�÷úɳɉ�ɍƽ�§�ɨ�͈ȴ�

• ɍƽ�§��ǥʄ�ȍ��ʽɿɣŐ��ņ̳ê�ǔ̺�

• ��§�ȹǢ�ɍƽ�§�ȹ�ʓɎǔȴ�ɫ�Ɂ̟̿hŤ�ɝ˲̳ê�ɩɞ�

• ɍƽ�§��ɝ˲ȹ�ü̵�ɑņ�

• ɍƽ�§�ȹ�ɝ˲̳ʞ�ȡ��ʀƎǪɨ�̵�Ť�¡ƶ̳ê�ƥƬ�

• ̟h�üǛ�ǔȴ�ǥʄɨ�Ȯņɕ�� �ƽ�ɿʁ̵�ǔȴ�ǥʄɨ�ǔŏ�

• ɩ̻��ɳ�ȎƳɨ�Ȯņɕ��̡�Ǫ��v�Ǫɨ�ˏƂȹǢ�

• �͘Ǣ�ɴǪ�Ɯ��uɨ�ǔŏ�

• ɳʽɿɣŐ�ʓɎǔȴ�ɫ�Ɂ̟̿hɐ�ʽ˩Ŧȇ̈�ʅɴ̵�ǔŏ�

• ʽ˩Ŧȇ̈Ť�̵̄�ɳŘ�Ǽʣɨ�ƥƬ	�Ȯņɕ	�̵��

• ̻ɍ�ǔȴɥ�üǛɣŐ�̵�ɫ�Ɂ̟̿hɨ�̵��

• üɧ��͘���ňĎ�ÊƽɿTɍƽɿ�Ȯņɕ�

• ʓɎǔȴ�ɫ�Ɂ̟̿h���ȹ�ü̵�ǔ͚�̟h�ʓʽ�

• ɫ�Ɂ̟̿hɉ��ň̵�͙�ɿɫ��ˉʶŦʁʭɨ�ʊy�

• ʓɎǔȴ�ɫ�Ɂ̟̿h����Ƶ�Ǣ��uɨ�ƥȎ��Ǉ�uɨ�ɩɞ�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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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ɩ̻��ɳ�ʱȻ�Ȑ̕ɨ�ƅ�hʞ�ɩɞĚ�

• ɫ��Ɂɝɘ͗�ʱȻŤ�ɩ̻��ɳ�ʱȻŐ�͔ɘ�

• ʽ˩Ŧȇ̈�uƢɨ�Ȯņɕ��ǔȴ�ʀƎhɉ�ɫ��ʀƎhh�ǢŐŤ�Ɔţó�

• ɫ��Ɂȹ�ü̵��Ɂ̟hɨ�Ǝʅʂ��ʅȰ�

• §˱�ʅĆ�uǥɥ�ɝ̵�ʅȰ�

�

ȒːƂ÷�ɳŘɨ�ƍɦ�ʓʅê� +Üĺ,ɣŐ�̦ȍ̳ɀ�	� �ȠȹǢɨ�ǴʅƇɤ�a� Sa�ɉ�sɩ�

ɘƎɳŐ� ̦ȍŤ� ̳ɀó�� ɩļ̵� ȒːƂ÷� ɳŘ� ƿǣɥ� ǦƎ� ʊǔ� ƿǣ� ɩ͚� ƍȮǢ� ǦƄɥ�

̳§� Ƶó� ǦƎ� ʊǔ� ƿǣɥ� ̳ƂǢ� ̻ú� �ň� ƽƿȹ� ǚɯɥ� ̳Ȼ� ćɳh� ʓɎǔȴ�

ɫ�Ɂ̟̿hɨ� ɩ̾� ô�� Ɯ� ǫƽ� ʁʭɨ� ͠ťȹ� ğĮ� ǦƎ� ʊǔ� ƿǣ� Êɐ�� ȒːƂ÷�

ƿǣ�Êɐɥ�̷°�Ƹ�Ǽ�ɰĆő�̳ɀó�� �

�

X��½��N:�

�

ǦƎ� ʊǔɨ� �ɑ� �� Ù� � ə� �� ɬƽ˼� �� ɬ¬ʞ� ɅĮɫɣŐ� � ʭ	� �� Ù� � ə�

� ɬƽ˼� �� ɬ¬ʞ�sɤ�ƥȎɣŐ� � ʭ	� �� Ù� � ə� �� ɬƽ˼� �� ɬ¬ʞê�ɅĮɫ��

ʀ͒Ő� � ʭȹ�zʾ�ʠ̳̾ɀó�� �

�

ȒːƂ÷ɨ��ɑ� �� Ù� �S� əȹ�ǔʀ�ɫ˼ǃŤ�̳ɀ�� �� Ù� �� əȹ�ǔ͚�ɫ˼ǃŤ�

̳ɀó��

�

b��½��ær�

�

ǦƎ�ʊǔĘ�ȒːƂ÷ɩĘ�óɦ��sɤ�̺Ƈȹ�ü̻Ǣ�ʊǔŤ�̳ɀó��

� §ˀ�ʊǔ�Ɯ�ʓɎǔȴ�ɫ�Ɂ̟̿h�ȍ̾ɥ�ɝ̵�ɫ̬Į�

� ɫ�Ɂ̟̿h�Ȑȍ�Ȼƽ�

� ʓɎǔȴ� ɫ�Ɂ̟̿hɨ� � ɩ̾� ô���͘�� ʔǇ
ɳŘ� Ǽʣ
ɳŘ� ƿǣ
��� Ƶ��ɉ�

�� ǫƽ�ʁʭ�Ǽ̾�͖͆�

� ͙�ɿɫ�ɫ�Ɂ̟̿hŤ�ɝ̵� � hʞ�ɘ˒ɨ�ʔǼ�Ȼƽ�

� ʓɎǔȴ�ɫ�Ɂ̟̿hŤ�Ȑȍ̳ƂǢ��ê��ˉ�ǔ̺�Ɯ�ʅĆ�uǥɥ�ɝ̵�ʅȰ� �

�

	��½��[�°�×��

�

9���t�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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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 ��§�ɥ� üǛɣŐ� VʓɎǔȴ� ɫ�Ɂ̟̿h� ͖͆� Ɯ� Ȑ˹ʊǔWŤ� ɝ̵� ǦƎ�

ʊǔȹ�˃� ��� u���§�ɩ�ʱȻ̳ɀó�ɧøš� ��������

�

� �Ê� ��§�ɤ� ˃� �	� uŐ� Ƭʄ �� �ʏşȹ� ğĮ� ƿş̳Ƃ� ʞƥ�§ȴ��� u�� ��

�ȼʞɳʽ� ˈɳTˈȽ§����� u�� �� §˱��§���� u�� �� ʔʄƽ§���� u�� ��

�§ȴ��� u�Ő� �ǪčȮ� ɰó�� Ʒ� ǦƎ� ʊǔê� ƄȍɿɣŐ� ǦƎȹ� ü̵� ɧøɥ�

wƽ̳wÀ� Ƚįɩ� ûʞ� ȡê� ��� u� §�ɥ� ʅɍ̵� ˃� ��� u� ��§�ɥ� üǛɣŐ�

ʠ̾čȷɣƁ	� ʊǔüǛɫ� ��� u� §�ɨ� Ƭʄ� ʏşȹ� ğţ� �Ǫ� Ǉɡɤ� ʀʽ� §�ɨ�

Ƭʄ�ʏş�ƿ̡Ćɉ�Ǉȋ̵�ǼˑŐ�Ɔʣôɩ��Ê���§�ɨ�ɬƠɿɫ�̉Ǫɥ�ƠɁ̳��

ɰó�� �

�

� Ɔʣôɨ�Ƭʄ�ʏş��Ǫ�Ǉɡ��ǦƎȹ�ʱȻ̵�ɧø§��Ǉɡɥ�Ǉ�̻�Ʒ���	�§˱

��§��Ɯ��ȼʞɳʽ�ˈɳTˈȽ§�ɨ�ǦƎʱȻɡɩ�ǛüɿɣŐ�àȥɣƁ	�ʞƥ�§ȴ

ɨ�ǦƎʱȻɡɩ�óţ� ŝȹ�Ǉ̻�Éɤ�|ɣŐ�À˱Èó�� �

�

� ʀʽ�ƿ̡Ć�Ɯ�ɧø§���Ǫš��Ǉ�̳Ȼ�ɫ�Ɂ̟̿hɨ�Ȑȍɡɤ��§ȴ	�ʔʄƽ§

�	�̉ͦ�ʞƥ�§ȴɩ�àȥɣƁ	�§˱��§��Ɯ��ȼʞɳʽ�ˈɳTˈȽ§�ɤ�É}�À

˱Èó��

�

+c£ ,� ¼Ę� ĝ�½� VVhX� Â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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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ɧø§�ɤ� üƽƿ� ɮʟɘ� ʄɘɩ� � ɫ� ɩǛɨ� �ƆŐ� �ƠǼh� � Ƅ� ɩǛ� � Ƅ�

Ɨů�������ɣŐ� hɺ� ŰȥɣƁ� óɦɣŐ� � Ƅ� ɩǛ� � Ƅ� Ɨů�������ɨ� �Ɔh�

Űȥó�� �

�

+c£ �,� Ć�hX� ¼Ę� ĝ�� �$������

�

�
�

+c£ �,� Ć�hX� a«�� ċģüÓ� �$������

�

�
�

� ǖȴ� ̉Ǫɥ� Ǘ̜ƵƂ	� VʀƎ	� �̴� Ɯ� §ǿ� ǢǇȇȴWɩ� �������� u�Ő� hɺ� àɤ�

Ǉʖɥ� ʭʞ̳�� ɰɣƁ	� óɦɣŐ� V��̾ʄ	� �ƥ� Ɯ� ǔ͗Ƶɺ� ̾ʄ������	� ��� u�W	�

Vʀ§	�hȇ	�ǼĆ�Ɯ�ʝ§�ǔȴ������	��� u�Wɩ�à}�À˱À��ɰȷó��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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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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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ř �,� Ć�hX� š]Åèřğê� ��� Â��

Åèřğ� Â�� $� ��

���ßȴ	�ɮȴ�Ɯ�Ȯȴ� �� ����

����ȴ� �� ����

���ʅʊȴ� �� ����

���ʀ§	�hȇ	�ǼĆ�Ɯ�ʝ§�ǔȴ� ��� ������

 ��̳Ǽ�̠§Ɛ�ʶŦ	�ɘŘɼǟ�Ɯ�͔�ƶɘȴ� �� ����

!��yǦȴ� ��� �����

"��Ćŵ�Ɯ�Ǵŵȴ� �� �����

#��ɓǼȴ� ��� �����

%��ˈ̒	�ɁǛ	�ƥǸ̄ȏ�Ɯ�ʄƵǢǇȇȴ� ��� �����

&��¤ɢ�Ɯ�Ƶ͂ȴ� ��� �����

'��ƽċǖȴ�Ɯ�ɮüȴ� �� ����

(��ʀƎ	��̴�Ɯ�§ǿ�ǢǇȇȴ� ���� �����

)��ǔȴȍǦ�Ŧ�Ɯ�ǔȴʞɘ�ǢǇȇȴ� ��� �����

*����̾ʄ	��ƥ�Ɯ�ǔ͗Ƶɺ�̾ʄ� ���� ������

+���ɟǢǇȇȴ� �� �����

,��Ƶyȴ�Ɯ�ǔ͗ƶʞ�ǢǇȇȴ� �� �����

-��ɂǿ	�ȇ̡ˎ�Ɯ�Ȼh�ň�ǢǇȇȴ� ��� �����

.��͈͗�Ɯ�ôʽ	�ǼŦ�Ɯ�§˱�uɫ�ǢǇȇȴ� ��� ����

Ť� T� ���� ���	���

�

� ʊǔȹ� ʱȻ̵� ��� u� ��§�� ʖ� ̻ɍ� ǔȴ� Ɯ� ̆ɳŤ� ̳�� ɰê� §�ɤ�

� u�����Ő�óǼɨ�§������ɩ��Ê�ǔȴů�Ȑȍ̳ê�|ɣŐ�À˱Èó��

�

+c£ �,� Ŧõ� Äè� ųĄ� ŋč� ŮŹ�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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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ÍoZ�[�°�×��

�

���� Üĺ¨�ê� Īëš� VVhX� ĉ`Sñ� ��č� �

�

ȒːƂ÷ȹ� ʱȻ̵� ɫ��Ɂ� ÷úɳh� ǵ̵� ��§�ɤ� �� uŐ� Ƭʄ� ʏşƳ	� ǔȴƳ	�

ɮʟɘ�ʄɘȹ�ğĮ�ƿş̳Ƃ�óɦ��só��

�

� Ƭʄ�ʏşƳ� ƿş�� �§ȴ� �� Ƅ	� ʔʄƽ§�� � Ƅ	� §˱��§�� � Ƅ	� ʞƥ�§ȴ�

� Ƅ	��ȼʞɳʽ�ˈɳTˈȽ§�� � Ƅ�

� ʓɎǔȴ�ɫ�Ɂ̟̿h�Ȑȍ�Ȼƽȹ�ğţ�ƿş��Ȑȍ� �� Ƅ	�ƗȐȍ� � Ƅ�

� ǖȴƳ�ƿş�� ʀ§	� hȇ� ǼĆ�Ɯ� ʝ§�ǔȴ� � Ƅ	� ʀƎ	� �̴	� §ǿ� ǢǇȇȴ� � Ƅ	�

¤ɢ�Ɯ�Ƶ͂ȴ� � Ƅ	�yǦȴ� � Ƅ	����̾ʄ	��ƥ�Ɯ�ǔ͗Ƶɺ�̾ʄ� � Ƅ	��Ɛȴ�

� Ƅ	� ɂǿ	� ȇ̡ˎ� Ȼh�ň� ǢǇȇȴ� �	� ǔȴȍǦ� �Ŧ� Ɯ� ǔȴʞɘ� ǢǇȇȴ� �	�

ɓǼȴ� ��

� ɮʟɘ�ʄɘȹ�ğţ�ƿş���	Ƅ�ɩǛ� ��Ƅ	��Ƅ�ɩǛ� �	Ƅ�Ɨů� �Ƅ	��Ƅ�

ɩǛ� � Ƅ�Ɨů� � Ƅ	�� Ƅ�ɩǛ� � Ƅ�Ɨů� � Ƅ	�� Ƅ�Ɨů� � Ƅ�

� �

ȒːƂ÷ȹ� ʱȻ̵� ˃� �� u� ��§�� ÷úɳê� ȞĵȹǢ� V��§�� �S�� ɨ� ɫ��Ɂ�

÷úɳWŐ�̦ȍŤ�̳ɀó�� �

�

��� Üĺ¨�ê� Īëš� ĈŦXTč�

�

� � uɨ�ü̦ɿɫ�ɍƽ�§��˝Ǧ̐�ȴʽ��÷úɳ�

� ��§�ɫ�**�Üċʊ̸�ʊ̸ɘ	���§�ɫ�**ɨ��Ŧ�̮̻ɳ�Ɉ͌�ôʽ�͕ċh	�

ʟȴ͔�ɨ̴ʀƎɨ	���§���Ɂ̟hô�̟hɝɘ�

� Ąŭ˩��hɫ�§��ǥɮ�Ƚ�ɘ�þ˩�̬͌ů��AJC�#G>>E9FF��

� �

ȒːƂ÷ȹ� uƳ� Ħê�  ŝɣŐ� ʱȻ̵� ˃� �� Ƅɨ� ɩ̻��ɳê� ȞĵȹǢ� Vɩ̻��ɳ�

�S��WɣŐ�̦ȍ̳ɀó��

�


��½��>C� �

�

9��¾¦���²K¢éÛ9�±è� ��

�

���� Ĕı� VVhXć� Ĉ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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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ɫ�ɝɘ͗ê� ����� ��� ��� ʓɎǔȴ� ɫ�Ɂ̟̿hŤ� ̼Ȓ� ÊɐɣŐ� ̵� b��§��

ɫ��Ɂ�ŵçȲcɿɐɥ���Ť�̳ɀêă	� � Ùɩ�ʞÃ� ���� ��� ��� ͆ɼ¬ʞ�ʓɎǔȴ�

ɫ�Ɂ̟̿hŤ� Ǽ̵̾� ��§�ɤ� ɧø§�� ʖ� ������� u�ȹ� ǀ�̻� ɩ̾� Ǽʔɩ�

Éóê�|ɥ�͓ɫ̳ɀó��

�

+c£ �,� ĉ`ñŪŖD� Ĉũ� ëÁ���	��	��� h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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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ɍ� ǔȴɥ� ̳ƂǢ� ʓɎ� ǔȴ� ɫ�Ɂ̟̿hŤ� Ȑȍ̵� §���� u�� ʖȹ� ̻ɍ� ǔȴɥ�

üǛɣŐ�ʓɎǔȴ�ɫ�Ɂ̟̿hŤ�̵���§�ɤ� � uɫă� �ʖ� � uê�ɫ��ɝ͂ɩ�àɤ�

|ɣŐ�Ȣņʈ�ɰê�ʴ��Ɯ�ȹÐʞ�ǖȴȹ�ǵ̵�ȍɺ͊��§ȴɩȷó�� �

�

ɳǖ� �Ɔh� � ʊ� ɘ� ɩǛɫ� ȍɺ͊� �§ȴ� �� uê� ƆĒ� ʴ�� Ɯ� ȹÐʞ� ǖȴ	� ü�Ɔ�

ɓǼȴ	� ǔ̾ǖȴȹ� ̻ú̳�� ɩ� ʖ� ̵� �ɥ� ʅɍ̳�ê� ƆĒ� ɾuƢ� �h� ĜȹǢ� ̻ɍ�

ǔȴɥ� ̳�� ɰó��  ļÀ� ɩ� hɓă� ȧȹǢ� Ȱ¥̵� � uɨ� ��§�ɥ� ʅɍ̳�ê� ̻ɍ�

ǔȴȹ� �̻� ʓɎ� ǔȴ� ɫ�Ɂ̟̿hŤ� Ȑȍ̵� ��§�ɤ� ȵê� |ɣŐ� Ƶɩ�� ȒʞȮ�  �

ʖȹǢ�ɿȮĆ� � u���§�ɤ�Ȟɂ�ʓɎǔȴ�ɫ�Ɂ̟̿h�ɳʽŤ�Ȑȍ̳ʞ�ȡȥó�� �

�

̻ɍ� ǔȴɥ� ̳ê� ��§�ɨ� �ɑ� ̻ú� ǔȴȹ� ü̻Ǣ� ɫ�Ɂ̟̿hŤ� ̳ʞ� ȡê� |�

ɳʽŤ�Ǝʅ�Ǚɥ�Ǽê�ȵɥ�|ɩó��̳ʞů�ɾuƢ��hȹǢ�ɫ��ɝ͂ɩ�àɤ�ǖȴȹ�ǵ̻�

�ň� ǔȴɥ� ̳ê� �ɑȹê� ̻ú� ̻ɍ� ǔȴɨ� ɫ�Ɂ̿� Ƣǟ� hìǪ�� ȒiǪȹ� ü̵� ǔʀ�

§ˀ� ʊǔh� ɩřȮʉȮȪ�̵ó�� ̻ɍ� ǔȴȹ� ü̻� ɫ�Ɂ̟̿hŤ�̵� ��§� �� �� ̻ɍ�

ǔȴɤ�̳ʞů�̻ú�ǔȴȹ�ü̻�ɫ�Ɂ̟̿hŤ�̳ʞ�ȡɤ���§� � ɨ�ɫ��Ɂ�÷úɳŤ�

ǛüŐ�ȒːƂ÷ɥ�̳ɀó��ɩ�Ē���§��ƆĒ�̻ɍ�ǔȴɥ�ɫ�Ɂ̟̿hɨ�üǛ�ǔȴɣŐ�

ǥʄ̶ʞ�ȻƽŤ�̒ô̶�ġ�̻ú�̻ɍ�ǔȴɨ�ɓɁ��Ȼƽɉ�̆ɳ��ƆŤ�§ʔɣŐ�Ǚȥó�� �

�

X̻ɍ̆ɳ�ǔȴ�ʖȹ��Ɔh�˪�Ē�uŤ��ĳó��̳Àê�ɓɁ�ɥ�hʞ��ɰê�

ǔȴɩ��óţ�̳Àê�ɓɁ�ɤ�ȵʞů��Ɔh�˜Ǣ��ĳó��**�hȹǢ�̳ê�ǔ

ȴɨ��ɑȹê�ɓɁ��ǔȴɩĮǢ�ɳ͗ǔĮ��Ƶ��Ɂ̟̿hŤ�̽�	�����hȹǢ

�̳ê�ǔȴɩ�ɰêă� |ɤ�̆ɳ�͊üŐ�ĚȮj�yă�ɗÁ�̆ɳǇĆ�Ű��ǔȴ�

Ɔh�˩ó�Ƶî�Ǝʅh�Ƣǟ̳Ƃ�˩}�ǟ©�w�sȞǢ�Ɂ̟̿hŤ�̽ó�Y���§�

��ɨ�ɫ��Ɂ�÷úɳ��

�

X̻ɍ�ǔȴ��ň̻Ǣê�ɑŦh� �ʟʃ��ɓɁ̳ê��ɤ�Űʞ�ȡó��̻ɍ�̬Őʆ̈h

�ɰɣƂ�ʞƿȹ�ɬƽ�ʱȻŤ�̵ó��ʞƿɤ� �S���Ǽʔɩ��ʟɘɥ�̑�̻Ǣ�ɓɁ

�ʀƠȹ�ʱȻŤ�̳��ɰɥ�Ǒɩó��ɓɁǔ�ʖȹê�ǔ͗ɿ�ʵɮȹ�ü̻�ɶ�Ȣ��ɰ

ê�ȴʽĆ�ɰêă	� �ɾuƢ��hɨ��**�ǔȴɺ�Ĝɤ�ʊ¤�Ȯņɓ�w�só���Ƙɤ

�Űʞů�Ȟʟ�Ȯĥ}�̻Ȫ̶ʞ�ƥƬɥ�ƈĮǢ�ȍ̾ɥ�Ɖ̳��ɰó��̻ɍ��ɐ�ȍ�

Ȟċɫʞ�Ĝɩ�̷̡č§Ć�̳��̻ɍ�ǔȴ�hɩĖĮɫĆ�ɰ��#-ȹǢ�͓ɫ̳§Ć

�̳êă�̻ɍǔȴ��ň̻Ǣ�ɫ�Ɂ̟̿hê�Ɖ̳��ɰó�Y���§�� �ɨ�ɫ��Ɂ�

÷ú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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ɫ�Ɂ̟̿hŤ� ɩ̵̾� ��� u� ��§�� ʖ� �hɫ�ɝɘ͗ɨ� ��� Ɯ� b��§��

ɫ��Ɂ�ŵçȲcġƎȹ�ʓɎǔȴ�ɫ�Ɂ̟̿hŤ�Ǽ̳̾ɀóê�ɧø§�ɩ��� uŐ�hɺ�

Űȥó��  � óɦɣŐ� ɫ�˕̻� ɂƥ� Êʞ� ɫ�� ɝ͂� ȎƳɩ� �� u� �� ɫ��Ɂ� �� u� ��

�Ɂ̟hê� � u� ��§˱� �� u�Ǿɩȷ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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ʓɎǔȴ� ɫ�Ɂ̟̿hŤ� Ȑȍ̵� ċ§h� �Ɂ̟hĮ�� üø̵� ɧø§�ɤ� �����Ő� àʞ�

ȡȥó�� ��§�� ʖ� �§ȴ�� ʔʄƽ§�ɤ� §͘ɼʄƽ���§�� ɓɁɝɘ͗� �Ɂ̟hô�h�

�Ɂ̟hŤ� ̳�	� §˱��§�ɤ� ʓƋƽʶh	� ʞƥ�§ȴɤ� ̾ʄȠʀƽh	� ʞƥɳˑôʽ�

ˈɳTˈȽ§�ɤ�̻ú�ʞƥɳˑôʽh��Ɂ̟hŤ�̳}�Ďó��ô�Ǽˈɯɤ̾ɩÀ�ǖȴɤ̾�Ĝ�

¤ɢ���§�ɨ��Ɂ̟hê�¤ɢɝɘ͗ȹǢ�÷ú̵ó�� �

�

ɫ��Ɂɩ� �Ɂ̟hȹ� ƠɁĎóê� ǔȐɩ� ��§�ɩ� ʓɎǔȴ� Ɂ̟̿hŤ� Ȑȍ̷ȹ�

ɰȮǢ� Ćɕɩ� čê� Ƃɩ� ɰó�� ̉ͦ� ǔȴ� ƽǢɨ� ɾ̺ɥ� ǀȎȍ˭§� ɝ̵� ʐɤ� ¢wh� ď�

Ǽ� ɰó��  ļÀ� �Ɂ̟hȹ� ƠɁĎóê� |� ġƎȹ� ɫ�Ɂ̟̿hh� ͊Ȏ͒čê� Ĝ� ƽɴɐĆ�

ɰê� |ɩ� ǔȐɩó�� ̵̝� �Ɂ̟hh� ��§�ɨ� ɫ��Ɂ� ÜŇɥ� ʅüŐ� ƠɁ̳ʞ�

Ɖ̵óê� Ǉ̒Ć� ɰêă	�  � ɩɞê� �Ɂ̟hȹǢ� ɫ��Ɂɩ� ʭʞ̳ê� ʂǼh� Éóê� |Ć�

ɰʞů�þ�ʖɎ̵�|ɤ�ɫ��Ɂɥ�̟h̶�§ʔɩ�ǀƄ͓̳óê�ʂɩó�� �

�

a� ��Ɂ̟hɨ�Ǿ§ì�

�

ȒːƂ÷ȹ�ʱȻ̵���§� � �� �� ɨ�ɫ��Ɂ�÷úɳê�ɫ��Ɂɩ��Ɂ̟hȹ�ƠɁɩ�

č§� ġƎȹ� ǔȴ� ƽǢŤ� Ǧė̻Ǣ� ʓɎǔȴ� ɫ�Ɂ̟̿h� �ʄȹ� ʱȻȍ˯� Ǽ� ɰó��

̳ɀó�� ̉ͦ� ��§� � ɨ� ɫ��Ɂ� ÷úɳê� �Ɂ̟hʅĆh� ��§�ɣŐ� ̳Ȼ¤� ɫ��

�ƫɥ�ʞ˭Ćő�̳ê�ă�Ćɕɩ�Ďó��̳ɀó�� � �

�

X�ɫ�Ɂ̟̿hŤ�̶�ġ��óţ�ƽǢŤ�Ǧė̳ê�ʅɬ�ǌţ�ƥƬɤ��Ɂ̟hȹ�Ě

Ȯjó��ű̳ê�|ɩó�Y� ���§��ɨ�ɫ��Ɂ�÷úɳ��

�

XʓɎǔȴ�ɫ�Ɂ̟̿h�ʽ˩Ŧȇ̈ɨ��ɑ�ʶɦȹ� � u�ɩǛɩȷêă�̬Őʆ̈�

÷úɳh� ɬɬɩ� ¢w� ɳŘŤ� ʳȞǢ� ʅˈ̳§� ͨĚó�� ̻Ǣ� � u� ǼʔɣŐ�

ʕɀó�� ɍƽȴʽȹ� ɳŘŤ� ʀö̻Ǣ� ʽ˩Ť� ̻Ȫ� ̳êă� ǔȴ� ÷úɳh� ͆ȴɥ�

÷ú̳ƂǢ� ɳŘŤ� ɬɬɩ� ʳȞǢ� ʀö̳ê� |ɥ� �ɺͦ� ͨĚȮ� ̽ó�� §�̟h�

ʂǼŐ� � ʂɩ� zņɰ§� ġƎȹ� ³� ̻Ȫ� ̵óê� ɩɞŐ� ǔȴ� ÷úɳŤ� Ǧė̽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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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ɫ�Ɂ̟̿hh� ��§�� �Ɂ̟hȹ� ƠɁĎóê� ǔȐɩ� ˟̭ĮɩȰȇȹ� Ćɕɩ�

Ďó�� ǟi̵ó��  ļÀ� ͆ɼŐǢê� úȽ̵� ȴƋɨ� ɬ͔ɩ� ȞîĮ� ̳§� ȑʞ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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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Ɂ̟hȹǢ� Ǉ�Ļʞ̦ɫ� ɠŦ�Ɂ� ʞ̦ȹ� Ǉ�ȎɿɣŐ� ƠɁč�� ɰ§� ġƎȹ�

Ȑ͙Ǫɩ� ɰ�Y	� X�Ɂ̟hȹ� ƠɁčʞ� ȡȥóƂ� ɫ�Ɂ̟̿hŤ� Ȑȍ̳ʞ� ȡȥɥ� hìǪɩ�

àóY��̳ƂǢ��Ɂ̟hŤ�¦ʄɿɣŐ�̟h̳ɀ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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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Ɂ̟hê� ʄƽh� ��§�ɣŐ� ̳Ȼ¤� �ʄ�ʅ� Ĝɥ� Ǽ̳̾Ćő�

qʅ̳ê� ʅĆɿ� §ʅŐ� ɴɐ̳�� ɰɦ�� ͆ɼ� �§ȴTʔʄƽ§�Ěɤ� �Ɂ̟h� ɍȹĆ�

ʄƽƽʶŐƽ˼� � Ȼuɨ� óȭ̵� ɍƽ̟hŤ� ơ�� ɰêă	� ɩļ̵� ̟hɨ� ��Ěɤ�

üƽƿ� §͘ɼʄƽh� ʓĆ̳ê� ��§�� �Ɂ̟hȹ� ƽǵč�	� ƆĒ� ��§��

�Ɂ̟hȹǢ� �Ɂ�Ŧ� ƫʓɨ� �Ļʞ̦Ť� ̟h̳ê� ă� ͕ɐč�� ɰɦ�� ɩŐ� ɫ̻�

ʄƽh� ȍ̳̾�� ɰê� ��§�� �ň� iʏ� ̟hʅĆĚɨ� Ǫ̕ê� ��§�� �Ɂ̟hɨ�

̳ɝ� ̟hʞ̦ȹ� ̷̡čêʞ� Ȼƽȹ� öņ� ɰɦ�� ůȫ� ɩļ̵� ɍƽ̟hh� ��§��

�Ɂ̟hȹ� ͕ɐčʞ� ȡɥ� �ɑ� ̻ú� ̟hȹ� ü̵� §�ɨ� �Ȓ�� ɿ¡Ǫɩ� ͆ɾ̳}�

ĤȮʞ}� č�	� �Ɂ̟hȹ� ͕ɐčʞ� ȡê� ɍƽ̟hh� §�ȹ� ƳĆɨ� ɫǭ̌Ǆɉ�

̚Ò̌Ť� ƽȻ̵óƂ� §�ɣŐǢê� ɩʖɨ� ̟h� ƽ÷ɥ� ʞ}� Đ�� ɫ�Ɂ̟̿hê�

��§�� �Ɂ̟hȹǢ� Ǉ�Ļʞ̦ɫ� ɠŦ�Ɂ� ʞ̦ȹ� Ǉ�ȎɿɣŐ� ƠɁč�� ɰ§�

ġƎȹ� Ȑ͙Ǫɩ� ɰê� |ɣŐ� ̑ȟĐ�� V��� ÙĆ� ��§�� �ɁȐɿ� ̟hƵ�ǢWȹ�

ğŢƂ	� üƽƿɨ� §�ɩ� ��� ÙĆȹ� ɫ�Ɂ̟̿hŤ� Ȑȍ̵� |ɣŐ� À˱Å��

�Ɂ̟hȹ�ƠɁčʞ�ȡȥóƂ�ɫ�Ɂ̟̿hŤ�Ȑȍ̳ʞ�ȡȥɥ�hìǪɩ�àɦ�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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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Ɂ̟hh� ��§�ɣŐ� ̳Ȼ¤� ɫ�Ɂ̟̿hŤ� ̳Ćő� ɳ¡̳�� ɐɩ̳}� ůĖê� |ɤ�

ǔȐɩó�� ̳ʞů� Ő�ɫ̻�ɫ�Ɂ̟̿hŤ�̳ê�ċ§h�Ɍ�čȮ�ɫ�Ɂ̟̿hh�͊Ȏɿɫ�

|ɩ� čȮ� ƨŦ§Ć� ̵ó�� ȒːƂ÷ȹ� ʱȻ̵� ɩ̻��ɳ � ê� �Ɂ̟h� ġƎȹ� ʓɎǔȴ�

ɫ�Ɂ̟̿hɨ�ċ§ɉ�ƥ̿ȹ�Ǝʅh�ǟ�óƂǢ�óɦ��sɩ�ű̳ɀó��

�

Xɫ�Ɂ̟̿hĮê�|ɩ��ʅŤ�ʳê�|ɩ�Ƈ̦h�čȮȪ�̶�w�sɤă�ʂǼ�Êê

�ă�ˀʂɩ�ųˊʈ�ɰó��ʵɮɥ�Əê�ƥȎɩ�ȞîĮ�uǥɥ�ĆƆ̳ê�ƥȎɣŐ�h



 66 

Ȫ�̵ó�Y� �

�

ɫ��Ɂɩ��Ɂ̟hȹ�ƠɁɩ�ĐɣŐ�Ƣǟ̳ê�ôʂɤ�ɫ��Ɂɨ�͊Ȏ͒ɩó�� ˀʂ� ŝ�

ɫ˼ǃȹ� ʱȻ̵� ɩ̻��ɳ � ɤ� ɫ�Ɂ̟̿hh� ɎȎ͒čȷó�� ̳ƂǢ� Ȟĵɉ� s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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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ʞ¤�� ɫ�Ɂ̟̿hȹ� �Ȓɩ� ɰê� |ɤ� �Ɂ̟h� ÷úɳǑɩ�� �Ɂʠ	�

ȐƋʠɤ� �Ȓɩ� ȵ�� ʝǊɳŘ� Ɏ�̳ê� |ȹ� ü̻� ͒Ť� Ê§Ć� ̵ó�� ͆ɼɨ�

ɫȎɩÀ� �ʊŐê� ��§�ɥ� ɕʟɩ§h� ȅʞ� ȡó�� ɩ|ɥ� Ɍ� ̻Ȫ� ̳êʞȹ�

ü̵� ɨƎɩ� ̻�čʞ� ȡ�� ɫ�Ɂ̟̿hh� ʅüŐ� ʠ̾ɩ� čȷêʞȹ� ü̻� {ʝ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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ɨƗȹǢê� �Ƴčê� uÚɩĮ�� ̶� Ǽ� ɰó�� ğĮǢ� ��§�ɨ� �ƆÀ� ǔȴɥ� ̳ê�

ʞȼɩÀ� ǵ̵� ǖȴɨ� ̉Ǫ�� ��ȵɩ� ƆĘ� ��§�ȹ� sɤ� ʓ§Ő� ʓɎǔȴ�

ɫ�Ɂ̟̿hŤ� ̳Ćő� Ɏ�̳ê� |ɤ� ̸Ŧɿɩʞ� Ɖ̳óê� ʂȹ� ü̻Ǣê� ȧȹǢ� ǦƄ̵�

Ɲɉ�só�� �

�

sɤ� ŶįȹǢ� ɞȺ� §ȴ�� ɫ�� ɩ̾� ɘ˒� �� Ć� óɦ�� sɩ� �ʄ̳�� ɰó�� X§ȴɨ�

ɫ�� ʌʖ� ʵɮɤ� �Ɔ	� ȴʏ�ǵ̵� ǖȴ�	� ɓɁ� ͔�	� Ǵɞ	� �ʊɉ� Ǜ�ȵɩ� ƆĘ� §ȴȹ�

ɿɐĎó�� ĿȹĆ�ǀ�̳��§ȴɩ�ɫ��ʌʖ�ʵɮɥ�ó̳§�ɝ̵�Ǽôɨ��Ɔɉ�ƶɸǪɤ�

 ļ̵�ɎǴɉ�§ȴɩ�ɫ�ȹ�Ɨˑê�Ɂ̿ɨ�ȒiǪȹ�ğĮ�öĮʠó�Y� �

�

ɩɉ� �ň̻� ɩ̻��ɳ � ɫ� Ąŭ˩� �hɫ�§�� Ƚ�ɘɫ� þ˩� ̬͌ů��AJC�

#G>>E9FF�Ć� Vɫ�Ɂ̟̿hWɉ� Vɫ�Ɂ̿ɥ� ̟h̳ê� |Wɥ� �Ƴ̳ƂǢ� ƆĘ� §ȴɩ�

Vɫ�Ɂ̿ɥ� ̟hW̻Ȫ� ̳ʞů	� Vɫ�Ɂ̟̿hWŤ� ƆĘ� §ȴȹ� ̳Ćő� ̳ê� |ɤ� ͆Ȑɿɩʞ�

Ɖ̳ó��̳ɀó��

�

XVɫ�Ɂ̟̿hWĮê�űɩ��Ć̳}�ǔɐč��ɰó��ǟi̵ó��ɞȺ�§ȴ��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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ɩ̾�ɘ˒ȹê� Xɫ�Ɂ̿ɥ�̟h̳ĮYĮ��čȮ�ɰêă� |ɤ� Vɫ�Ɂ̟̿hWɉê�

óţ�|ɩó�� |ɤ�ȮĢ̵�ƥȎɣŐĘ�ɫ�ɨ�ƽʄɿɫ�Ɂ̿ɥ�̟h̳Ƃ�Ďó��ɫ

�Ɂ̟̿hê��ɺͦ�Ĉ��ȍjɥ�Űɩ�ĚȻǢ�ɫ�ɿɣŐ�Ȯģ�ƽʄɿɫ�Ɂ̿ɩ�ɰ

êʞ�Ƃƚ̳}�{̳̃ê�ʁʭɩó�� ł§�ġƎȹ�ƆĘ�§ȴ�͍ɤ�ƆĘ�ǔȴȹ�ü̻

�̳Ćő�̳ê�|ɤ�͆Ȑɿɩʞ�Ɖ̳ó��ğĮǢ�͔�Ɂ̟̿h�Ĝ�§ʌ�̟hȹǢ�ɫ�

ɿɫ�ȍiɥ�ƠɁ̳Ȼ�̶�ǼĆ�ɰ��ɫ��ɝ͂ɥ�ƿǣɥ�̵�͚ȹ�ɫ�Ɂ̟̿hŤ�̶

ʞ�ȻƽŤ��ʄ̳�� �Êɐɥ�Ŧ̡̳̐Ćő�̳ê�|ɣŐ�ˉƿ̶�ǼĆ�ɰó� �Z��ɴ

ɤ�͗ǔȹǢê�ɫ�Ɂ̟̿h�üȏ�ɫ��ɝ͂ƿǣ�JAKC� 9KK=KKE=FL�ɥ�ʠ̳̾ê�|Ć�

ƥƬɩó��óů	�ɩ��ɑ�ɩŤ�̆Ƅ̳}�Ƶ�̻Ȫ�̵ó�Y� �

�

ȧȹǢ� ʅȍ̵� Ɲɉ� sɩ� Vɫ�Ɂ̿ɥ� ̟h̳ê� |Wɥ� �ɨɨ� ɫ�Ɂ̟̿hŐ	�  � ʖȹ�

ʱȻɿɩ�� ƿǣɿɫ� ƥƬɥ� ̻̄� ʽ�ɿɩ�� �ʊɿɣŐ� Ȑȍ̳ê� Vɫ�Ɂ̟̿hWŤ� ͈ɨɨ�

ɫ�Ɂ̟̿h� Êʞ� ʄȎ� ɫ�Ɂ̟̿hŐ� �ƿ̵� ĕȹ	� �Ɔh� ˪� ��§�ɤ� ʄȎ�

ɫ�Ɂ̟̿hŤ	��Ɔh�ɴɤ���§�ɤ�ɩ̻��ɳ � ɩ�ʅȠ̵�Ɲɉ�sɩ�͔�Ɂ̟̿h�Ĝ�

§ʌ�̟hŤ�̶�ġ�ɫ�ɿɫ�ȍiɥ�ƠɁ̳Ȼ�̳wÀ	�ɫ�Ɂ̟̿h�üȏ�ɫ��ɝ͂ƿǣ�JAKC�

9KK=KKE=FL�ɥ�ʠ̳̾ê�̳ê�Ĝɨ� Vjɩ�ɫ�Ɂ̟̿hWŤ�̳Ćő�̶�̱Ɏh�ɰó�� �

�

���� ±Ĉũć� Ĉþ�

�

� ɫ�Ɂ̟̿hŤ�ɩ̳̾ʞ�ȡɤ���§�ɨ�ƗȐȍ�ɩɞŤ�Ǘ̜Ʒ���	� Vɫɿ	�Ɛɿ�ɳɘ�

ƽʋWɩ� �����Ő� hɺ� à}� À˱ÈɣƁ	� óɦɣŐ� Vɩ̻̾Ȫ� ̳êʞ� Ɔť�������W� ��

Vɩ̾�̱ɎǪȹ�ü̵�Êƽ�̸ɨ�ƽʋ�������W�ǾɣŐ�À˱Èó�� �

�

� ƗȐȍ̵� ɩɞȹ� �̵� §˱� ɧø� ʖ� ������ u	� ƗȐȍ� ɩɞ� ɧø§�� ʖ� �����ê�

͆ɼ� ɫ�Ɂ̟̿hŤ� ʠ̾� ʖɩwÀ� �� Ùȹ� ʠ̶̾� ɂʄɩĮ�� ̳ɀɣƁ	�  � Ɵɨ�

óǼɨ� ɩɞŐê� VˤŐÀ ��� ǔ˹ȹ� ğţ� Ƚ§� ͍ɤ� ɬʄ� ʊʄ� ʖW	� Vȏǟ� §�ɩwÀ�

̻ú̳ê� ǔȴ� ȵɦW�� þǀȮ� Vɫ��Ɂʽ�� �ˆ� Ɨ͢W� Ɯ� V�ň� ʄƵɨ� ƽʋWȹ�

̻ú̳ê�ɧøĚɩ�À˱Èó��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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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ĉ`ñŪŖD� ±ÛØ� Ĉþ� �$������ ¿ÓĆ�� ū÷�������Ć����� ęõ��

�
�

���� ±Ĉũ� hXć� Ĉũ� TŻ�

�

� ƗȐȍ�ɧø§�ɨ��ƠǼh�ɫ�Ɂ̟̿h�ɩ̾��͘ɩ� VƗʄ�������WɩȷɣƁ�ʓɎǔȴ�

ɫ�Ɂ̟̿h�ɩ̾��͘ɩ�ɰê��ɑê�óǼh� �� Ù�������	� ��� Ù�������ȹ�˅ʠ�

ʖɩwÀ� ˅ʠ� ɂʄɫ� |ɣŐ� À˱À� �͘üŐ� ˅ʠĎóƂ� ͚̿� ʓɎǔȴ� ɫ�Ɂ̟̿h�

ɩ̾�Ȼƽê�͆ɼȹ�Ǉ̻� � Ʀ�ʄĆ�àȞʡ�|ɣŐ�ɂǛĎó��

�

+c£ ��,� ±ÛØhXć� ŖD� Ĉũ� TŻ� �$������ Ć��� J�� ęõ��

�
� ��S��� Ùȹ� Ȑȍ̶� �͘ɫ� ɧø§���� u�� ʖ� ʓɎǔȴ� ɫ�Ɂ̟̿h� �ň�

÷úɳŤ� ʞʄ̵� §�ɤ� ��������� u�Ő� üƽƿɥ� ʭʞ̽ɣƁ	� ʞʄ̳ʞ� ȡɤ� §�ɤ�

�������� u�	�Ƌɧøɩ� ����� u�Ť�ʭʞ̳ɀó��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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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 ±ÛØhXć� X�� ��č� ĢĘ� ëÁ� �$������ Ć��� J�� ęõ��

�
�

O��¾¦���²K¢éÛ9�±è¯�ªä�²àb�

�

��§�ɩ� ʓɎǔȴ� ɫ�Ɂ̟̿hŤ� ͙�ɿɣŐ� Ȑȍ̳§� ɝ̻Ǣê� ɫɿ	� Ɛɿ	� �ƫɿɫ�

ɫ̬ĮŤ�ʅüŐ�r˅ȮȪ�̵ó��Ȼ§ȹê��ɟ	�ɫŇ	�ɫ��Ɂɝɘ͗	�ɂǖ	��ň�ʞ˕�Ĝɩ�

ɰó�� � � �

�

���� [ÿ�

�

� ʓɎǔȴ� ɫ�Ɂ̟̿hŤ� ɩ̵̾� §�Ěɤ� ̟h� Ǽ̾ȹ� ȧǢ� ɫ�Ɂ̟̿hȹ� ü̵�

�ɟɥ� �S� u�  ŝɥ� üǛɣŐ� ȍ̳̾ɀɣƁ	� �ɟɥ� ơɤ�  ŝɣŐê� Vɫ��Ɂ�

÷úƽǢɨ�ȐƋɳ���� u�§��Wh� �����Ő�hɺ�Ű�� V�ň�ǔȴ�ƽǢɨ�ȐƋɳ��� u�

§��Wh� óɦɣŐ� Űɤ� |ɣŐ� À˱À� ʓŐ� ȐƋɳ� ôɝɨ� �ɟɩ� ͕Ƣ̵� |ɥ� ͓ɫ̶�

Ǽ�ɰȷó��

�

+c£ ��,� ĉ`ñŪŖD� [ÿ� �Æ� �$������ ¿ÓĆ�� 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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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ĺ� �,� [ÿć� m÷W� �ÆW� Ğı�

�

a� ��ɟ�Êɐ�

�

ʓɎǔȴ� ɫ�Ɂ̟̿hŤ� Ȑȍ̽ó�� ɧø̵� §�� ʖ� �� u� §�ůɩ� �ɟ� Êɐɩ�

ɫ�Ɂ̟̿hȹ� �̵� |ɩĮ�� ̳ɀó��  � ɍɨ� ɧø§�ɤ� üƽƿ� ɫ��Ɂ� ɬƠȹ� �̵�

�ɟɩĮ�� ø̳ɀó�� �ɟ� Êɐ�� �ň̻Ǣê� ɫ��Ɂ� ɬƠȹ� �̵� |Ć� ʖɎ̳ʞů�

ʓɎǔȴ� ɫ�Ɂ̟̿h� ɳʽȹ� ü̵� �ɟɩ� ʖɎ̳ó�� ɫ�Ɂ̟̿hŤ� Ȯĥ}� ɩ̻̳��

ɰêʞh�ɫ�Ɂ̟̿hŤ�Ȯĥ}�Ǽ̻̾Ȫ�̳êʞȹ�Ɂ̿ɥ�Ɨˑ§�ġƎɩó�� �

�

ȒːƂ÷ȹ� ʱȻ̵� ��§� � ɉ� �� ɨ� ɫ��Ɂ� ÷úɳɨ� Ȟĵɨ� űɥ� ĚȮ� ƵƂ�

ɫ�Ɂ̟̿hɨ�uÚɥ�Ƀ̻Ť�̳�� ɰóê�|ɥ� Ȣ� Ǽ� ɰȮ� ʓɎǔȴ�ɫ�Ɂ̟̿hȹ�ü̵�

�ɟɩ�ȲŭÀ�̱Ɏ̵ʞ�ƥʝ̳��ɰó��

� �

XȇȇŐ� ɩ̻h� ƽʋ̵� |� só�� §ȴ�� ɫ�� �ɟĆ� Ěȷʞů� Ȼʀͦ� Ȯŋó��

ɫ�Ɂ̟̿hŤ� ʂǼ̳͒Ȼ� ɿɐ̳ê� §�ĚĆ� ɰ§ê� ̳ʞů� ǦƎ� ÊɐɩÀ� ǔȴ�

Ĝɩ� ŵƩ� öĮʞ§� ġƎȹ� ʂǼ̳͒§� Ȯŋó��  Ľă� ɐȮh� Vɫ�Ɂ̟̿hWɩ��

ƅƅ� §�ɤ� ʂǼ̳͒§Ć� ̽§� ġƎȹ� ɳ¶� Ȯģ� ʂǼŐ� ̟h� ��h� ÀɅóê�

Ƀ̻h� ÊƽɿɣŐ� ɰó�� ʂǼ͒� ̶� �ɑ� v�ɿɫ� ̟hh� Ȯņɔ� |ɩó�� ÐƋ�

��h� äȹ� Ĭ§� ġƎȹ� ƆĘ� ʞ̦ɨ� Ǧ�� ƥ̿ɩ� ̟h� ��h� ʐ}� ÀɃĆő�

ųˊʡ� |ɩó�� ʂǼ͒� Ǝʅȹ� ü̻Ǣê� �hɫ�ɝɘ͗h� ��À� ɯɺƎɥ� Ƣ̶̦�

̱Ɏh�ɰó�Y���§� �ɨ�ɫ��Ɂ�÷úɳ�� �

�

Xǔȴ� Êɐȹ� ü̻� ɍƽŐ� �učê� |ɥ� ¯ņ̻Ǣ� ɫ�Ɂ̟̿h� Ƶ�ǢŤ� Êƽ�

ɫ̈Į×ɥ� ̻̄� ʀǔȹ� �uŤ� ̽ó�� üȏ� ʞǵhìǪƵ�Ǣȹ� ɫ�Ɂ̟̿h� Ǽ̾�

͚�ʏ̸�ʂǼh�ƅ�ʂɩȷêʞ��u̽ó�Y���§� ��ɨ�ɫ��Ɂ�÷úɳ���

�

a� ��ɟ�üǛ�

�

�ɟ� üǛ�� �ň̻Ǣê� §�ɺɥ� üǛɣŐ� �ɟ̵� ��§�ɤ� ����ȹ� ǀ�̽êă�

ɫ��Ɂ�� ǔȴ� ƽǢɨ� ÷úɳȹ� ü̵� �ɟɩ� ƠĖȍ� ɩřȮʈȪ� ̳ʞů� §�ɺȹ� ü̵�

�ɟ� ȼȍ� ʖɎ̳ó�� ̉ͦ� ǔȴ� ƽǢŤ� ɕʟɩ§� ɝ̻Ǣê� §�ɺɩ� ʓɎǔȴ�

ɫ�Ɂ̟̿hŤ�̷̵̡�ɫ��Ɂȹ�ü̻�ɩ̻̳��ɰȮȪ�̳§�ġƎɩó�� ȒːƂ÷ȹ�ʱȻ̵�

��§� ��ê�§�ɺȹ�ü̵��ɟɨ�ʖɎǪȹ�ü̻�Ȟĵɉ�sɩ�ű̳ɀó�� �

�

X˄�� �Ɂʠɨ� ¦ʄɿɫ� uɯɥ� ɝ̻Ǣê� �hɫ�ɝȹǢ� §�ɺ� Ĝɥ� üǛɣŐ�



 

   75 

ɫ��Ɂɨ�ʖɎǪ	�Ǉʀ	�ƥ̿�Ĝɥ�ǦƄ̳ê�̡Ŀ�sɤ�ɳŦŤ�ŭň̳ê�|Ć�ʐɥ�

|�só�Y� �

�

a� ��ɟ�ʓʽ�

�

ȧȹǢ���§��ʓɎǔȴ�ɫ�Ɂ̟̿hŤ�̳ê�ċ§Ő��hɫ�ɝɘ͗ɨ���Į��üø̵�

��§�ɩ� �� uŐ� hɺ� Űȥó��  ł§� ġƎȹ� ��§�ɤ� �ɟȹ� ɰȮǢĆ�

�hɫɘɝɘ͗ɨ� ɿ¡ɿɫ� ȼ̶ɥ� §ü̳�� ɰȷó�� ȒːƂ÷ȹ� ʱȻ̵� ��§� �� ɨ�

ɫ��Ɂ�÷úɳê��ɟɥ�ơɥ� §͗h�ƳŐ� ȵȮ� ʀƎǪɥ�àɬ� §͗h�ɿóƂǢ�ʀƎǪɥ�

˭ɗʕ� �hɫ�ɝɘ͗� ʭɘɨ� ȍȇ̂ɩ� ̱Ɏ̳ó�� ̳ɀó�� Ħ̵� ȒːƂ÷ȹ� ʱȻ̵�

��§� � ɨ�ɫ��Ɂ�÷úɳê��hɫ�ɝɘ͗h��ɟȹ�ɰȮǢ�Ǵ¡ɿɩ§�ġƎȹ�ɍƽ�

§�ɩ� ��§�ȹ� §ȴ�� ɫ�ȹ� �̵� ȞʇóŤ� ʓ�� ɰó�� ̳ƂǢ� �hɫ�ɝɘ͗h�

˄Ǵ̵� ��ɟɥ�̶�Ǽ�ɰê�qǔ�̨ɥ�ʅ�̳Ƃ�ʐ�ó��̳ɀó�� �

�

XƵ̄�mǔ�ȴƋ�sɤ��ɑê�i�§�ɨ�mǔȴƋ�÷úɳ�üǛ�ȽǼÀ��ɟĆ�ɩ

řȮʞ�	�ǼŘʝĆ�Ƣ¥̳ê�Ĝ�÷úɳɨ�ʀƎǪɥ�àɬ�§͗h�ɰêă	�ɫ��Ɂɨ

��ɑ� Ľ�ƽƿɩ�ŵɑ�ƽʋ̳ó��qɨĆ�ɶ�ȵȮǢ�ȢȞǢ��ɟɥ�ơê�Ǽʔɩó��

�hɫ�ɝȹǢ�ɿ¡ɿɣŐ�ÀǢ�ʓƂ�ʐ�ó��ɫ��Ɂ�÷úɳh�ɫ��ƽƿȹǢ�ʀ

ƎɿɩȮȪ�̵ó��ǟi̵ó��ɫ�ɝȹǢ�÷úɳɨ�ʀƎǪɥ�˭ɑ§�ɝ̻�ʞɘ̳ê�

ȍȇ̂ɩ�̱Ɏ̳ó��ǟi̵ó��ǖȴ�͊˹Ƴ�ɗ˩ǻɩ�ʠ̾čƂ�ʐ�ó�Y���§���

ɨ�ɫ��Ɂ�÷úɳ��

�

XƆ� �˝Ǧ̐��ȴʽh���§�ȹ��ɍ�ǥǟò�ȼ̶ɥ�̳��ɰó���hɫ�ɝɘ͗h

�ȞîĮ�Ɔ�ȴʽh�ɫ��Ɂ�ȞʇóŤ�ʓ��ɰê�Ǜ͖ɩó���hɫ�ɝɘ͗h�ɫ�

�Ɂ��ɫ�Ɂ̟̿hȹ�ü̵��ɟɥ�̶�Ǽ�ɰê�qų̌ɥ��u̳��§�Ěɩ�w§Ǣ

�ǥʄ̶�Ǽ�ɰĆő�̻Ȫ�̵ó�� łʞ�ȡɣƂ�ʞ¤ʶĿ�Ɔ� �˝Ǧ̐��ȴʽȹ�ó�Ƚį

̳ê�Ǜ͖ɩ�ƪȮʠó�Y���§��ɨ�ɫ��Ɂ�÷úɳ�� �

�

��� ĉ`Sñýüź�

�

� ʓɎǔȴ� ɫ�Ɂ̟̿hŤ� ɩ̵̾� §�� ʖ� ɫ��Ɂɝɘ͗h� ʌɼ̳ʞ� ȡê� �ɑê�

����Ő� wɨ� ȵȷɣƁ	� V§�ɺɩ� ɝɘɺɫ� ɫ��Ɂɝɘ͗Ť� ɓɁW̳ê� ͊˹h�

�� u�������Ő�hɺ�Űȥó��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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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ĉ`Sñýüź� ùñ� ëÁ� �$������

�
�

�

+Üĺ� �,� Ĕ®ÎW� KXÎą� ęUşh� ýš� ĉ`Sñýüź� \Î�

�

a� �ɫ��Ɂɝɘ͗�ɝɘɺ�

�

ɫ��Ɂɝɘ͗ê� ʓɎǔȴ� ɫ�Ɂ̟̿hɉ� �ň̵� ǔ̺ɥ� ɳƎ̳�� ɨ�̳ê� §�ɩƖŐ�

ɫ��ň� ʀƎǪɩ� ɰȮȪ� ̳ƂǢ� ċȍȹ� ǔȴ� ƽǢŤ� ɺȟ̶� Ǽ� ɰȮȪ� ̵ó��  ł§�

ġƎȹ� §�ɺɩ� ɫ��Ɂɝɘ͗ɨ� ɝɘɺɩ� čê� |ɩ� ƠĖȍ� ÀǓ� |ɤ� Ȟîó�� ̳ʞů�

��§�� ʖȹê� ɫ��Ɂɝɘ͗ɨ� ʀƎǪɥ� ɝ̻Ǣê� ƠĖȍ� ɍƽ� ʀƎhŤ� ɝɘɺɣ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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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ɼ� **� ̵� ƿɩ� ʀ÷ɥ� ̳�� ɰó�� ɩ� ƽǢê� ɫǔɩċɩ� ŵɑ� ɻȞǢ� ȴƋ�

̑ȟɩ� Ȯņɓă	� óţ� ȴƋĆ� �̳�� ɰ§� ġƎȹ� ÐƋ� Ȯŋó�� ˄Ǵ� ̵� Ƅɩ�

ʀ÷̳ê�|ɩ�ųó��͆ɼê� �� ʄĆɨ�ɫŇů�̆Ȼ̳��ɰê�ǯɩó�Y�

�

ˀʂ�  ŝ� ɫ˼ǃȹ� ʱȻ̵� ɩ̻��ɳ�ȎƳ� Ʃ͌� ǟĺ�ê� �Ɔh� ŵɑ� ˪� ̝ȹ� ǵ̳ê�

��§�Ć� ɫ��Ɂ� ÷úɳê� � ƄǑɫ� ăóh� óţ� ɬĆ� ̳�� ɰó�� ̳ɀ�	� ȼȍ� ˀʂ�

 ŝ� ɫ˼ǃȹ� ʱȻ̵� ɩ̻��ɳ � ɤ� ��§�ɨ� ˩§ɉ� ��ȵɩ� ɫ��Ɂů� ÷ú̳��

ɰê�ǔıɤ�ȵó��̳ɀó��

�

X** ɨ��ɑ�ʟɘɩ� ��	 Ƅɫă�ɫ��Ɂ�÷úɳh� � Ƅɩ��óţ�ɬĆ�̳��

ɰó�Y�ɩ̻��ɳ�ȎƳ�Ʃ͌�ǟĺ��

�

XȮé� ��§�ɩĘ� �Ɔɉ� Ƌ�̳}� ɫ��Ɂ� ÷úɳê� ��S�� ƄɩĮ�� Ƶê�

|ɩ�ųó��ɫ��Ɂ�ȴƋů�Ŵɤ�ǔıɤ�ȵó�Y�ɩ̻��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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ȒːƂ÷ȹ� ʱȻ̵� ��§�� �� ɨ� ɫ��Ɂ� ÷úɳê� ��§�ɨ� �Ɔh� ÐƋ� ɴȞ�

ɳȏɩ� � u�ɩǛɨ�ȴƋŤ�̳��ɰó��̳ɀó��

�

Xɾͥ� ��§�ɤ��Ɔh�ÐƋ�ɴȞǢ�͆ɼ�̵� ǔıɩ�̵� u� ̏� ȴƋŤ�÷ú̳ê�

´ɩó�� §͘	� ɂǖ	� �v	� �Ɂ̟h	� Ǫ�̟h	� ɠŦ�Ɂ	� mǔ	� ʼŊĆ� ̟hŤ� ̵�

ǔıɩ�ó�̳��ɰó�Y�

�

ɩł}� ɫŇɩ�ƽʋ̷ȹĆ�ǀ�̳����§�ȹǢ�ɫŇɥ�ëŨ� Ǽ� ȵê� ɩɞ� ʖȹ� ̳Àê�

ɫ��Ɂȹ�ü̵�Ɏ�h�ȲŭÀ�ʞǵďʞ�ƆŢ§�ġƎɩó��ȒːƂ÷ȹ�ʱȻ̵���§� � ɨ�

ɫ��Ɂ�÷úɳê�ɩɉ��ň̻�Ȟĵɉ�sɩ�ű̳ɀó�� �

�

X÷úɳh� �S� Ù� ʄĆƂ� ɳŦ� ɩċɩ� ɰ§� ġƎȹ� ȽǵǪɩ� ȵó�� ɫ��Ɂɩ�

ɷ� Ćɯčȷóh� ȵȮʞwÀ� ȍĚ̻ʡ� ǼĆ� ɰ§� ġƎȹ� ȲŭÀ� ɫŇɥ� ̆ɯ̻Ȫ�

̳êʞ�Ɔţó�Y�

�

X��¾¦���²K¢éÛ9�Y@~�±è�ìð�

�

����@ò��l�Y@�

�

�D�� Óũ� Ğı� \Î�

�

� ʓɎǔȴ� ɫ�Ɂ̟̿hŤ� ȍ̵̾� ��� u� ��§�� ʖ� ��������� u�ê� ɫ��Ɂ�

÷úƽǢh� ʓʽh� čȮ� Ǽ̳̾ê� |ɣŐ� À˱Ã� ƠƂ	� Àźʞ� §�Ěɤ� ɍƽ� §���

�ċ�������ɣŐ�͍ɤ�ɍƽ�§�ȹ�ɝ˲������̳Ȼ�Ǽ̳̾ê�|ɣŐ�À˱È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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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ʓɎǔȴ� ɫ�Ɂ̟̿h� Ǽ̾ȹ� ʱȻ̵� ɍƽ� ɫŇɤ� ˄Ǵ� � ƄȹǢ� ˄ü� � ƄɣŐ� ̟��

��� ƄɣŐ�À˱Èó�)���	��Ƌɧø����ʅɍ���

�

+Üĺ� �,� ĉ`Sñ� ÁÊô� Äè� ÁÊô� ŏą� Ĉ�æ� Óũ� Ğı � \Î�

�

��§�� ÊƽȹǢ� ɫ�Ɂ̟̿hŤ� Ǽ̳̾ê� �ɑ� ɫ��Ɂ� ƽǢh� Ǽ̾� ʓʽh� čê�

�ɑh�Űʞů�ǔȴ�ƽǢ�÷úɳɉ�̷°�̏ɥ��Ǫ̳§Ć�̳êă�ɩł}�̏ɥ��Ǫ̵�ǔŏȹ�

ü̻�ȒːƂ÷ȹ�ʱȻ̵���§�ɤ�óɦ��sɩ�ű̳ɀó�� �

�

Xɂǖ� ƎʅĆ� ɰȷʞů� ʓɎǔȴ� ɫ�Ɂ̟̿hê� §ƷɿɣŐ� ���§�ɨ�� Êƽ�

ǔʄɥ� ɶ� ȢȞȪů� ̵ó�� ǟi̽§� ġƎȹ� ɍƽ� §�ȹ� Ŵ§ʞ� ȡ�� ÊƽɿɣŐ�

ɫ��Ɂ� ÷úƽǢɉ� i� ǔȴ� ÷úƽǢ� ȐƋʠĚɥ� ƆȞ� ŦĞ�  ŝɥ� ůĚȷó�Y�

���§� �ɨ�ɫ��Ɂ�÷úɳ��

�

X�ɁͅȏȐɨ� ƽƽɺ	� üŦ	� ̏ɺ	� ʭɺ�� ʓɎǔȴ� ̬Őʆ̈� ÷úɳɉ� ͔�Ɂ̿�

§ǿȒǔ÷úɳ�Ĝ� � Ƅɩ�Ǽ̳̾ɀóY�ȎƳ�Ʃ͌�ǟĺ̵���§�ɨ�ɫ��Ɂ�÷úɳ��

�

+Üĺ� �,� ĉ`Sñ� ��čô� õÁ� hXć� Űè�

�

ɍƽ� §�ȹ� ɝ˲̳ê� �ɑȹĆ� ɫ��Ɂ� ÷úɳɉ� ɍƽ� §�ɨ� ÷úɳê� ʓɎǔȴ�

ɫ�Ɂ̟̿hɨ� ô�� ƳŐ� ͈ȴɥ� ̳}� Ďó�� ɍƽ� §�ɩ� ʁʭ� ʖ� ɬƽů� Ǽ̳̾§Ő� ̵�

�ɑ�Àźʞ�ʁʭê�úȽͦ�ɫ��Ɂ�÷úɳh�Ǽ̻̾Ȫ�̵ó�� ļÀ�ɍƽ�§�ɩ�ʓɎǔȴ�

ɫ�Ɂ̟̿h� ʀʽÀ� üƽƿɥ� Ǽ̳̾§Ő� ̵� �ɑȹĆ� ͈ȴɥ� ̶� ƽƿɩ� ŰȞǢ� ɫ��Ɂ�

÷úɳɨ�ȴƋh�ʕȮĖê�|ɤ�Ȟîó�� �

�

a� �ɍƽ�§�ɩ�ʁʭɨ�ɬƽů�Ǽ̳̾§Ő�̵��ɑ�

�

ɍƽ� §�ȹ� ʀɿɣŐ� ɝ˲̳ʞ� Ɖ̳ê� ɩɞȹê� ɂǖ� ƽʋ� ġƎɬ� Ǽ� ɰó��  ľ� �ɑ�

ɝ˲ɥ� ơɤ� ɍƽ� §�ɤ� ɿɤ� Ǉɐɥ� hʞ�� ʓɎǔȴ� ɫ�Ɂ̟̿h� ʖ� ɬƽɨ� ʁʭů�

Ǽ̳̾}� Ďó��  ļƂ� úȽͦ�  � ɍɨ� ʁʭê� ��§�� ɫ��Ɂ� ƽǢȹǢ� ÷ú̻Ȫ� ̵ó��

ɩȹ�ü̻�ȒːƂ÷ȹ�ʱȻ̵���§� ��ɫ��Ɂ�÷úɳê�óɦ��sɩ�ű̳ɀó�� � �

�

Xȍǫh� �ʸůɘɣŐ�Ȣ��ɰêă�ɑŦê�Ɔ�ȴʽȹ� �ʸůɘɥ�ʓ§Ő�̳��Ǽ

ɨ�ȫɥ�̽ó�� �ǇɐɣŐê�óţ��ȹǢ�Ƞ�̵ó��̻Ǣ� ł}�̵�|ɩó��ğĮ

Ǣ�¢w�ɳŘŤ�ůĚ��̟h�͗ɨ�ȮŃɫʞ̳ê�|ɤ�ƆĒ�ÊƽȹǢ�̽ó�� �ȴʽ

ê�ʽ˩Ŧȇ̈Ť�ůĚ�����Ƶ�ǢŤ�ůĖê�|ů�̽ó�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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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ɍƽ�§�ȹǢ�ʁʭɨ�üƽƿɥ�Ǽ̳̾ê��ɑ�

�

ɍƽ� §�ɩ� ʁʭɨ� üƽƿɥ� Ǽ̳̾ê� �ɑȹĆ� ɫ��Ɂ� ƽǢh� ͈ȴ̶� ɬĚɩ� Űó��

ɍƽ� §�� ÷úɳŐ� ȒːƂ÷ȹ� ʱȻ̵� ɩ̻��ɳ � ɤ� ʶɦƽ˼� ¼¬ʞ� ��§�ȹ�

ʅȠǢŤ� ƵÊǢ� ͓ɫɥ� ơê� �ʄɥ� Ơƶ̵ó�� ̳êă�  łʞ� ̳ʞ� ȡɣƂ� Àʖȹ�

��§�ɩ�ʀ̈́�ɂˏ̳ʞ�ȡɤ� V�ƐWɩ�ÀɆ�Ǽ�ɰó��̵ó��

�

Xʶɦƽ˼�¼¬ʞ���§�ɨ�˝̙ɥ�ơȞǢ�ʠ̾ɥ�̵ó��  łʞ�ȡɣƂ�Àʖȹ�

�Ɛɩ�ÀɆ�Ǽ�ɰó�� ��͘�ǼŪ�ô�ȹǢ��ɑŦh��͘Ǣ�ˀȠɥ�ʅˈ̳Ƃ�ǢŐɨ�

ȼ̶ɥ�ɿêó��üǛǔȴ�ǥʄɥ�̳ê�§ʔɥ�hʞ��ɿ̸Ǫ�̒ôɥ�̻Ǣ���§�ȹ

�ʅȍ̻�˝̙ɥ�ơêó�� �üɧ��͘���ň̻Ǣ����ɉ�̷°� �Ù�ôɝɨ�ŐĖŷɥ��

�§�ȹ�ʅȍ̳Ƃ���§�ɤ�ɩ���Ť�Ǽɐ̻Ǣ�üɧ��͘ɥ�ǼŪ̳}�č�� �ü

ɧ��͘¬ʞ�̷̡̻Ǣ����Ƶ�Ǣh�Àjó�Y�

�

ȒːƂ÷ȹ� ʱȻ̵� ɫ��Ɂ� ÷úɳh� ǵ̵� ��§� � ɨ� �ɑȹê� ʞ̦� Ǧ�� ˀȠɤ�

ɍƽ§�ɩ� ɴǪ̵� ͚� ��§�ɨ� ɨ�ɥ� ĚȮ� ͓ʄ̳�	� ʞ̦� ɴǪɤ� ��§�ɩ� ̳č�

ɍƽ§�ɩ�̟hŤ�̵�ĕ���§�ɨ�ɨ�ɥ�ĚȮ�͓ʄ̳ê�ƥȎɣŐ�͈ȴ̳ɀó�� �

�

X̟h�üǛɫ�ǔȴ�� �ǔȴ���ň̵�ɫ��ɝ͂ȹ�ü̻Ǣê�ɫ��Ɂ�÷úɳh�

�ɍƽ�§��** ȹ�Ȣņʔó��** ê�ʞ̦�ˀȠɥ�ůĚȮ�ƵÊêă	� �ʞ̦�ˀȠɥ�

hʞ�� ɫ��Ɂ� ÷úɳɉ� ̻ú� ǔȴ� ƽǢh� ɨ�ɥ� ʓ�	� ** ê�  � ɨ�ɥ�

ƠɁ̻Ǣ� ʞ̦Ť� ͓ʄ̵ó��  Ŧ�� ɫ��Ɂ� ÷úɳɉ� ǔȴ� ƽǢ� ÷úɳh� ʞ̦Ť�

Ƶ�Ǣ� ʝǊɳŘŤ� ůĚȮ� ** ȹ� ƵÊƂ	� ** ê�  � ʝǊɳŘŤ� Ƶ�� ɼ̟hŤ�

̵ó�� ˅hɿɫ� ʝǊɳŘŤ� Ɏ�̳ʞê� ȡʞů� ɼ̟h̵� ƽƿɥ� ̻ú� ǔȴ� ƽǢh�

Ƶ��ɩɨŤ�ʅ§̻Ǣ�Ɲ¶§Ć�̵ó�� Ŧ��ɫ��Ɂ�ƽǢɉ�** ɉ�͈ɨŤ�̻Ǣ�

˄ʏ� �ʄɥ� ̵ó�� ��� ǔ̺ɥ� ̷̡̻Ǣ� ** ê� ̟hƵ�ǢŤ� ɴǪ̳��

ɫ��Ɂɝɘ͗ɨ� Ȍɫɥ� ơêó��  � ͚ȹ� þ� �ʽɿɫ� üɧ� �͘ɩ� ÀɃêă	�  �

Êɐɤ�óɦ�ɫ�Ɂ̟̿h�Ƶ�Ǣȹ�ƠɁ̵ó�Y���§� ��ɫ��Ɂ�÷úɳ��

�

ȒːƂ÷ȹ� ʱȻ̵� ɫ��Ɂ� ÷úɳh� ǵ̵� ��§� � ɨ� �ɑȹê� ʀʽ� ʓɎǔȴ�

ɫ�Ɂ̟̿h� ʁʭ� ʖȹǢ� ɳŘ� Ǽʣ�� ɳŘ� ƿǣ� ʖ� ɫ�Ɂ̿� ƿǣ¬ʞů� ɍƽ� §�ɩ�

÷ú̳�� ɫ�Ɂ̿ȹ� ü̵� üɧ� �͘� ɩ͚ȹê� ��§�ȹǢ� Ǽ̳̾ɀó�� ɝ� ��§�ɩ�

�u̵� ɳŘŤ� ƵƂ� ��� ̟hŤ� ÷ú̳ê� Êƽ� ʟɘɥ� Ɔʣ	� ��� ÷ú� ʟɘ� ǔʀ�ɟ�� �÷ú�

ʟɘȹ� ü̵�� ˀʂ�  ŝ� ɫ˼ǃ	� ��� ɫ˼ǃ� ɳŘ� ƿǣ�� ǔȴ� ɳŘ� ƿǣɥ� ̻̄� ʽ˩Ŧȇ̈�

Ǧ�	����ʽ˩Ŧȇ̈ɨ�ɳʽ�ʂ{	����ʝǊɳŘ�{̃Ť�̵̄�ɫ��ɝ͂�Ćˈ	����ƥʞʊˑ�ǼŪ	�

��� ��� Ƶ�Ǣ� ɴǪ� Ɯ� �uɨ� ǾǢŐ� ʓɎǔȴ� ɫ�Ɂ̟̿hŤ� Ǽ̾̽êă�  � ʖȹǢ� ��	�

��	���ɤ�ɫ��Ɂ�÷úƽǢȹǢ���S��ê�ɍƽ�§�ȹǢ�÷ú̽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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ɩł}� ɍƽ§�ȹ� ɝ˲ɥ� ̳ê� �ɑȹĆ� ɫ��Ɂ� ƽǢȹǢ� ͈ȴ̶� |ɩ� Ű§� ġƎȹ�

ɫ��Ɂ�÷ú�ƽǢɨ�ȴƋĻɩ�ʕȮĚʞê�ȡɥ�ǼĆ�ɰó��ɩɉ��ň̻�ȒːƂ÷ȹ�ʱȻ̵�

��§� �ɨ�ɫ��Ɂ�÷úɳê�óɦ��sɩ�ű̳ɀó�� �

�

Xɍƽ� §�ȹ� ɐȼɥ� Ŵ¨� ɩɞê� ɫ�Ɂ̿� V̟hWɩî� ÊƽɿɣŐ� ɳʽ� ̟hŤ�

ʠ̳̾Ƃ� ̟h� ��ɨ� ȏŗǪȹ� Ɂ̿ɥ� ʕ� |ɩĮ�� ɂǛ̽§� ġƎɩó�� ɐȼɣŐ�

̵ó��̻Ć�Êƽ�ȴƋ�͈ʊ�Ɯ�Ǵ̄ɥ�̻Ȫ�̳§�ġƎȹ�ȴƋĻɩ�ʕʞê�ȡȥó�Y� �

�

� ɍƽ� §�ɩ� ʓɎǔȴ� ɫ�Ɂ̟̿hȹ� ʱȻ̵� �� u� ��§�ȹ� ü̻� ɝ˲§�� ǥʄ�

§ʔɥ�Ǘ̜Ʒ���	�VʀƎǪ�������Wɥ�hɺ�à}��ņ̳��ɰɣƁ�óɦɣŐ�Ǉɐ��������

��ćŪǪ�������ɥ��ņ̳ɀó��

�

+c£ ��,� ýņhX� ÌĘ� hğ� �$����� ¿ÓĆ�� ū÷������Ć����� ęõ��

�
�

+Üĺ� ��,� õÁ� hX� ÌĘ� Ø� \ıēă�� U�şy� Äť�

�

a� �Ǽ̾ȐɿɩÀ��ȴȹ�ü̵�ɩ̻Ć�

�

ɍƽ� §�� ǥʄ� §ʔɣŐ� ɧø§�ɩ� hɺ� Űɩ� ǥ˺̵� |ɩ� ʀƎǪɫă	� ɍƽ� §�ɨ�

ʀƎǪɥ� ̒ô̶� ɳŘh� ƽʋ̳§� ġƎȹ� ��ȹê� VǼ̾ȐɿWɩÀ� V�ȴȹ� ü̵� ɩ̻ĆWŤ�

hʞ��̒ô̳}�čê��ɑh�ɰó��ɩȹ��̻Ǣ�ȒːƂ÷ȹ�ʱȻ̵���§� � ɨ�ɫ��Ɂ�

÷úɳê� Xɫ�Ɂ̟̿h� Ħê� ˝Ǧ̐ɨ� �͂ɩ� ɰê� §�ɥ� ʖȒɣŐ� ǥʄɥ� ̳ɀóY��

̳ɀ�	���§� ��ɨ�ɫ��Ɂ�÷úɳĆ�Ǉȋ̵�ˍʞŐ�óɦ��sɩ�ű̳ɀó�� �

�

X�ɍƽ�§��ǥʄɥ�ɝ̵��̟h̦h�ɰȷ��ʅȠǢŤ�hʞ���ȴȹ�ü̵�ɩ̵�

ɩ̻Ćh�ʐɤʞ�Ƽ��Ǽ̾ȐɿĆ�Ƶȥó�� Ľă��ȴȹ�ü̵�ɩ̻Ćh��w�Ǽ̾

ɥ�Űɩ�̵�ƿĚɨ�ʅȠǢh�þ�ǦėŇɩ�ɰȷĀ�|ɤ�Ȯʩ�Ǽh�ȵê�|�só�Y� �

�

ɩł}� VǼ̾ȐɿWɥ� hʞ��ɍƽ�§�ɨ�ʀƎǪɥ�̒ô̳§�ġƎȹ�Ǽ̾Ȑɿɩ�Űɤ�ƅƅ�

§�ɩ� ��§�ɨ� ɫ�Ɂ̟̿hŤ� ć�ʂ̳}� čê� ͆Ǜɩ� À˱Ãó�� ɩɉ� �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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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ɨ�ɫ��Ɂ�÷úɳê� XŰɩ�̻Ʒ�ȴʽh�ɶ̳§�ġƎȹ�ÀĮɺ˼ɨ�Áʰ�Ǜ͖ɥ�

ƵƂ�ƅƅ�§ȴȹ�ʣʖɩ�čȮ�ɰóYĮ��̳ɀó��

�

a� �ɂǖ�

�

úȽͦ� ɍƽ� §�ɥ� ǥʄ̶� ġ� ɂǖɥ� �ņ̳}� Ďó�� Ħ̵� ɍƽ� §�� ǥʄɥ�

Ǽɨ�ȫɣŐ�̳Ęʞ��ɽɯʰŐ�̳Ęʞ��ň� Ƭȹ� ɨ̻Ǣ�Éɤ� ¤ȩɥ�ʅȍ̵�ɍƽ� §�ɩ�

ǥʄčêă�ɩļ̵�ɂǖ�ƽʋ�Êʞ�Éɤ�Ǉɐ�ʞˈɩ�ɍƽ�§�ɨ�ʀƎǪȹ�Ɂ̿ɥ�ʕ�ǼĆ�

ɰó��ɂǖ��ɍƽ�§�ɨ�ʀƎǪɨ���ȹ�ü̻�ȒːƂ÷ȹ�ʱȻ̵�ɩ̻��ɳ � ɤ�óɦ��

sɩ�ű̳ɀó�� �

�

X˄ɾh� ɯʰŐ� Ǽʓ̳wÀ� Éɤ� ¤ȩɣŐ� Ǽɨ�ȫɥ� ̳§� ġƎȹ� ʀƎǪɩ�

ȵê�ɍƽ�§�ɩ�÷ú̳§Ć�̵ó��̟h̳ê�ǔıɨ�ʀƎǪɥ�÷Ƶ̳§�ɝ̻�Ĝő�

͍ɤ�Įɩǥȇ�ʅĆh�̱Ɏ̳ó�Y�

�

a� ���§�ɨ�̱ɎŤ�ʴɗʕ�Ǽ�ɰêʞ�Ȼƽ�

�

ɍƽ� §�ȹ� ɝ˲ɥ� ̶� ġ� ��§�ɨ� ̱ɎŤ� ɶ� ųˊ� ʕ� Ǽ� ɰêʞ� ȻƽŤ� �ņ̳ê�

�ɑĆ�ɰó��ȒːƂ÷ȹ�ʱȻ̵���§� �� ɨ�ɫ��Ɂ�÷úɳê�ɬƽļ�ɴɤ�ɍƽ�ȴʽŤ�

ǥʄ̵� ɩɞh� ��§�ɨ� ̱Ɏȹ� ųˊǢ� ʓɎǔȴ� ɫ�Ɂ̟̿hŤ� ̻ʕ� |ɩĮê� §ü�

ġƎɩĮ�� ̽ó�� ��§�Ć� ͈ȴɥ� ̳§� ġƎȹ� ͈ȴɩ� ɶ� čê� ɍƽ� §�ɥ� ǥʄ̳ê�

|ɩĮƂ� Ǝʅh� čʞ� ȡ�ʞů� ��§�ɩ� ʓɎǔȴ� ɫ�Ɂ̟̿h� �ʄ�� ��Ť�

ɳɨɿɣŐ� ɺȟ̳§� ɝ̻� ɩļ̵� �ņŤ� ̳ê� |ɩĮƂ� ɫ�Ɂ̟̿hɨ� v�Ǫ�� ʀƎǪɨ�

ˏƂȹǢ�Ǝʅh�ď�|ɩó�� �

�

Xȴʽ� ǥʄ� ȍ� ƅ� uŤ� Ƃ÷ɥ� ̻Ǣ� ǥʄɥ� ̽ó�� ʓɎǔȴ� ɫ�Ɂ̟̿hŤ� ʶɦ�

̳ê�|ɩ§�ġƎȹ� �ɑŦ�� ǔʄȹ�ųˊʕ�Ǽ� ɰê�ȴʽŤ�ǥʄ̳ê�}� ̼Ȓɩȷó��

Ɔ� ȴʽÀ� óţ� §�ĚĆ� ɰȷʞů� ɴɤ� ȴʽŤ� ǥʄ̽êă	�  � ɩɞê�  � ȴʽh�

ȍjɿ�Ȼɞh�ɰȮǢ�ɑŦ�îʙȹ�ųˊǢ�̻ʕ�Ǽ�ɰɥ�wĮ�ǟiɥ�̽ó�Y� �

�

�

+Üĺ� ��,� VVhXêÊ� õÁ� hXê� ĞöÄè� ĉ`ñŪŖD � ýņşy� Ĉþ�

�

a� �ʀƎɿɩ��v�ɿɣŐ�ʓɎǔȴ�ɫ�Ɂ̟̿hŤ�̳§�ɝ̻Ǣ� �

�

ʓɎǔȴ� ɫ�Ɂ̟̿hŤ� ɍƽ� §�ȹ� Ŵ�Ȫ� ̵ó�� ǟi̳ê� ɩɞȹê� ɫ��Ɂ�

÷úɳh� ʀƎǪ�� v�Ǫ�ćŪǪ�ɩ� ȵ�͍ɤ� ȵȮ� Ƶɩ�ê� |ȹ� ü̵� ȿņ� ġƎɩ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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ɫ��Ɂ� ÷úɳê� ʽ˩Ŧȇ̈Ť� hʞ�� ɳhʂ{� ƥȎɣŐ� ɳŘ� Ǽʣɥ� ̳§� ġƎȹ�

v�Ǫɩ� ȵó�� ǟi̳�	� ɫ��Ɂ� ȴƋh� ʓ� ȴƋh� Ȟð� ăó� ɫǔ� ɩċɩ� ɻȞ� ȴƋ�

̑ȟɩ� ͨĚ§� ġƎȹ� ʀƎǪɩ� ȵó�� ǟi̵ó�� ɩɉ� �ň̻� ȒːƂ÷ȹ� ʱȻ̵�

��§� ��ɨ�ɫ��Ɂ�÷úɳê�óɦ��sɩ�ű̳ɀó�� �

�

XʀƎɿɣŐ�ʠ̳̾ê�|ɩ�ȞîĮǢ�ɫ�ȹ�ü̵�̟hh�ĝ˿ɬ̳ʞ�Ɖ̳óê�ǟi

ɩ�Ěȷó�� Ŧ��§�ɨ�Ǯ̬�̟hh�čî¬�v�ɿɣŐ�ɍƽ�§�ȹ�ɨ̻�̟hŤ�ơ

ȞȪ�̳ê�|ɩ�Ȟðh�̳ê�ǟiɩ�Ěȷó��ɫ�Ɂ̟̿h�÷úɳh�ɩ�ȴƋŤ�ʓ�ȴƋ

Ő�÷ú̳ʞĆ�Ɖ̳��ɰ§�ġƎȹ�ʀƎǪ�ˏƂȹǢĆ�Ȯņɕɩ�ɰȷĀ�|�só�Y�

�

ȒːƂ÷ȹ� ʱȻ̵� ��§� �� ɨ� ɫ��Ɂ� ÷úɳĆ� ɍƽ� §�ɩ� ʀƎǪɥ� hʞ��

v�ɿɣŐ�̟hŤ� ̶� Ǽ� ɰɥ� w� sȞ� ɝ˲̽ó��̽�	� ��§� � ɨ� ɫ��Ɂ�÷úɳê�

Ǿ͔ƵʟɣŐ� ɫ̻� ʓɎǔȴ� ɫ�̟hȹ� �̵� Êɐɩ� ̑ȟɩ� Ƞ� čȮ� ɍƽ� §�ȹ� ɝ˲ɥ�

̽ó��ű̳ɀó��

�

Xɍƽ�§�ɩ�ʀƎǪɥ�hʞ��v�ɿɫ�̟hŤ�̶�Ǽ�ɰɥ�|�sȞ�˝Ǧ̐�ȴʽȹ�

ɝ˲ɥ�̽ó��ɨŗ̶�Ǽ�ɰê�ɍƽ�§�ɩ�Űʞ�ȡȞ�ɠŦ�Ɂ��ň�˝Ǧ̐ɣŐ�Ȣ}�Ď

��ɣŐ� ���Ù�ɫ��Ɂʽ�Ť�ǼŪ̶�ġ�ɳƎɥ�̻ʗǢ�ɾͥ�͗ǔɨ�ɫ��ɁǛ͖ɥ�

ɶ�̑ȟ̳��ɩ̻Ć�àɤ�§�ȹ�ɝ˲ɥ�̳ɀó�Y���§���ɨ�ɫ��Ɂ�÷úɳ��

�

XǾ͔ƵʟɣŐ�ɫ̻Ǣ�ɫ��Ɂ�÷úɳĆ�Êɐȹ�ü̵�̑ȟɩ�ȅʞ�ȡó�� ļó�

Ƶî�ɍƽ�˝Ǧ̐�ȴʽŤ�ɩɐ̳ê�|Ć�Ȯʩ�Ǽ�ȵê�ˏƂɩ�ɰó�Y���§� �ɨ�

ɫ��Ɂ�÷úɳ��

�

a� �ǔȴ�ƽǢɨ�ɾ̺ɥ�ǀȎȍ˭§�ɝ̻Ǣ�

� �

ɫ��Ɂ� ÷úɳĚɤ� ǔȴ� ƽǢŤ� Ǧė̳§� ͨĚwÀ� ǔȴ� ƽǢȹǢ� ɫ��Ɂ� ÷úɳɨ�

ʀƎǪɥ� ɫʄ̳ʞ� ȡȞǢ� ɍƽ� §�ȹ� ɝ˲ɥ� ̳§Ć� ̵ó�� ȒːƂ÷ȹ� ʱȻ̵�

��§� � ɨ�ɫ��Ɂ�÷úɳê�ǔȴ�ƽǢɨ�ʟɘɩ�ɫ��Ɂ�÷úɳɨ�ʀƎǪɥ�ɫʄ̳ʞ�

ȡ§� ġƎȹ� ɫ�Ɂ̟̿hŤ� Ǽ̶̾� ġ� ɾ̺ɩ� ɰȷó�� ̳ƂǢ�  ļ̵� ɾ̺ɥ� ǀȎȍ˭§�

ɝ̻Ǣ� ɍƽ� §�ȹ� ɝ˲ɥ� ̳ɀó�� ̳ɀ�	� ��§� �� ɨ� ɫ��Ɂ� ÷úɳê� ɫ��Ɂ�

ȴƋh�ʓȴƋh�ȞîĮ�ʀƎǪɩ�ƽʋ̻�ǔȴ� ƽǢŤ�Ǧė̳§�ͨĚ§�ġƎȹ�ɍƽ� §�ȹ�

ɝ˲̽ó��ű̳ɀó��

�

Xʶɦȹê�ɳʽɿɣŐ�̻Ƶȥêă�ɍƽȹǢ�Ƶ§ȹ�v�Ǫ��ćŪǪɩ�ĤȮʈ�Ƶɬ

�|ɩĮ�̒ôčȮ�ʀƎ�§�ɨ�ćŪǪɩ�̱Ɏ̳ó��ǟi̽ó��ǔÊɨ�ȍi�Ħ̵�ʀ

ƎhŐ�Ƶɩʞ�ȡê�Êƽ��Ǫɘɩ�˱�ǔȴɁȼɨ�ɫ�Ɂ̟̿hŤ�Ǽ̳̾ê�|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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ġƎȹ�˱�ƽǢȹǢ� �̟hɉ�ʞ̦Ť�ơȞĚɩê�|ȹ�ɾ̺mɩ�ɰȷó��˱�ƽǢê�

ɍƽ�ʀƎhh�ɨ�ɥ�ʕ�ġ�þ�ǼɐĆh�àȥó�� Y���§��ɨ�ɫ��Ɂ�÷úɳ��

� �

Xɫ�Ɂ̟̿h� ÷úɳh� ɩ� ȴƋŤ� ʓ� ȴƋŐ� ÷ú̳ʞĆ� Ɖ̳�� ɰ§� ġƎȹ�

ʀƎǪ�ˏƂȹǢĆ�Ȯņɕɩ�ɰȷĀ�|�só�� ʓȴƋh�Ȟîó�Ƶî�ɫ��÷úɳŐǢ�

Êƽȹ� ̮ĖƧɥ� ̳�� Ǧė̶� Ǽ� ɰê� ʀƎǪɥ� r˅ȮȪ� ̳êă�  ł}� ̳§�

Ȯŋó�Y���§� ��ɨ�ɫ��Ɂ�÷úɳ��

�

ʓɎǔȴ� ɫ�Ɂ̟̿hȹ� ü̵� ǔȴ� ƽǢɨ� ɾ̺ɤ� üɧ� �͘ɥ� ǫɑê� �ʄȹǢĆ�

ĒĖļʠó�� ȒːƂ÷ȹ� ʱȻ̵� ��§� � ɨ� ɫ��Ɂ� ÷úɳê� ɍƽ� §�ȹ� ɝ˲̳ê�

ɩɞŐ� ǔȴ� ƽǢȹǢ� ɫ��Ɂ� ƽǢh� ǫɓ� üɧ� �͘ɥ� ɩ̳̾Ćő� ̳ê� |ɩ� ͨĚ§�

ġƎɩĮ��̽ó�� �

�

XuǥȠɥ�Ćˈ̶�ġ�̵�Ť�é±�ɍƽɨ��Ȼh�̱Ɏ̳óê��Œɥ�Êōó��ɍʓ

Ť�ʓņê�ɩɞê�̟hŤ�ʠ̳̾Ɓ�Ɨ̵͢�ʂɩ�ɰȷ��ɩ�Ɨ̵͢�ʂɥ�Ɲ˸ɣŐ�u

ǥ��ʅŤ�ʄ̻Ȫ�̳êă�ȞƋĵĆ�ÊƽɿɣŐ�̳ó�Ƶî�̧ȍh�Ȯņɓ�ʂɩ�ɰȷó�

�ÊƽɿɣŐ�̳ó�ƵƂ�ͨĘ�ɬɤ�̳§�ȑȮ̳ê��̿ɩ�ɰȮǢ	�uǥ�ʅŤ�ʄ̻�Ȑ

ʡɿɣŐ�uǥɩ�čĆő�̳ņƂ�ʀƎhh�̻ʓ�	�ĖĮɩǄŤ�zƁ�̧ȍŤ�̳ê�}�

̱Ɏ̳ó��ǟi̽ó�� Ï�ɬɥ�ȅ}�̳ņƂ�ÊƽɿɣŐ�ȢȞǢ�̳ê�}�̝̳�ʞů

�Ĉɩ�þ�Ě��ȮņɗĆ�ȐʅŐ�uǥɩ�čȮȪ�̵ó��ǟi̳Ɓ	� ļ§�ɝ̻Ǣê�ɍ

ƽȹǢ�ɩȪ§̻�ʓê�|ɩ�̱Ɏ̳ó��ǟi̽ó�Y� �

�

+Üĺ� �,� õÁ� hX� ýņê� �š� ø��

�

ȧȹǢĆ� ǦƄ̵� Ɲɉ� sɩ� ʓɎǔȴ� ɫ�Ɂ̟̿hŤ� ɍƽ� §�ȹ� ɝ˲̶� ġ� ʀƎǪ��

v�Ǫɥ� ʅ�̶� Ǽ� ɰóê� ɺʂɩ� ɰó��  ļÀ� ôʂĆ� ɰê� |ɩ� ǔȐɩó�� ȒːƂ÷ȹ�

ʱȻ̵�ɩ̻��ɳ � ɤ� �ôʂɣŐ�Êɼ͒ɨ�̵�	� ʄʵ�ƠɁɩ�ɘ͕̳ʞ�ȡê�Ǝʅ	� Êƽ�

ɳŘŤ�ˉƿͦ�͕ɐ̶�Ǽ�ȵê�̵�Ť�Ěȷó�� �

�

Xɍƽ� §�ɥ� ͕ɐ̶� ġ� ɺʂɤ� ʀƎǪ	� Êƽ� ɫɘɨ� ̴Ȋ� §͗	� v�Ǫ	�

̸ŦǪɩ�� ôʂɤ� Êɼ͒ɨ� ̵�	� ʄʵɿ� ƠɁɩ� ɘ͕̳ʞ� ȡɤ� Ǝʅ	� ÊƽɳŘŤ�

ˉƿͦ�͕ɐ̶�Ǽ�ȵê�̵�h�ɰó�Y�

�

ɩļ̵� ôʂ� ɍȹĆ� ɫ�ȹ� �̵� ʠʄǪɩ� ȵê� ȴʽh� ɫ�Ɂ̟̿h� ȍɺɥ� ćʂ̳ê�

|ȹ�ü̻�ɑņ̳ê�ȍiĆ�ɰȷó��ȒːƂ÷ȹ�ʱȻ̵�ɩ̻��ɳ � ê�óɦ��sɤ�ɑņŤ�

̦ȍ̳ɀ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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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nɳ§�ɫ��˕̻ɿ�˝Ǧ̐�Ƶ�ǢŤ�ÍĀ�Ɔ�ȴʽh�ȏƿ�ǫ˲ɥ�̻Ǣ�ɫ��Ɂ

ɨ�˝Ǧ̐�ʓʽŐ�ÀǢê�|ɤ�Ǝʅɩó��˄¢�ÊǱÒʞɃ ĵ̯ɩ� �ċȠ�ɫʏʭ

Ƴɿ	�ȞȍȞ�üǛ͒�ɫȎɥ�͓ǖ̳ê��wȹ�ü̻�ƠǪ̳ê�§ǔŤ�Ƣ̦̽ó��ɑŦ

ê�ɫʏʭƳ�ɞ̡ɳɀó��̄ŉͦ�ƠǪ̵óê�ÊɐɣŐ�óţ�Ƈ̦�Ǉʀɥ�Ë�|ɩó��

ɫ�˕̻ɿɫ�˝Ǧ̐�Ƶ�ǢŤ�ÍĀ�ʊʟɩȷĀ�Ɔ�ȴʽh�ɩ�ƿȪ�˝Ǧ̐ɥ�̳ņƂ

�ɿȮĆ� ł}�ƠǪɤ�̻Ȫ�̵ó��ǟi̵óZZ Ŀ�˝Ǧ̐�ȴʽ�ű��óţ�üȠ

ɩ�ɰéÎ��ƐɣƂ�ȵê�|ɩ�ǔȐɩó���hɫ�ɝɘ͗Ć�ɶ�ƆŢ��ʄƵĆ�ȵ�	�

 ļó�Ƶî�Ƙj�˝Ǧ̐�ȴʽȹ�ɨʌ̳}�čêă�w§ǢĆ�ʀƎǪɩ�ȵó���Ȓɰ

ê�ǔıĚɩ�üɧ̳ê�Ɔɮɥ�ůĚɳê�ɩȪ§Ć�Àɋêă�§ȴɥ�˝Ǧ̳̐ê�|ɩ�

űɩ�čÎê�ɨ�Ěɩ�ɰȮǢ�͠ʞƽʞč�� ļê�ʖȹ�Ɔ�ȴʽ�sɤ��ɩ�ȍɺȹ�

ʠɯ̳��ɰê�|�só�Y�

�

+Üĺ� ��,� õÁ� hXê� ýņşĢ� àU� Ĕ®Îć� šT � d¿şy� ¸¼�

�

��§�ɨ� �Ɔh� ˩�� ǔȴɥ� Ǽ̳̾ê� ʞȼɩ� ƿɽ� ʞȼɩÀ� wƨÑȇh� ȫ̵� ɾuƢ�

�hɩ�� Ǽ̳̾ê� ǔȴĆ� ʴ�	� ȹÐʞ	� ßȴ�� ɮȴ� ̭ķ˿ɩǲ�� sɤ� ɫ�� ɝ͂ɩ� àɤ�

ɞ͊ɩĮƂ�v�ɿɩ��ʀƎɿɫ�ɍƽ�§�ȹ�ʓɎ�ǔȴ�ɫ�Ɂ̟̿hŤ�ɝ˲̻Ȫ�̶�̱Ɏh�

ɰó�� �

�

 ļÀ� ɂǖɥ� ͓Ƶ̶� Ǽ� ȵê� ɴɤ� �Ɔɨ� ��§�ɤ� ɍƽ� §�ȹ� ɝ˲ɥ� ̳ê� |ɩ�

ʶɦƽ˼� ǀhì̳ó�� Ħ̵� ɍƽ� §�ȹ� ɝ˲ɥ� ̶� Ǽ� ɰê� ɂǖɩ� ɰó�� ̳þĮĆ� ɝ˲ȹ�

ğţ�ôʂɩ�˩ó��ǟi̳ê��ɑȹê�ɍƽ�§�ȹ�ɝ˲̳ê�|�ɍɨ�óţ�üȠɩ�̱Ɏ̳ó��

ȒːƂ÷ȹ� ʱȻ̵� ��§�� ɫ��Ɂ� ÷úɳɉ� ɩ̻��ɳê� �hɫ�ɝɘ͗ȹǢ� ʀƎh�

̨ɥ� ɓɁ̻Ǣ� ��§�ɨ� Ćɕɥ� ơɥ� Ǽ� ɰĆő� ̳ê� ƥƬɩÀ� �hɫ�ɝɘ͗� ͍ɤ�

��§�ɩ�ǵ̵�ʄƽ�ƽʶ�Êʞ�ʞƥɳˑôʽh�˝Ǧ̐ɥ�̻ʓê�ƥƬɥ�ʅȍ̳ɀó�� �

�

a� ��hɫ�ɝɘ͗ȹǢ�ʀƎh�̨ɥ�ɓɁ̳ê�ƥƬ�

�

X��§�Ěɥ� ƵƂ� ÷ú� ʟɘɩ� �ǵ� Ɲ¸�� ɰȮǢ� �ɍƽ� §�ɫ�� **� ȴʽȹ�

ɨʌ̳��ɰó����§�ɩ�**�ȴʽɉ�sɤ��ɍ�ǥǟòɥ�Ț�Ǽ�ɰê�ʊʟ��ȵê�

ʊʟɣŐ� Àæ�� ɰê� |ɩó�� �hɫ�ɝɘ͗ȹǢ� ɳʽɿɣŐ� ʀƎh� ̨ɥ� ɓɁ̻

Ǣ� ³� **� ȴʽʶĿ� ͒ņ̳}� Ƶ�ǢŤ� ůĖê� ȇ˯ɤ� ȵȮĆ� ʀƎhĚɨ� Ćɕɥ�

ơɥ�Ǽ�ɰê�ȍȇ̂ɩ�ɰɣƂ�ʐ�ó��**�ȴʽȹ}�șê�ɂǖɥ�³�ůĚȮȪ�̳ê�

|ȹê�͗ɨɿɩó�Y���§��ɨ�ɫ��Ɂ�÷úɳ��

�

a� ��hɫ�ɝɘ͗ȹǢ�ƽǦŐ�˝Ǧ̐�§�Ť�ɓɁ̳ê�ƥ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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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Ąŭ˩�ǔŏʶĿ�ɫ��Ɂɥ�ʞɘ̳ê��ɿ�§�ɩ�ɰȮȪ�̵ó�� Ąŭ˩ê��hɫ

�ɝɘ͗ȹ� ˝Ǧ̐� §�h� ɰó�� ̳êă�  ł}� �ɿ� §�ɩ� ʵɮɥ� ʈȪ� ̵ó�� �

hɫ�ɝɨ�ȇ̡ˎ�ɫ��̉ƳʊǔôʶĿ�ůĚƂ�čʞ�ȡÀ�� ɫ�ɝ�ƽǦŐ�ůĚȮ��

ɟĆ�̳��˝Ǧ̐Ć�̳ê�ɫ��Ɂǭ˼h�̱Ɏ̳ó�Y�ɩ̻��ɳ���

�

a� �Ǵǵ�ƽʶÀ�ʞƥɳˑôʽȹǢ�˝Ǧ̐ɥ�̻ʓê�ƥƬ�

�

XŵÙ�ʠ̾ɥ�̻Ȫ�̵óƂ�ĆʼȹǢ�˝Ǧ̐ɥ�̻ʓƂ�ʐ�ó�� ǪƳɁ̟̿hê�Ć

ȹǢ�˝Ǧ̐ɥ�̻ʔó�� Ć�ǖ̳ɨ�Ƚ��§�ɩ�ǪƳɁ̟̿h�˝Ǧ̐ɥ�̻ʓê�|ɩ

ó�� ˝Ǧ̐ɥ� ơɥ� ġ� �S�ö� ċȠ� ʀ͒� �Ʃ� ʄĆ̳�� �Ʃɤ� ʟʃ� ůÀ�� ɩŽɬŐ

ê� �Ʃ�ʄĆ�ɩȪ§̳ƂǢ�Ǵ̳̄ɀó��˝Ǧ̐ɥ�ơê��ʄȹǢ�Ƚ�ɘɤ�ɩĽ�ɩȆ

Ť�ǪƳɁ̟̿hȹ�ÕɣƂ�ʐ�ó��ʅȠɥ�̻ʓ§Ć�̳ɀ��uǥ�ƥȠȹ�Ȯģ�Ȏɣ

Ő�̳Ƃ�ʐ�óê�ɳƎɥ�ʓ§Ć�̳ɀó��ɫ�ɝÀ�ĆʼȹǢ�ɫ�Ɂ̟̿hɉ��ň̻

ǢĆ�ɩļ̵�˝Ǧ̐ɥ�̻ʓƂ�ʐɥ�|ɩó�Y���§���ɨ�ɫ��Ɂ�÷úɳ��

�

�k�� ŖD� »ý� ÍĘ�

�

ƫɝ� Ǧʄɤ�˩}� ̟h� üǛ� ǔȴ��ɩ̻��ɳɉ�ʓɎ� ɫ�� ɩȆȹ�ü̻Ǣ�ɩřȮʞêă�

Ƶ̄� ǾǢĆ� ǔȴɥ� żɾ� ʄ̳�� X � ʓɎǔȴ� ʁʭ� ƳŐ� ɩ̻��ɳŤ� ȎƳ̵� ĕȹ�  �

ɩ̻��ɳɉɨ�ǔʀȐ˹ʊǔŤ�̻̄Ǣ�ɫ��ɩȆ�͍ɤ�ɫ��ɝ͂ɥ�̑ȟY�ɩ̻��ɳ ��̳ê�

ƥȎɣŐ�ɩřȮ�ʠó�� �

�

��� ŖD� �Æ� Äè� ÌĘ�

�

� ʓɎǔȴ� ɫ�Ɂ̟̿hɨ� üǛ� ǔȴɥ� ǥʄ̶� ġ� ɧø§�Ěɤ� ̟�ɿɣŐ� �S� u�

ɎǴŤ��ņ̳ê�|ɣŐ�À˱ÈɣƁ	� ǔȴ�ǥʄ��ņ�ɎǴŐê� VɁ̿ɥ�ơɤ�ɩ̻��ɳ�

 ŝɨ�ˍȫǪ������	��� u�W��� Vǔȴ�Ɔ��ŵˈȩ�̆ɳ¤ȩ�Ĝ������	��� u�W��� VɁ̿ɥ�

ơê� ɩ̻��ɳ�  ŝɨ� Ǽ������	� �� u�Wh� ǾǢüŐ� à}� À˱Èó�� ̵̝� üǛ� ǔȴ�

ǥʄ� �ņ� ɎǴŐ� ǔȴ� ƽǢɨ� ͈ʊ� Ĝ� ̟hɨ� ɐɩǪɥ� µɤ� ��§�Ć� ����À�

čȷó��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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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ĉ`ñŪŖD� �Æ� Äè� ÌĘ� Ø� U�� öÐ� �$������ ¿ÓĆ�� ū÷������

�
�

ʓɎǔȴ� ǥʄ� ʓʽɉ� �ň̻Ǣê� ɫ��Ɂ� ÷úƽǢȹǢ� �ʄɥ� ̳�� ɫ��Ɂɝɘ͗ɨ�

Ȍɫɥ� ơêă	� ɍƽ� §�ȹ� ɝ˲ɥ� ̳ê� �ɑȹĆ� ̟h� üǛ� ǔȴɤ� ɫ��Ɂ� ÷úƽǢh�

ǥʄ̳ê� �ɑh� ɿʞ� ȡȥó�� ɩɉ� �ň̻� ȒːƂ÷ȹ� ʱȻ̵� ��§� �� ɨ� ɫ��Ɂ�

÷úɳɉ�ɩ̻��ɳ �ɤ�óɦ��sɩ�ű̳ɀó�� �

�

XƐŒ� i� �ň�ǔȴ�ƽǢɉ�Ȯģ�ǔȴɥ�üǛɣŐ�̽ɣƂ�ʐ�êʞ�͈ɨŤ�̽ɣ

À�ɫ��Ɂ�÷úƽǢȹǢ�˄ʏ��ʄ̽ó�Y���§���ɨ�ɫ��Ɂ�÷úɳ��

�

Xɍƽ� §�ȹ�ɝ˲ɥ�̳ê��ɑȹ���§�ɩ�̟h�üǛ�ǔȴ�ǥʄ̵�ĕȹ�ɍƽ�

§�ȹ� ȹ�ü̵�ɫ�Ɂ̟̿hŤ�ɝ˲ɥ�̳ê��ɑh�Ơɩ��̟h�üǛ�ǔȴ�ǥʄ

¬ʞ�̷̡̻Ǣ�ɍƽ�§�ȹ�ɝ˲ɥ�̳êʞ��ɑh�Ơɩó�Y��ɩ̻��ɳ���

�

+Üĺ� ��,� ŖD� �Æ� Äè� ÌĘć� æ�ûW� �Á�ēĕš� Äè� ÌĘć� Ä��

�

a� �̟h�üǛ�ǔȴ�ǥʄɩ�Ȯņɓ�ɩɞ�

�

ad���§��ȇȇŐ�ƽʄɿɫ�ɫ��Ɂ̿ɥ�Ƣ�̻Ȫ�̳§�ġƎȹ�

�

̟h�üǛɩ�čê�ǔȴɥ�ǥʄ̳ê�ɬɩ�Ȯņɓ�ɩɞ�ʖȹ�̳Àê���§��ȇȇŐ�ɳȏɩ�

ȽřĎ�ɫ�Ɂ̿ɥ�ʳȞȪ�̳§�ġƎɩó��Ȟĵɨ���§� �� ɨ�ɫ��Ɂ�÷úɳɨ�űʶĿ�

XƷɫɩ� ɶƉ̳wÀ� Ɨ̳͢ó�� ǟi̳ê� |ɥ� ȇȇŐ� ɩȪ§Y� ̻Ȫ� ̳§� ġƎȹ� Ȯņɓ�

|ɩó��̉ͦ�ǔȴɥ�ɶ�Ȣʞ�Ɖ̳ê�ɫ��Ɂ�ƽǢh� X͆ȴ�ƽǢȹǢ�ɩȪ§̳ʞ�ȡê�|ɥ�

ʳȞÊȪY�̳§�ġƎȹ� �ɬɤ�þ�Ȯŋó�� �

�

Xɬô� ʅɬ� ʖɎ̵� |ɤ� Ŧȇ˩Ť� Ƣ�̻Ȫ� ̳êă� Ʒɫɩ� ɶƉ̳wÀ� Ɨ̳͢ó

�� ǟi̳ê� |ɥ� ȇȇŐ� ɩȪ§̳ê� |ɩ� ŵɑ� Ȯŋó�� ɫ�ɝȹǢ� ̳Į�� ̻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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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ɰʞů�ǔȴĆ�ɶ�Ȣ��ɫ�Ć�Ȟê�ǔıɩ�͆ȴƽǢȹǢ�ɩȪ§̳ʞ�ȡê�|

ɥ� ʳȞÌ� Ǽ� ɰȮȪ� ̳ê� |ɩó�� óţ� ��§�Ć� ̳ê� ɩȪ§h� ɫ��Ɂ� ÷ú

ɳh�mǔĆ�ȞîƂǢ�mǔ�sɩ�ɳŘ�öĮ��̳��uǥɥ�Ɏ�̳î�ǔȴ�ƽǢȹǢ

ê� ǀůɩ� Űó�� ��� ȇȇŐ� ƽʋ̵� ʂɥ� ¯Êê� |ɩ� Ȯŋ�� ɫ��Ɂ� ÷úɳh�

Ƣ�̳§ȹê� ǔȴȹ� ü̻Ǣ� ó� Ȣʞ� Ɖ̳§� ġƎȹ� ̵�h� ɰó�Y���§���ɨ�

ɫ��Ɂ�÷úɳ��

�

ae�ǔȴ�ƽǢɨ�ɾ̺ɩ�ɰ§�ġƎȹ�

�

̟h� ǔȴ� ǥʄ�� �ňĎ� ɝɉ� sɤ� Ȯņɕɩ� ɫ�Ɂ̟̿hɨ� uÚȹǢ� ÀɃê� |ɩĮƂ�

ȐƋɿɣŐê� ɫ�Ɂ̟̿hȹ� ü̵� ǔȴ� ƽǢɨ� ɾ̺ɨ� Ȯņɕɩ� ɰó�� ɩļ̵� Ȯņɕɤ�

̟h� üǛ� ǔȴ� ǥʄɥ� ̷̡̻� ɫ�Ɂ̟̿hɉ� �ňĎ� Ǜǫ̵� ʞ˕� Ĝ� Êƽ� �ʄʊʭ� ȵê�

Ǜ͖ȹǢê�þ� ļ̳ó�ȧȹǢ�Ȱ¥̵�Ɲɉ�sɩ�ʓɎǔȴ�ɫ�Ɂ̟̿hŤ�Ȑȍ̵���§��

ʖ� Ǜǫ̵� ɫ�Ɂ̟̿h� ʞ˕ɥ� hʞ�� ɰê� �ɤ� ô� ̵� �Ć� ȵȷó��� ɩɉ� �ň̻Ǣ�

ȒːƂ÷ȹ�ʱȻ̵���§�� � ɉ� � ɨ�ɫ��Ɂ�÷úɳê�óɦ��sɩ�ű̳ɀó�� �

�

X͆ȴȹ� �ȏ� ƿĚɤ� ƷɫĚɨ� Ŧȇ˩h� ĖļÀê� ƽƿȹǢ� ʍ� ɑņ̳ê� ǔıĚ

ɩ�Ű§ê�̳ó��ȐƋǛ�ƚȮƽˑê�|Ƶóê��ɁʠȹǢɨ�̸ɨh�̱Ɏ̳ó�Y���

§��ɨ�ɫ��Ɂ�÷úɳ�� �

�

X͍ȍ�ɩ�̟hŐ�ɫ̻�ǀɩɪɥ�ú̶¬�ƻ�ŵɑ�ƥȮɿɫ�ƿɝ§ɩó��Ƭɿɫ�¢

wh� ȵê� ɫ�Ɂ̟̿hĮê� ǜŐɓ� ȴƋŐ� ɫ̵� ƽ÷�� ǀůɩ� ˩ó�� ɫ�Ɂ̟̿

hŤ� Ɍ� ̻Ȫ� ̳êʞ	�  � ɫǭ̌Ǆȹ� ü̵� Ƅ͓Ǫɩ� ĤȮʞê� |ɩ� Ȟȅ�� Êƽȹ

Ǣ�Ɍ�ɩĽ�̟hŤ�̻Ȫ�̳êʞ�ƐȮƸ�ġ�ʅȍ̶�Ǽ�ɰê�¢wh�ƽʋ̳ó�Y���

§��ɨ�ɫ��Ɂ�÷úɳ�� �

�

af�ɫ��ɝ͂ɩ�ɰê�ǔȴɩ�ȵ§�ġƎȹ�

�

ȧȹǢ� ɩȪ§̵� |�ê� óţ� ŶįȹǢ� ̟h� üǛ� ǔȴɥ� ǥʄ̶� ġ� �ê� Ȯņɕ� ʖȹ�

̳Àê� ɫ�� ɝ͂ɩ� ɰê� ǔȴ� ɳʽh� ȵêăĆ� ǀ�̳�� ʞǵɿɣŐ� ɫ�Ɂ̟̿hŤ� ̶�

ǔȴɥ� ǥʄ̻Ȫ� ̳ê� |ɩó�� ̉ͦ� ɩļ̵� Ǝʅê� �Ɔh� ɴɤ� ��§�ȹǢ� À˱Èêă	�

ȒːƂ÷ȹ�ʱȻ̵���§� �ɨ�ɫ��Ɂ�÷úɳê�ɩɉ��ň̻�Ȟĵɉ�sɩ�ű̳ɀó��

�

XȽ�ǔȴɩ�� ʀȍǔȴɩ§� ġƎȹ� Ƿʟͦ� ɫ�� ɝ͂ɩ� ɰê� ǔȴ� ɳʽh� ȵó��

 ĵǢ� ü�Ƙ� üǛɣŐ� ̳ê� |ɥ� ɫ�Ɂ̟̿hɨ� üǛɫ� ǔȴɣŐ� Ǚɣņ�� �͘�

ʖɩó�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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ɮʟɘ� Ǽh� � Ƅ� ɩǛ� � Ɨů� �Ɔɫ� ��§� �� ɨ� ɫ��Ɂ� ÷úɳĆ� ʓɎǔȴ�

ɫ�Ɂ̟̿hɨ�ʓ§ɉ��ň̻� V�Ɂ̟hW�ġƎȹ�ŵÙ�̻Ȫ�̳§ê�̳ʞů� ł}�ŵÙ�̳ê�

|ɩ�ȅʞ�ȡó��ű̳ɀó�� �

�

XȍǦ�Ŧ�ôɩ§� ġƎȹ� ʓɎǔȴ� ɫ�Ɂ̟̿hê� ȍǦŐ� ʣʖɥ� ̳}� Ďó��

 Ľă�̵�Ʃ�̟hŤ�̳��ÀƂ�ȍǦɿɫ�Ƃɩ§�ġƎȹ�ʞǵɿɫ�̟hh�˪�ɨƗh�

ȵó�� ɫ�Ɂ̟̿hŤ� ƅ� Ʃ� Ơƶ̳Ƃ� þ� ɩǛ� ǶƸ� �ɩ� ȵ}� č§� ġƎȹ� ŵÙ�

̳ê�|ɩ�ȅʞê�ȡó�Y� �

�

ʟɘɩ� �� Ƅȹ� ǀ�̵��ȼɳˑôʽ�ˈɳTˈȽ§�ɫ���§� �� ɨ� ɫ��Ɂ�÷úɳĆ�

sɤ�ˍʞŐ�Ȟĵɉ�sɩ�ű̳ɀó��

�

Xɫ�Ɂ̿ɩ�ɰê�ǔȴɩ�ɰê�§�ɩ�Ȟî§�ġƎȹ���§�ɨ��Ɔȹ�ğĮ�ʓ

§Ť�ʊ¤�©}�̳Ćő�̳Ƃ�ʐ�ó�Y�

�

a� �ɿʁ̳}�ǔȴɥ�ǥʄ̵�ǔŏ�

�

̟h� üǛ� ǔȴ� ǥʄɤ�ʓɎǔȴ�ɫ�Ɂ̟̿hɨ�Ǫ�ɥ�ʑɑ̳ê�hɺ� ʖɎ̵�ô�� ʖɨ�

̳ÀĮ��̶�Ǽ�ɰó��ğĮǢ�ȒːƂ÷ȹ�ʱȻ̵�ɩ̻��ɳ � Ć�ȞĵȹǢ�Ȱ¥̵�Ɲɉ�sɩ�

XȐʅɿ� Ħê� ɷɼɿ� ɝ͂ɩ� àɤ� ǔȴɣŐ� ̳č� ʁʭȹ� ɰȮǢê� Ƣǟ� hìǪY�� ȒiǪɩ�

˪�ǔȴɣŐ�ǥʄɥ�̻Ȫ�̵ó�� �

�

XǔȴȐƄʅ� ǔȴ�� sɤ� ̼Ȓ� ǔȴɩƂǢ� ċȍȹ� Ȑʅɿ� Ħê� ɷɼɿ� ɝ͂ɩ� à

ɤ�ǔȴɣŐ�̳č�ʁʭȹ�ɰȮǢê�ɫ��ɝ͂�Ƣǟ�hìǪɥ�ƿǣ̵�ĕ� |ɥ�hʞ

����§���͈ɨ̻Ǣ��ʄ̵ó�Y�ɩ̻��ɳ���

�

ɫ�Ɂ̿ɨ� Ƣǟ� hìǪ� Ɯ� ȒiǪɩ� ȵê� ǔȴɥ� üǛɣŐ� ȞƋŦ� ˑƚ̳}�

ɫ�Ɂ̟̿hɨ� ɩ̾� ô�ɉ� ǫƽ� ʁʭŤ� Ƥêó�� ̳þĮĆ� ɫ�ȹ� �̵� ǛúʓɨɨƋ�

ɩ̾ȹê� ʀ̈́� Ćɕɩ� čʞ� ȡɥ� Ǽ� ɰó�� Ȓːɫ˼ǃȹ� ʱȻ̵� ��§�� ʖȹê� ̟h� ǔȴ�

ǥʄ� �ʄȹǢ� ǔȴ� ƽǢɨ� ɾ̺ɩ� ɰȷɣÀ� ɮɘĚɥ� Ǧė̻Ǣ� Ƀͦņ� ɿ¡ɿɣŐ�

ɫ�Ɂ̟̿hŤ�ơĆő�̵�§�ɩ�ɰȷó��

�

Xǔȴ� ̟h� ǥʄȹǢ� Ȯņɕɩ� ɰȷó�� ƽǢŭó� ɳȏĚɨ� ǔȴȹǢ� Ǝʅʂɩ� À

Ɇ�|ɥ�ɑņ̽ɣÀ�ɮɘĚɥ�Ǧė̳Ȼ�**ȹ�ü̵�ǔȴ̟hŤ�Ȑȍ̽ó��**ƿȪê�

͈Ňȴʽɉ� Ƚ�Ď� ƿȪȻǢ� ɫ�� Ŧȇ˩h� àȞ� ɑņ̽ɦȹĆ� **ƿȪ� ɮɘɩ� �

Ȓɩ� ŰȞǢ� �ň� ƽǢ� ɮʟɘĚɩ� ɫ�͈ɨʽŤ� ůĚȮ� ɿ¡ɿɣŐ� ɳʽ� ʽ˩Ŧȇ

̈Ť�ůĚ§Ć�̽ó�Y���§��ɨ�ɫ��Ɂ�÷ú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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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ƽɿʁ̳}�ǔȴɥ�ǥʄ̵�ǔŏ�

�

ad�ǔȴɨ�ü̦ǪɩÀ��Ɔ�Ħê��ʄɨ�̡�Ǫɥ�§ʔɣŐ�ǥʄ̵��ɑ�

�

ȧȹǢ� ű̵� ɫ�Ɂ̿ɨ� ȒiǪ�� Ƣǟ� hìǪɥ� ̒ô̳§� ɝ̻Ǣ� Ǘ̜Ȫ� ̶� óȭ̵�

ɳŘh�ɰɥ� Ǽ� ɰó�� ɫ�� �ɝ͂� ǖȴɫʞ�Ȼƽ	� ɫ�� �ɝ͂� ʞȼɫʞ�Ȼƽ	� Ɂ̿ɥ� ơɤ�

ɩ̻��ɳ�  ŝɨ� ˍȫǪ	� Ɂ̿ɥ� ơê� ɩ̻��ɳ�  ŝɨ� Ǽ	� �w� ɫ�Ǝʅ� Ƣǟ� Ȼƽ�

Ĝɩ�  |ɩó��  ļÀ� ȞĵȹǢ� Ƶê� Ɲɉ� sɩ� ǔȴɨ� ü̦ǪɩÀ� �Ɔ	� �ʄɨ� ̡�Ǫ�

Ĝɥ� �ņ̶� Ǽê� ɰʞů� ʓĎ� ̒ô� ɳŘŐ� Ǚê� |ɤ� ƽɿʁ̳ó�� ȒːƂ÷ȹ� ʱȻ̵�

��§� ��ɉ� �� ɨ�ɫ��Ɂ�÷úɳê�óɦ��sɩ�ű̳ɀó�� �

�

X̟h� üǛ�ǥʄɥ�ɝ̵�ƳĆɨ�ʞ˕ɩ�ɰê�|ɤ�Ȟî��̻ú�ǔȴɩ�§�ɨ�Ž

ɫ�ǔȴɩ§�ġƎȹ�úȽͦ�ǥʄ̽ó�� Ŧ��̆Ȼčê�ɫŇɨ�Ǽ	�ɂǖ�Ɔ	�wĵʶ

h�ɰê�ǔȴɫʞ�ȻƽŤ��ņ̽ó�Y���§���ɨ�ɫ��Ɂ�÷úɳ��

�

XʓɎǔȴɥ�ʄ̶� ġ� §ʔɩ� ʄ̻ʈ� ɰê� |ɤ� Ȟîʞů�ü̦Ǫɥ�ĭ�� �ƆĆ� ˜

Ǣ�§jĆ�̆ɯ�ɫŇĆ�Űɤ� Ľ�ǔȴ�ɝʓŐ�ǥʄɩ�čȷó��Ɇ̻ê�ɩʀ�̟h�ü

Ǜ�ǔȴȹǢ�˩}�Ǝʅčê�ɫ�Ɂ̿ɩ�ÀɃʞ�ȡȞ�üǛ�ǔȴɥ�Ɲ¶ņ��̵ó�Y��

�§���ɨ�ɫ��Ɂ�÷úɳ�� �

�

ɩł}� ǔȴɨ� ü̦ǪɩÀ� �Ɔ	� �ʄɨ� ̡�Ǫ� Ĝɥ� hʞ�� ̟h� üǛ� ǔȴɥ� ǥʄ̳ê�

ɩɞê� ɫ�Ɂ̿ɨ� Ƣǟ� hìǪ�� ȒiǪɥ� ̒ô̳§� Ȯŋ§� ġƎɩ§Ć� ̳�	� ǔȴ� ƽǢɨ�

ƠüŤ�ǀȎȍ˭§�ɝ̷ɩ§Ć�̳ó�� � �

�

X̉ʄ� ǔȴȹǢ� ɫ�� ɝ͂ɩ� ˪ʞ� ɴɤʞ� �ʄ̳ê� }� Ȯņɚó�� ʶɦ� ̳ê�

|ɩ§� ġƎȹ� ÞŦŤ� ǟi̳óh� ƆĘ� ǔȴ˅ʠ� ô�h� ̷̡č�� �ƆŤ� �ņ̻Ǣ�

ǥʄɥ�̽ó�� �̻ú�ǔȴɤ� �Ƞȹ��** ô�	�** ô�	�** ô�h�ó�̷̡čȷ§�

ġƎȹ� �ǔȴɣŐ�ǥʄɥ�̽ó�Y���§� �ɨ�ɫ��Ɂ�÷úɳ�� �

�

X** ǔȴɤ� wɨ� Žɫ� ̑̈Į�� ̶� Ǽ� ɰó�� ğĮǢ� �ň� ƽǢȹǢĆ�

ɫ�Ɂ̟̿hŤ�Ơü̶�Ƅƿɩ�ƳŐ�ȵȷó��DD� ǔȴɤ�** ǔȴ�ɍȹ�Žɫ�ˆɩ§�

ġƎȹ� ǥʄ�ʄȹǢ� Ȯņɕɤ� ȵȷɣƁ� ǥƄǪɩ� ħŌ̽ó�Y���§� � ɨ�

ɫ��Ɂ�÷úɳ��

�

ae�ɫ�Ɂ̿�Ƣǟ�hìǪɩ�ȵwÀ�Éɥ�ů̵�ǔȴɣŐ�ǥʄ̵��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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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üǛ� ǔȴɥ� ǥʄ̶� ġ� ɫ�Ɂ̿ɩ� ȵɥ� ů̵� ǔȴɥ� ǥʄ̳§Ć� ̵ó�� ɩł}�

ɫ�Ɂ̟̿h� üǛ� ǔȴɥ� ǥʄɥ� ̳}� čƂ� Vɫ�ȹ� �̵� ǛúʓɨɨƋ� ɩ̾ɥ� ̵̄� ɫ��

ʌʖ� ʵɮWɩĮê� ɫ�Ɂ̟̿hɨ� Ƈɿ� ɳʽh� ƈiĎó��  Ľă� ͆ɼɨ� �Ɂ̟h�

ʅĆ̳ȹǢê� ɫ�� ɝ͂ɥ� ɶ� ȎƳ̵� |� ġƎȹ� �Ɂ̟hȹǢ� Éɤ� ʂǼŤ� ơ}� ď� Ǽ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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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ƠǼh��u̳ʞ�ȡwÀ�̻úǔ̺ɩ�ȵê�|ɣŐ�ɫȎ̳��ɰȷ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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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ĞöÄè� ĉ`ñŪŖD� TŻÊ� ĎÎ� ëÁ� �$������

�
 

+c£ �,� ĞöÄè� ĉ`ñŪŖD� TŻÊ� VJ� ëÁ� �$������

�
�

+Üĺ� ��,� TŻÊ� ĎÎ� ³� VJć� Ä��

�

�͘Ǣh� ʅüŐ� ɴǪč�� �uh� čȮȪ� ɩ̻��ɳê� ʓɎǔȴ� ɫ�Ɂ̟̿hȹ� ɨƗ�

ɰ}�ʱȻ̶�Ǽ�ɰ��ǔ͚�̟hŤ�̶�ġ��͘�üŐ�ʠ̾ɩ�čȷêʞ�Ȣ�Ǽ�ɰó�� �

�

a� �ʐɤ�ǔŏ�

�

��§��ʖȹê�Ȟĵɉ�sɩ�̡�ɿɫ�Êɐɥ�÷Ȟ�͐̚ɩʞȹ��u̵��ɑh�ɰó�� �

�

X�Ǽ̾ʓʽ�� ̝Ǫ� Ɯ� ɓɁɥ� ɝ̵� ƥ̿	� ɫ�	� §j	� ʊǔƥƬ	� �ʄ	� ʊǔ� ��ȹ�

ü̻�Ȯĥ}�̮ĖƧ̳��uǥ̶�|ɫʞ	�͚̿�ƵɊƥƬ¬ʞ�ʀƠɿɣŐ�÷Ȟ�ʀ�ʟɘ

Ěȹ}� żɾ� �uŤ� ̳�� uɎ� Ɯ� ƥ̿ȹ� ü̻Ǣê� ͐̚ɩʞȹĆ� �u̽ó�Y���§

���ɨ�ɫ��Ɂ�÷úɳ��

�

a� �ʐʞ�ȡɤ�ǔ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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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Ǣɨ� hɺ� ̼Ȓɿɫ� Êɐɩ� ̟h� üǛ� ǔȴɩĮ�� ̶� Ǽ� ɰó��  ļÀ� ��§��

ʖȹê� �͘ǢŤ� ɴǪ̶� ġ� ʓɎǔȴ� ǥʄ§ʔů� ̷̡ȍ˭�� ̟h� üǛ� ǔȴ� ɳʽê� Õʞ�

ȡê� �ɑĆ� ɰȷó�� ȒːƂ÷ȹ� ʱȻ̵� ��§� �� ɨ� ɫ��Ɂ� ÷úɳê� ɩɉ� �ň̻�

Ȟĵɉ�sɩ�ű̳ɀó��

�

XǛƠ§ȹ� ɫ��Ɂɝɘ͗ȹ� ǔȴɥ� ̉ʄ̻Ǣ� ̳ê� |ɩ� ȞîĮ� ôʞ� V̳�óW��

Ƶ�̳�� �͘ǢŤ� ůĚȷó�� �͘Ǣȹê� ʓɎǔȴ� ǥʄ§ʔ�� ʱ�̶� ʽ˩Ŧȇ̈�

̨ɥ� Õȷó�� �͘ǢȹĆ� ̟h� üǛ� ǔȴɩ� ĚȮhʞê� ȡȥó��  ļÀ� Ɇ̻ê�

Ƅȍ̳ņ��̵ó�Y�

�

�͘ǢŤ� ɫ�Ɂ̟̿h� �ʄȹǢ� �u̻Ȫ� ̳ê� ɩɞê�  ĵȪ� ɩ̻��ɳɨ� ɨƗ� ɰê�

ʱȻh� Ƶɺč§� ġƎɩó�� ��§�� ʖȹê� �͘ǢŤ� ɴǪ̽ʞů� ɍƽ� §��� ǔȴ� ƽǢ�

÷úɳ̳�ů��ɞ̵��ɑh�ɰȷó��ɩļ̵��ɞê��͘Ǣ��uĮ��Ƶ§�ͨĚ�|ɩó�� �

�

XȮģ�ȎɣŐ�ʠ̳̾�óê�uɎŤ� ��͘Ǣȹ�� jĺ̳}� �÷Ȟ�� ɍʓȴʽȹ�ʀö̽

ó�Y���§���ɨ�ɫ��Ɂ�÷úɳ��

�

Xɍƽ� �ȍê� ̳ʞ� ȡȥ�� ƽǢƳ� ɫ�÷úɳŤ� ƆȞǢ� �ɟ̶� ġ� ǔɐɥ� ̳ɀ

ó�Y���§��ɨ�ɫ��Ɂ�÷úɳ�� �

�

��� č�� ÓĦ� }T�

�

�D�� ıŃ¡×Ō� ÍT� ³� ĎÎ� �

�

� �ƠǼɨ� ��§�ɩ� ǔȴ� ɫ�Ɂ̟̿hŤ� ɝ̻� Ǧ�̵� ʽ˩Ŧȇ̈Ť� ͕ɐ������	�

��� u�̳ê� |ɣŐ� À˱ÈɣƁ	� ƳĆŐ� Ǧ�̳ʞ� Ɖ̵� �ɑ� üƽƿ� §�ɓɁ�

ɫ�Ɂ̟̿h� ʽ˩Ŧȇ̈Ť� ͕ɐ�����	� �� u�̳�� ɰȷó�� ɩʶĿ� wɨ� ƆĘ�

��§�ɩ� ɳŘ� Ǽʣɨ� ƥƬɣŐ� ʽ˩Ŧȇ̈Ť� ͕ɐ̳�� ɰȷó��  ļƂǢ� ċȍȹ� ���

h�� ���ȹǢ� Ƶê� Ɲɉ� sɩ� hɺ� Űɤ� ɧø§��������ɩ� ɫ�Ɂ̟̿hɨ� ô�� ʖȹǢ�

hɺ�Ȯņɓ�ƽƿɣŐ�ʽ˩Ŧȇ̈Ť�uƢɥ�µȥ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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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ĞöÄè� ĉ`ñŪŖD� ıŃ¡×Ō� Ÿ÷� ŮŹ� �$������

�
�

+Üĺ� ��,� čıēă�� ĞöÄè� ĉ`ñŪŖD÷� ıŃ¡×Ō � ęĎš� Ä��

�

ʓɎǔȴ�ɫ�Ɂ̟̿hɐɣŐ�ʽ˩Ŧȇ̈Ť�ʟʃ�ůĘ���§�ɤ�óɦɨ� � hʞ�ƥƬɣŐ�

ůĚȷó�� ɫ��Ɂ� ÷úƽǢh� ǔȴ� ƽǢɉ� ͈ɨŤ� ̻̄� ůĖê� �ɑ	� óţ� ��§�ɨ�

ɫ��Ɂ� ÷úɳɉ� ͈ɨŤ� ̻̄Ǣ� ůĖê� �ɑ	� ɫ��Ɂ� ƽǢȹǢ� §�ɓɁ� Ɂ̟̿h�

ʞ̦Ť� ʱ�̻Ǣ� ˀȠɥ� ůĚȮ� ɫ��Ɂɝɘ͗ɨ� Ȍɫɥ� ơȞ� ͓ʄ̳ê� �ɑh�  |ɩó�� �

ɩɉ��ň̻�ȒːƂ÷ȹ�ʱȻ̵���§� � ɉ� �� ɉ� � ɨ�ɫ��Ɂ�÷úɳê�óɦ��sɩ�

ű̳ɀó�� �

�

a� �ɫ��Ɂ�÷úƽǢh�ǔȴ�ƽǢɉ�͈ɨ�̻̄�ůĖê��ɑ�

�

Xɫ��Ɂ� ÷úƽǢɉ� i� ǔȴ� ƽǢ� ÷úƽǢ� ȐƋʠĚɩ� ƆȻ� ŦĞ�  ŝɥ� ͊Ǫ

̳�� ɩ� ŦĞ�  ŝȹǢ� ʽ˩Ŧȇ̈Ť� ůĘ� óɦ� ʀƎhȹ}� ƵÊ� ɳƎɥ� ơȞǢ� ǔ

ɐ̳ɀó�Y���§��ɨ�ɫ��Ɂ�÷úɳ��

�

a� �óţ���§�ɨ�ɫ��Ɂ�÷úɳɉ�͈ɨŤ�̻̄Ǣ�ůĖê��ɑ�

�

X�ʽ˩Ŧȇ̈�ůĖê��ʄȹǢ�� ɫ��Ɂɝɘ͗ê�ɳƎɥ�̳ê�ʄĆɀ�	� �hɫ�

ɝɘ͗ɉê���h�ȵȮǢ�Ćɕɥ�Ɏʼ̳§Ć�ȅʞ�ȡȥó��óţ�§�ɨ�ǔŏŤ�ʱ�

̽ó��ʞƥ�§ȴ½Ŧ�ɫ��Ɂ͈ɨʽŤ��Ǫ̳��ɰêă�w§Ǣ�ǔŏŤ�Þɨ̳��Ǣ

Ő�ɨÞ̳ƂǢ�ƐȮƵ§Ć�̽ó�Y���§���ɨ�ɫ��Ɂ�÷úɳ��

�

a� �ɫ��Ɂ� ƽǢȹǢ� §�ɓɁ� Ɂ̟̿h� ʞ̦Ť� ʱ�̻Ǣ� ˀȠɥ� ůĚ�� ɫ��Ɂɝɘ͗ɨ�

Ȍɫɥ�ơȞ�͓ʄ̳ê��ɑ�

�

XɍʓŐ� ʞ̦� uƢɥ� ̶� ȻŇɤ� ȵ�� §�Ɂ̟̿h� ʞ̦� ʖ� ̻ú� ƽƿɥ�

ǫƿ̳͒Ȼ� §͘ƽȹǢ� ɳʽɿɣŐ� ǔȴ� ɫ�Ɂ̟̿h� ʞ̦� ˀȠɥ� ůĚņ�� ̵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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ɩł}�ʞ̦�ˀȠɥ�ůĚȮ�÷úƽǢɉ�͈ɨ̵�óɦ�ɝɘ͗ȹ�Ȍɫɥ�ơɣņ��̵ó��

 Ľă� ɝɘ͗� ɝɘĆ� ɫ�� ʀƎhh� ȞîĮǢ� xʄɩó�� ɩ|ɤ� óţ� ��§�Ć�

Ǉȋ̶�w�só�Y���§� �ɨ�ɫ��Ɂ�÷úɳ��

�

�k�� hŅ� č�� ÓĦ� ¸¼�

�

� ʓɎǔȴ� ɫ�Ɂ̟̿hŤ� ɩ̵̾� ɧø§�Ěɤ� ̟hŤ� ɝ̵� ɳŘǼʣ� ƥȎɣŐ� VÊƽ�

�ʄ	� §ő� Ĝ� ƎǢɳŘ� {̃������	� ��� u�WŤ� hɺ� Űɩ� ǥ˺̳�� ɰɣƁ	� óɦɣŐ�

VǦƎ������	� �� u�W� �� Vɫ˼ǃ������	� �� u�W� �� Vǔȴ�͆ɺ�ƥƎ������	� �� u�Wɥ�̳ê�

|ɣŐ�À˱Èó��

�

+c£ �,� ĞöÄè� ĉ`ñŪŖD� č�ÓĦ� ¸Ù� �$������ ¿ÓĆ�� ū÷������hŅĆ�Ó�

ęõ��

�
�

+Üĺ� ��,� ıŃ¡×Ō � Ŋš� č�� ÓĦć� WĘ�� æ�û�� šT�

�

a� �ʽ˩Ŧȇ̈Ť�̻̄�ɳŘŤ�Ǽʣ̳ê��ʄ�

�

ɍƽ� §�ȹ� Ćɕ� ȵɩ� ɫ�Ɂ̟̿hŤ� Ǽ̳̾ê� �ɑ� ʽ˩Ŧȇ̈� ɴǪ� �ʄɤ� üʽŐ�

ʞ̦Ť�ǔȴ�ƽǢŐ�ƵÊǢ�ʝǊɳŘŤ�ʺƽ̻Ǣ�ʽ˩̳Ćő�̵�͚ȹ�ɫ��Ɂ�÷úƽǢȹǢ�

͓ɫ̳�� ɫ��Ɂɝɘ͗ȹ� Ȍɫɥ� ơê� |ɩó�� ɩɉ� �ň̻� ȒːƂ÷ȹ� ʱȻ̵�

��§� �ɨ�ɫ��Ɂ�÷úɳê�Ȟĵɉ�sɩ�ű̳ɀó��

� �

Xʞ̦Ť� i� ƽǢȹ� ƵÊǢ� ÷úɳh� ʽ˩̳Ćő� ̳ɀêă� ôǾͦ� ʽ˩Ť� ̳}� ̵�

|ɩ�ȞîĮ�ʝǊ�ɳŘɉ�Ȑɿ�͖͆�sɤ�¢wŤ�ʅȍ̳Ćő�̽ó�� Ŧ��ʽ˩Ť�̶�

ġ� ˄ʏɿɣŐ� ƽǢɺɨ� {̃Ť� ơ�� ʽ˩̳Ćő� ̳ɀó�� ɩł}� ʽ˩̵� |ɥ�

ɫ��Ɂ� ÷úƽǢɫ� §͘ƽȹǢ� ͓ɫɥ� ̵� ĕȹ� ɫ��Ɂɝɘ͗ȹǢ� Ȍɫ̳Ćő�

̳ɀó�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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ʽ˩Ŧȇ̈� ɴǪɥ� ̻̄� ɳŘŤ� Ǽʣ̳ê� |ȹ� �̻Ǣ� ȒːƂ÷ȹ� ʱȻ̵� ɩ̻��ɳ � ê�

óɦ��sɩ�ǦƄ̳ɀó�� �

�

Xʽ˩Ŧȇ̈Ť� �ň� ƽǢŐ� ƵÊǢ� ɴǪ̳}� ̳êă	� ůɬ� �ǔȴ� ƽǢȹǢ�� ̳��

ɰó��ø̳Ƃ�ʝǊ�ɳŘŤ�ʅˈ̳Ćő�̳�	� Ƞ�̳��ɰó��ø̳ê��ɑȹĆ�ɫ˼

ǃŤ� ̻̄� ȐʅŐ� ̳ʞ� ȡ�� ɰê� |ɫʞ� ȞîƂ� ʽ˩Ŧȇ̈Ť� ɩ̻̳ʞ� Ɖ̳�� ɰ

êʞŤ� ͓ɫ̳�	� ůɬ� �ňǪɩ� ȵó�� øɥ� ̳ê� �ɑȹê� �ɑȹ� ğĮǢ� ʽ˩Ŧ

ȇ̈ȹǢ�̻ú�Ǝ̺ɥ�Ǖʅ̳§Ć�̵ó�Y� �

�

a� �ʽ˩Ŧȇ̈Ť�̵̄�ɳŘ�Ǽʣɨ�Ȯņɕ�

�

ad�ǔȴ�ƽǢ�÷úɳĚɨ�ɫ�ȹ�ü̵�ʀƎǪ�ƽʋ�

�

ɧø§�ɨ� �����h�ǔȴ�ƽǢ�÷úɳh�ʅ�̳ê�ɳŘŤ�hʞ��ɫ�Ɂ̿ɥ�̟hŤ�̵ó��

̳ʞů�  ļ̵� ƥȎɣŐ� ɫ�Ɂ̿ɥ� ̟h̳ê� |ɩ� Ȯņɓ� ɩɞ� ʖɨ� ̳Àê�  |ɥ�

ɴǪ̳ê� ǔȴ� ƽǢ� ÷úɳĚɩ� ɫ�ȹ� ü̵� ʀƎǪɩ� ȵ§� ġƎɩó�� ȒːƂ÷ȹ� ʱȻ̵�

��§� ��ɨ�ɫ��Ɂ�÷úɳê�ɩɉ��ň̻�óɦ��sɩ�ű̳ɀó�� �

�

X�ǔȴ� ƽǢ�� ÷úɳê� ɫ��Ɂȹ� ü̵� uÚɩ� ɫ��Ɂ� ÷úɳƵó� þ� ȵ§� ġ

Ǝȹ� ɫ��Ɂ� ÷úƽǢȹǢ� �ňĎ� ǔȴ� ƿȪȹ� ü̵� ɫ�Ɂ̿ɩ� Ƌȶɫʞ� ̑ȟ̻

Ȫ�̳î¬�Ȯņɕɩ�ɰó�Y�

�

ae�ǔȴ�ƽǢ�÷úɳĚɨ�ɾ̺�

�

ʽ˩Ŧȇ̈ɉ� �ň̵� ǔȴ� ƽǢɨ� ɾ̺ɤ� ʽ˩Ŧȇ̈Ť� Ǧ�̳ê� �ʄȹǢƽ˼� ȍɴɩ�

Ďó�� ɩȹ��̻Ǣ�ȒːƂ÷ȹ�ʱȻ̵���§� � ɉ� � ɨ� ɫ��Ɂ�÷úɳê�óɦ��sɩ�

ű̳ɀó�� �

�

Xʽ˩Ŧȇ̈� ůĚ� ġ� ̻ú� ƽǢȹǢ� ** ǔȴɥ� ǎɳ�� ̽êă�  � ǔȴȹ� ɫ��

ɝ͂ɩ�ɰó��̳ƂǢ�Ǧė̽ó�Y���§� �ɨ�ɫ��Ɂ�÷úɳ��

�

Xʞ̦uƢ� �ʄȹǢ� ̻ú� ƽǢĚɤ� VƬȹ� ğĮ� ɶ̳�� ɰóW�� ű̳ê� Ĝ� ŵɑ�

ƥȮɿɩȷó�Y���§� �ɨ�ɫ��Ɂ�÷úɳ��

�

ʽ˩Ŧȇ̈Ť� ɴǪ̳ê� �ʄȹĆ� ǔȴ� ƽǢɨ� Ǉ͈ʊÀ� ɾ̺ɩ� ɰɥ� Ǽ� ɰó�� ɩļ̵�

Ǉ͈ʊÀ� ɾ̺ɤ� ̵̝ɣŐê� ǔȴ� ƽǢh� ȻŇɩ� ȵ§� ġƎɩ§Ć� ̳�� óţ� ̵̝ɣŐ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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Ǝʅh�ĖļÀê�|ɥ�ɑņ̳§�ġƎɩó��ȒːƂ÷ȹ�ʱȻ̵���§� �� �� � ɨ�ɫ��Ɂ�

÷úɳê�óɦ��sɩ�ű̳ɀó��

�

X�ǔȴ� ƽǢ� ÷úɳê�� Ʒȴɥ� ̳§Ć� Ɲǒ§� ġƎȹ� ͈ʊɿɩʞ�ȡɥ� ġĆ� ɰó��

ɩľ� �ɑȹê� �ǵ̻Ǣ� Ɏʼ̳ê� ǼƟȹ� ȵó�� ɫ�Ɂ̟̿hŤ� ̳ó� ƵƂ� �m� Ĝ

ȹǢ�Ȱʇh���ɥ�ơɥ�ǼĆ�ɰóê�ǟiɩ�Ęó�� � ĵǢ�� ǔȴ� ƽǢȹǢê�ɩ|

ɥ�³�̻Ȫ�̳Îê�ʡƎɥ�Űɩ�̵ó��ǔȴ�ƽǢȹǢê�ʽ˩Ŧȇ̈ɨ�ǼɝŤ�É˅w

À�ȒʞȮê�ǕʅŤ�Ɏʼ̳§Ć�̵ó�Y���§���ɨ�ɫ��Ɂ�÷úɳ��

�

X�ɫ��Ɂ� ƽǢ�ȹǢê� ͆ȴ� ƽǢɨ� ȴƋ� ̑ȟǑ� ȞîĮ�  � ȴƋ� ʖȹ� Ȯģ�

ƽƿɩ� ɫ��� �ňɩ� ɰêʞŤ� �ʽɿɣŐ� ̑ȟ̳Ȼ� ʠ̳̾§h� Ȯŋó�� �ǔȴ�

ƽǢȹǢê�� ɫ�Ɂ̟̿hŤ� ƽhɿɫ� ȴƋŐ� ɫȎ̳�� ɰ�� ɫ�Ɂ̟̿hŤ� ̻̄�

ƽʋ̵� ƽƿɩ� Űɩ� ĖļÀ§� ġƎȹ� ɳŘ� ʅˈ� Ĝ� ͈ʊŤ� �̳ê� |ȹ� äˑh�

Ƶɫó�Y���§� �ɨ�ɫ��Ɂ�÷úɳ�� � �

�

a� �ʽ˩Ŧȇ̈Ť�̵̄�ɳŘ�Ǽʣɨ�̵��

�

��§�ɨ� üƽƿ�������ɩ� ʽ˩Ŧȇ̈À� ʞ̦Ť� ǔɐ̻Ǣ� ɫ�Ɂ̟̿hŤ� ɝ̵� ɳŘ�

Ǽʣɥ� ̳�� ɰʞů� ʓɎǔȴ� ɫ�Ɂ̟̿hɨ� �ɑ� ôʞ� ʽ˩Ŧȇ̈À� ʞ̦ȹ� øɥ� ̳ê�

ƥȎȹ� ɨʌ̳ê� |ɩ� Ɲıʟ̵hȹ� ü̻Ǣê� ɨƎɩ� ɰó�� ʽ˩Ŧȇ̈Ť� hʞ�� ̳ê�

ɩļ̵� ɳhʂ{ɤ� ɫ�� ɩȆŤ� Êɼ̳͒ê� ɺʂɤ� ɰʞů� ȏǊǪɥ� {ʝ̳§� Ȯņɓ�

ˑƄɿɫ�̵�h�ɰó��ȒːƂ÷ȹ�ʱȻ̵���§� ��ɫ��Ɂ�÷úɳê�ɳhʂ{ɨ�̵�ȹ�

ü̻�óɦ��sɩ�ű̳ɀó��

�

XɑŦ͗ǔ�ɫ��Ɂɝɘ͗ȹǢ�ÀɅ� ɩȪ§ɫă�ʽ˩Ŧȇ̈Ť� �ɳh� ʂ{�� ̻Ƶê�

|� ɍȹĆ� Ȑʅ� ăɩ˼Ť� ̵̄� ��� oɥ� Ƶê� |ɩ� ɨƗ� ɰóê� |ɩó�� ʀƎhĚ

ɩ� Ƶ§ȹê� ɳǔ� ʟɘĚɨ� ʽ˩Ŧȇ̈� ǦƎɣŐů� ɫ�Ɂ̿ɥ� ʽ˩̳Ƃ� ȏǊǪɩ�

ĤȮʠó�� � Ľă�ʽ˩Ŧȇ̈h�ƥü̳ó�Ƶî� ł}�̶� Ǽ� ȵêă�� ̵� Ʃɤ�ʽ˩

Ŧȇ̈�ʀʽŤ�˃�̻Ǣ�ƵþĮĆ�óɦ�̻ȹê�ɳɡɿɣŐ�̵�Ɂȼɥ�ǥ˺̻Ǣ� Ľ�

ȎɣŐ�Ȑʅ�ăɩ˼Ť�̵̄����oɤ�Ƶê�ȎɣŐ��̳Ƃ�ʐɥ�|�só�Y�

�

ɩɉ��ň̻�ȒːƂ÷ȹ�ʱȻ̵�ɍƽ§��÷úɳɫ�ɩ̻��ɳ � Ć�óɦ��sɩ�ű̳ƂǢ�

ɳhʂ{ɥ�ƵɊ̶�Ǽ�ɰê�ɺˑh�̱Ɏ̳ó��̳ɀó�� �

�

X�ɳhʂ{ɤ�� ��§�� ÊƽȹǢ� �müŤ� ɩ»ȮÊ�� ɫ�� ɩȆŤ� Êɼ̶͒� Ǽ�

ɰʞů	�ɳhʂ{ɩ�ɫ�Ɂ̟̿hɨ�hɺ�˪�Ǝʅɩó��ɳhʂ{ɥ�̽ɣƂ�˄Ǵ̵�ʅ

�ɳ� {̃ɨ�ǢŤ� ǂɩĆő� ̻Ȫ� ̳�� �ÀȞh�� ɳhʂ{ɨ� ¢wɉ� Ȑʽh� ɰê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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ʂ{̻�ʓê�ȼ̶ɥ�ã�hê�̻Ȫ�̵óY� �

�

ɩĽ� ɳhʂ{ɨ� ̵�ê� ʽ˩Ŧȇ̈� ɴǪ� ô�Ǒ� ȞîĮ� ʽ˩Ŧȇ̈� Ǧ�� ô�ȹĆ� ɰó��

ȒːƂ÷ȹ� ʱȻ̵� ��§� � ɨ� ɫ��Ɂ� ÷úɳê� ʽ˩Ŧȇ̈� uƢɥ� ÊƽɿɣŐ� ̳Ƃ�

��§�ȹ� ɞŦ̳}� ůĚȮʈ� v�Ǫɥ� ͓Ƶ̳§� Ȯŋʞů�  łó�� ʱ�̶� óţ� ɳŘh�

ɰê�|Ć�ȞîĮ��̳ƂǢ�Ȯņɕɥ�͌Ǵ̳ɀó��

�

Xʽ˩Ŧȇ̈ɨ� uƢɥ� ÊƽɿɣŐ� ̳Ƃ� ȞƋĵĆ� ʞ̦Ť� ɶ̳�� ɰóê� ƥ̿ɣŐ�

ůĚȮ� ʡ� |� sɤă	�  łó�� v�Ǫɥ� ͓Ƶ̳§� ɝ̻� ɿɐ� hì̵�

�hɫ�ɝɘ͗ɨ� ̦ʔȠĆ� ȵê� Ǜ͖ɩó�� ğĮǢ� ʽ˩Ŧȇ̈ɨ� ȏŗǪɥ� ʅ�̶�

Ǽ�ɰê�ʊˑh�̱Ɏ̳ó�Y� �

�

a� �ʽ˩Ŧȇ̈Ť�̵̄�ɳŘ�Ǽʣɨ�̵�Ť�ƵɊ̳ņê�ƥƬ�

�

ad�ǔȴ�ƽǢȹǢ�ɴǪ̵�ʽ˩Ŧȇ̈Ť�ʀƎhŐ�̳Ȼ¤�{̳̃Ćő�̳ê�ƥƬ�

�

ʓɎǔȴ�ɫ�Ɂ̟̿hŤ�Ǽ̳̾ƂǢ�ɳhʂ{ɥ�̶�ġ�Ǝʅh�čê�ȏǊǪ�ʅ�Ť�ɝ̻Ǣ�

��§�ɤ� Ȼļ� ƵɊʵɥ� ŭň̳§Ć� ̵ó�� hɺ� Űɩ� ǔɐ̳ê� ƥƬɤ� ǔȴ� ƽǢȹǢ�

ɴǪ̵� ʽ˩Ŧȇ̈Ť� ɫ��Ɂ� ƽǢȹǢ� {̳̃�� VʀƎhɨ� {̃Ť� ơɤ� ͚W�

ɫ��Ɂɝɘ͗ɨ� Ȍɫɥ� ơê� |ɩó�� ɩɉ� �ň̻Ǣ� ȒːƂ÷ȹ� ʱȻ̵� ��§� �� ɨ�

ɫ��Ɂ�÷úɳê�óɦ��sɩ�ű̳ɀó�� �

�

Xʽ˩Ŧȇ̈� ˏʄɤ� Ǵ�� ǔȴ� ƽǢȹǢ� ̵� ͚ȹ� ɫ��Ɂ� ƽǢȹǢ� {̳̃��

ʀƎh	� ǔ͗ɿ� hˑ� ƽƿɨ� ɐȼɥ� ÷ú̵� ɫ�� ʀƎhɨ� {̃Ť� ơɤ� ͚�

ɫ��Ɂɝɘ͗Ť�wʾǢ��u̵ó�Y� � �

�

ae�ǔȴ� ƽǢh� ʅˈ̵� ʝǊɳŘȹ� ¢w̻Ǣ� ɫ��Ɂɝɘ͗ȹǢ� ʽ˩Ŧȇ̈Ť� ɴǪ̳Ćő�

̳ê�ƥƬ�

�

ɳhʂ{ɨ� ̵�Ť� ƵɊ̳ņê� ȍĆɉ� �ň̻Ǣ� ��§�� ʖȹê� ǔȴ� ƽǢ� ÷úɳh�

ʽ˩Ť�̳�� |ȹ�ü̻�ɫ��Ɂɝɘ͗ȹǢ�{̃Ť�̳ê�|ɩ�ȞîĮ	�ǔȴ�ƽǢ�÷úɳh�

ʅˈ̵� ʝǊɳŘŤ� hʞ�� ɫ��Ɂɝɘ͗ɨ� ɍƽ� ɝɘɩ� ʽ˩Ŧȇ̈Ť� ɴǪɥ� ̳��  |ȹ�

ü̻� ǔȴ� ƽǢɨ� ÷úɳh� ɩɨȏʼɥ� ̳Ćő� ̳ê� ȠĆ� ɰȷó�� ɩɉ� �ň̻� ȒːƂ÷ȹ�

ʱȻ̵���§� �ɨ�ɫ��Ɂ�÷úɳê�Ȟĵɉ�sɩ�ű̳ɀó�� �

�

X�ʓɎǔȴ� ɫ�Ɂ̟̿hɨ� �ɑȹê�� §�� ɫ�Ɂ̟̿hʶĿ� ʽ˩Ŧȇ̈h� Űɩ�

ÀɃʞê� ȡɥ� w� sȞǢ� ƽǢ� ÷úɳh� ʽ˩̳ê� |ɩ� ȞîĮ� ɩƩȹ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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ɫ��Ɂɝɘ͗ɨ� ɍƽ� ɝɘĚŐ� ̳Ȼ¤� ƽǢ� ÷úɳh� ʅˈ̵� ʝǊɳŘŤ� Ƶ��

̟hŤ� ̳Ćő� ̶� |ɩó�� ɍƽ� ɝɘĚɩ� ɩł}� ̟hŤ� ̶� ġ� ʟɘĚ� ǔɩȹ�

�müh� ͊Ǫɩ� Ƞ� ď� ǼĆ� ɰɣƖŐ� ɍƽ� ɝɘɩ� ̟h̵� |ȹ� ü̻Ǣ� ʟɘĚɩ�

ɩɨȏʼɥ�̶�Ǽ�ɰĆő�̶�|ɩó�Y�

�

af�ɩ̻��ɳ�ɫ˼ǃÀ�Ȑ˹ʊǔɉ�͆ɺ�ƥƎɣŐ�ɳŘǼʣɥ�̳ê�ƥƬ�

�

ˀʂ�  ŝ� ɫ˼ǃȹ� ʱȻ̵� ɩ̻��ɳ� � ê� ɳŘ� Ǽʣ� �ʄȹǢ� ʽ˩Ŧȇ̈Ť� ɴǪ̳ê�

|Ƶóê� ɩ̻��ɳŤ� ůÀǢ� ɩȪ§̳ê� �ʄ�� Ȑ˹ʊǔh� ͜ȝ� þ� ʖɎ̳ó�� ̳ƂǢ�

óɦ��sɩ�ű̳ɀó�� �

�

Xɩ̻��ɳŤ� ůÀǢ� ɩȪ§̳ê� �ʄ�� Ȑ˹ʊǔh� ͜ȝ� þ� ʖɎ̳ó��  �

�ʄȹǢ� ǗȞɰê� ɩȪ§h� ÀɅóZZʞ̦̳͒ê� |ɤ� ųʞh� ȡó�� §�Ć�

 ł�� ʓɎǔȴ� ɫ�Ɂ̟̿hĆ� ʞ̦Ť� ůĚȮǢ� ̟h̳ê� ƥȎɩ� ƢƇɥ� ɸɥ�

|ɩó�� ʓɎǔȴ�ɫ�Ɂ̟̿hɨ�ʓɎ�Ɔąɤ�ʞ̦͒h�ȞîĮ�ʓɎ�Ŧȇ˩h�ɰê�

ǔȴɨ�ɩ̻��ɳĚȹ}�ƐȮƵê�|ɩ�̱Ɏ̳ó�Y�ɩ̻��ɳ ���

�

ȒːƂ÷ȹ� ʱȻ̵� ɩ̻��ɳ � ɫ� Ąŭ˩� �§ɫ�§�ɨ� §ȴ�� ɫ�� ǥɮ� Ƚ��ɫ�

þ˩�̬͌ů��AJC�#G>>E9FF�Ć�ǔȴ�ɫ�Ɂ̟̿hê�ɳŘ�Ǽʣ�ƥȎɣŐ�ɩ̻��ɳȹ�ü̵�

ɫ˼ǃɉ�͆ɺ�ƥƎ��ʰɩ�ʖɎ̳óƂǢ�ʽ˩Ŧȇ̈ȹ�ɨʌ̻Ǣ�͗ǔÀ�Üċɳȹ�ü̵�ƎǢ�

ʖȒɨ� ʊǔê� Ȓǔ�9M<AL�ɩ�� ɫ�Ɂ̟̿hê� ʽ˩Ŧȇ̈Ť� hɩĖ� ǙȞ� Ⱦŧ� ʡƎɥ�

ʖȒɣŐ�͆ɺ�ƥƎ��óȭ̵�ɩ̻��ɳɉɨ�Ǵ̄ɥ�̻̄�ɫ�Ɂ̿ɨ�¢Ʒ�ɘɫɥ�̑ȟ̳ê�

|ɩĮ��̳ɀó�� �

�

Xɫ�Ɂ̟̿hê�̬Őʆ̈ȹ�̉͒Ď�|ɩ��ʽ˩Ŧȇ̈�ʖȒɨ�ʊǔh�ȞîĮ� 

�ʽ˩Ŧȇ̈Ť�hɩĖ�ǙȞǢ�͆ɺ�ƥƎ��ɩ̻��ɳȹ�ü̵�Ⱦŧ�GH=F
=F<=<��

ʡƎɥ�hʞ��ÜċɳǑ�ȞîĮ�ʞȼ�ʓƘ�Ĝ�óȭ̵�ɩ̻��ɳŤ�ůÀǢ�ʅ�ɳh

�ćŪɿɣŐ�ʠ̻̾Ȫ�̵ó� �Z��ɑŦh�ɫ�Ɂ̟̿hŤ�̶�ġȹê�ǔʀȹ�Ȯģ�ǔ

ȴɫʞ�ʊǔ̵ó��ɂŤ�ĚȮ�̔Ƀɬ��ň�ǔȴɩĮƂ	�̔Ƀɬ�ʀƎhĚɥ�ůÀǢ�̔

Ƀɬɩ�Ƌȶɫʞ�ɩŒɿɣŐ�̔Ƀɬ�ǔȴɣŐ�ɫ̵�Ɂ̿ɩ�Ƌȶɫʞ��ʽɿɣŐ�ʊ

ǔ̵ó��  �óɦȹ�͗ǔɨ�ü̦�Ħê�ŵîɾŤ�ɫ˼ǃ̳ƂǢ�Êƽ�ʁʭɉ�§ȴɨ�

ɓɁ�Ƈ̦�Ĝȹ�ü̻�ʡƎ̵ó��ȐʅŐ�§ȴɨ�hˑÀ�Ƈ̦h�Ȯĥ}�ɩ̾č��ɰ

êʞ�ü̦h�ȵê�ɳŦȹǢ�͗ǔɨ�ȐƋɳɉ�˅hŐ�ɫ˼ǃŤ�̵ó�� �͚ȹ�ɍƽ�

ɩ̻��ɳ�ɫ˼ǃ�Ɯ�͆ɺ�ƥƎ�ʊǔŤ�ʠ̻̾�ʞȼ�ʓƘ�Ĝȹ�ü̵�Ɂ̿ɥ�ʊǔ

̵ó� �Z��Ąŭ˩�ɫ�ɝh�ɫ�Ɂ̟̿hŤ�̶�ġ�͗ǔh�ɳȏɩ�ǫɓ�ʁʭüŐ��

Ɂɥ�̳��ɰêʞ�Ǘ̜ƵƂǢ	�Üċɳɉ�ʞȼʓƘ�Ĝ�óȭ̵�ǔıĚɥ�ɫ˼ǃ̽ó��

ÖȉŃɨ�̔Ƀɬ�ǔȴȹ�ü̻�ɫ�Ɂ̟̿hŤ�̶�ġ�ɑŦê� �Ƅ�ɩǛɨ�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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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ɳŤ�ůÈó�� �Z�� Ȓǔ�9M<AL�ɉ�ɫ�Ɂ̟̿hɨ�ʭɩê�ʀɳh�ʽ˩Ŧȇ̈Ť�h

ʞ��͗ǔÀ�Üċɳ�ɝʓŐ�jôͦ�ʊǔŤ�̳ê�|ɩ��ƎǢ�ʖȒɨ�ʊǔĮƂ	�͚

ɳê�͗ǔɉ�ÜċɳǑ�ȞîĮ�ʞȼ�ʓƘɩÀ�ʄƽ��Ƌɘ�Ĝ�óȭ̵�ɩ̻��ɳh�

ʱȻ̶�Ǽ�ɰĆő�̳�	� Ⱦŧ�ʡƎɥ�hʞ��͆ɺɥ�ƥƎ̻��ʅɫ����ÊƬɥ�

§ʔɣŐ�ʊǔ̳��ɫ�Ɂ̿ɨ�¢Ʒ�ɘɫɥ�̑ȟ̳ê�|ɩó�Y� �

�

ȐʅŐ� ɧø§�� ʖȹê� Ǽʣ� ƥƬɣŐ� ǦƎ�� ɫ˼ǃɉ� ǔȴ� ͆ɺ� ƥƎ� Ĝɥ� ̷°�

ǔɐ̳§Ć� ̽ó�� yǦǔȴȹ� ü̻� ʓɎǔȴ� ɫ�Ɂ̟̿hŤ� ̵� ��§� � ɨ� ɫ��Ɂ�

÷ɺɳê�ȒːƂ÷ȹǢ�͆ɺ�ƥƎɥ�̻̄�ɳŘ�ǼŪɥ�̵��ʄɥ�óɦ��sɩ�ǦƄ̳ɀó�� �

�

Xʽ˩Ŧȇ̈Ť� hʞ�� ̻ú� ǔȴ� ƽǢh� øƲɥ� ̳�	� ɍ�ɫ� ÜċɳŤ� ̷̡̻Ǣ�

ɘʼ��̳ʼ�Üċɳȹ}�ǦƎ�ʊǔŤ�ʠ̵̾�ɩ͚�͆ɺɥ�ƥƎ̻Ǣ�ɫ˼ǃŤ�̳ɀó�Y� �

�

���� č�� ÂË� }T�

�

�D�� ĉ`ñŪ� ëÁ�� üĉ�� þű� �� Œ}�

�

� ɫ�Ɂ̿� ȻƽŤ� ̒ô̶� ġ� ͆ɼǑ� ȞîĮ� Ɨĵȹ� Ƣǟ̶� hìǪɩ� ɰê�

ɫ�Ɂ̿�ɷɼɿɫ� ɫ�Ɂ̿�Ć� ͓ɫ̳�� ɰêʞ� ʊǔ̵� ��	� ɷɼɿ� ɫ�Ɂ̿ɥ�

̑ȟ̳ê�§���̑ȟ̳ʞ�ȡê�§�ɩ�wɨ�Ǉȋ̵�Ǉɡɥ�À˱Íó��

�

+c£ �,� ďđē� ĉ`ñŪ� őÞ� ëÁ� �$������

�
�

� üƽƿɨ� ��§�ɩ� ǔȴȍ̾� ͚ȹ� ǔȴ� ɫ�Ɂ̟̿hŤ� ȍ̳̾ê� |������	�

��� u�ɣŐ�À˱Èó��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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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Äè� ĉ`ñŪŖD� Øũ� Øh� �$������

�
�

� ɧø§�Ěɩ�ǔȴ�ɫ�Ɂ̿ɨ�ƫɝŤ�̒ô̳ê�§ʔɤ� Vʟʃɿ�ɘɫʅ�������	����u�W�

��Vjʃɿ�ɘɫʅ�������	��� u�W���VǇʙîȇ���Ť�̻̄�ʟʃ��ňɩ�čê��ɑ������	�

�� u�W�ǾɣŐ�À˱Èó��

�

+c£ ��,� ĞöÄè� ĉ`ñŪ� »ý� Œ}� hğ� �$������ ¿ÓĆ�� ū÷�����

�
�

+Üĺ� ��,� Ŧõ� Äèą� �Æă�� š� ĉ`ñŪŖDć� šT� �

�

ȧȹǢĆ� Ȱ¥̳ɀʞů� ̻ɍ� ǔȴ�� �ňĎ� ��§�ɨ� ɫ�Ɂ̟̿hɨ� Ǝʅʂɤ� ɾuƢ�

�hȹǢ�ɫ��ɝ͂ɩ�ɰɥ�Ǽ�ɰê�ɮȴ�̭ķ˿ɩǲ	� ü�Ɔ�ɓǼȴ	� ʴ�ɩÀ�ȹÐʞ�ǖȴ�

ƿȪȹǢ� ʟʃ� Ħê� ɳ͗ǔŤ� ̻̄Ǣ� ǔȴɥ� ̳wÀ� ̆ɳŤ� ̳�� ɰê� �§ȴ� ʖȹǢ� ̻ɍ�

ǔȴȹ�ü̵�ɫ�Ɂ̟̿hŤ�̵��ɩ�ɿóê�|ɩó�� �

�

 ļÀ� ̻ɍ� ǔȴɥ� üǛɣŐ� ɫ�Ɂ̟̿hŤ� ̵� ��§�� ȼȍ� ɳŘŤ� Ǽʣ̳ê� ƥƬȹ�

ɰȮǢ�̵�h�ŰȞ�Ƶɀó��ɩļ̵�̵�ê���§�ɩ�ʟʃ�̳ê�ǔȴǑ�ȞîĮ���§���

Vǔȴ� ��Wȹ� ɰê� §�ɨ� �ň� ǔȴɣŐ� ɫ̵� Ȑʅɿɫ� ɫ�Ɂ̿�  Ŧ�� Vɷɼɿɫ�

ɫ�Ɂ̿Wɥ�ȎƳ̳��üɧ̳ʞ�Ɖ̵óê�|ɩó�� � �

�

a� �yǦ�ǔȴɨ��ɑ�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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ȒːƂ÷ȹ� ʱȻ̵� ��§��ȎƳ� Ʃ͌� ǟĺ�ɨ� ɫ��Ɂ� ÷úɳê� yǦ�� �ň̵� ̻ɍ�

ǔȴȹ� ü̻Ǣ� ɫ�Ɂ̟̿hŤ� ̳ɀʞů� ̻ú� ǔȴɤ� ˀ§� �ʄȹ� ǀ�̳Ȼ	� ʟʃ� ʞȼ�

ǔ͗ɨ� ɩ̻��ɳɉ� ʃˁ̳ê� ɬɩ� ȞîȮǢ� X͆ʞ� �ʅÀ� Ƭɥ� {̳̃ê� ʄĆYȹǢ� óŤ�

Ǒ	��Ê�ǔȴȹ�ü̵�ɫ�Ɂ̟̿hɉ�ɞǔ̳}�ʠ̾̽ó��̳Ɓ�óɦ��sɩ�ű̳ɀó��

�

X͆ʞȹ� ʟɘĚɩ� ̑�ɥ� Àh}� č�	� ͆ʞȹǢ� ʟɘɥ� �ɐ̳§Ć� ̳§� ġƎȹ�

**ʞȼɩî¬�̉ǼǪɥ��ņ̻Ȫ�̳ê�ƽƿɩ�ɰ§ê�̳ó�� Ľă�ɾͥh�óţ�͗

ǔʶĿ�̻ɍ�͆ʞȹǢ�ǟǖɥ�̳ê�|ɩ�ȞîȮǢ	�̻ɍ�ǔȴȹ�ü̵�ɫ�Ɂ̟̿hŤ�

̵ó��̻Ć��Ê�ǔȴ��Ǉ�̻Ǣ� �Êɐɩ�Ȟʓ�óŢ}�ʠ̾čê�|ɤ�Ȟîó�� 

Ŧ�� Ƶ̄� ̻ɍȹ� **ǔȴɥ� ̵ó�� ̳Ƃ� ɾͥê�  � ʖȹ� �ˀ§� �ʄ�ɥ� ÷ú̳��

óţ�ƽƿɤ�̵�ɨ�óţ�͗ǔɉ�˝ǴȍȳɣŐ��ċɣŐ�ʠ̳̾§�ġƎȹ�̉Ƴͦ�͆

ʞ�Ǜ͖ɥ�˩}��ņ̳ʞê�ȡȥó��͆ʞ��ʅÀ�Ƭɥ�{̳̃ê�ʄĆó���ɾͥh�÷ú

̳ê� ˀ§�� �ʄɤ� ɫ�Ɂ̟̿hŤ� ̳§� Ȯŋ�� Ɔ̵͌� ƽƿɩ� ɰó�� ʟʃɿɣŐ� �

vɩÀ�ʞȼ�ǔ͗�ɩ̻��ɳɉ�Ƚ�čê�ǔȴɩ�ȞîȮǢ	�ɩļ̵�ǔȴɨ�̉ǪǛ�ɫ

�Ɂ̟̿hŤ�̳ê�ă�Ȯņɕɩ�ɰó�Y� �

�

a� �ʴ��ǔȴɨ��ɑ�

�

ʴ�� ǔȴ�� �ň̻ǢĆ� ǟǖɥ� ̳§� ɩʀ� ô�ɫ� ˵ǔÀ� uƢƽ˼� ɷɼɿɫ� ɫ�Ɂ̿ɥ�

̟h̻Ȫ� ̵ó��  ļÀ� ȒːƂ÷ɥ� ̵� ��§��ȎƳ� Ʃ͌� ǟĺ�ɨ� ɫ��Ɂ� ÷úɳê� ǟǖ�

ɩʀ� ô�ȹǢê� ʞȼʓƘĚȹ}� Ɂ̿ɩ� ȵ§� ġƎȹ� ʞȼʓƘɥ� ɩ̻��ɳŐ� ̳ê�

ɫ�Ɂ̟̿hŤ�̳ʞ�ȡȥóê�ˍʞŐ�Ȟĵɉ�sɩ�ű̳ɀó�� �

�

X˵ǔÀ� uƢɨ� �ɑȹê� ɑŦ½Ŧ� ˵ǔ� uƢ̳ê� |ɩ�� ǟǖ� ǔȴɥ� ̻Ȫ� ͆ʞ�

ʓƘĚȹ}�Ɂ̿ɩ�h§�ġƎȹ�ʓƘĚɥ�ɫ�Ɂ̟̿hȹ�ʱȻȍ˭ʞ�ȡȥó�� Ŧ��

ǔȴ�ʀȹ�͔�Ɂ̟̿h�Ȍɫɥ�ơȥó��ʮǼ̶�ġ�͔�Ɂ̟̿hĴ�sɩ�̳Ƃ�ʐɤă�

ǫ�ɿɣŐ�Ƽɥ�ġ�͔�Ɂ̟̿hê�ɳŦŤ�ɸȥʞů�͆ʞ�ʄƽȹǢ�ɫ�Ɂ̟̿hê�

ğŐ�ɳŦŤ�ɸʞ�ȡȥ§�ġƎȹ�ʠ̾ɩ�Ȯņɚó�Y�

�

a� �¤ɢȴɨ��ɑ�

�

¤ɢȴɨ� �ɑȹ� ��§�ɩ� Ȼȏ̳�� ̆ɳ̳ê� §�ɩ� ƽʄɿɫ� ɫ�� Ɂ̿ɥ� Ȫ§̳ê�

�ɑ� ��§�ɤ� Vʟʃ� Ƚ�Wɨ� ƥȎɣŐ� ̻ú� ɫ�Ɂ̿ȹ� Ƚřčê� |ɩó��  ļÀ�

ȒːƂ÷ȹ� ʱȻ̵� ��§��ȎƳ� Ʃ͌� ǟĺ�ɤ�  ł}� Vʟʃ� Ƚ�Wɨ� ƥȎɣŐ� Ƚřď� Ǽ�

ɰê�ǔȴȹ�ü̻�ɫ�Ɂ̟̿hŤ�̶�Ǽ�ȵó��̵ó�� �

�

X§¤� ɓɁȹ� ü̻Ǣ� ɫ�÷ú� ƽǢh� uɯ̶� Ǽ� ɰê� ƥƬɩ� ȵó�� §¤� ɓɁ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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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Ǣê� �ɨ� ɓɁ�ʄȹ�ğĮ� ɓɁč�� ɰê� ƽƿɩó��  ."q͒À� ɩĽ� ƽƿɨ�

ˍʞê�ɶ�Ȣ��ɰó�� ̳ʞů�͆ȐɿɣŐ�ƬŎ�Ĝɨ�ʅĆh�Ɲ¸ʞ�ȡê�̵�§¤�ɓ

Ɂȹ�ɰȮǢ�ɫ�ɥ��ņ̳ê�Ʋ͒h�ôȍɬ�Êȹ�ɬȮÀ§�Ȯŋó�Y� �

�

�k�� ĉ`ñŪ� ÜEÎ� Œ}�

�

ȎƳ̵� ɫ�Ɂ̿ȹ� ü̻Ǣ� ƆĒ� üɧ̳ê� |ɩ� ɘ˒ɩʞů� ͆ȐɿɣŐ� ċȍȹ� üɧ̳ê�

|ɩ� Ȯņɔ� �ɑȹ� ̵̻� ȒiǪ� ̒ôɥ� ̻̄� ɑǥǾɝŤ� ʄ̶� ̱Ɏh� ɰó�� ȒːƂ÷ȹ�

ʱȻ̵� ��§� � ɨ� ɫ��Ɂ� úúɳɨ� Ȟĵɨ� űʶĿ� ȎƳ̵� ɫ�Ɂ̿� ƆĒȹ� ü̻�

ċȍȹ�üɧ̳§Ő�̵��ɑȹê�ȒiǪ�̒ôɤ�ǀ̱Ɏ̵�ʁʭh�Ďó��

�

X�ȎƳĎ� ƽʄɿɫ� ɫ�� Ɂ̿ȹ� ü̵� üɧȹ� ɰȮǢ�� ɑǥǾɝŤ� ʄ̳ʞ� ȡȥó��

uǥ̶�ƽƿɩ�ȎƳčƂ� ȹ�ü̻�ʀƽ�üɧ̳ê�|ɥ�ɘ˒ɣŐ�ʄ̽ó�Y�

�

� üƽƿɨ� óǼɨ� ��§�ɩ� ʓɎǔȴȹ� ɨ̵� ɫ�Ɂ̿ɩ� ɰó�� ̒ôčê� �ɑ	�  �

Ɂ̿ɨ� ȒiǪȹ� ü̻� ̒ô����	� ��� u�̳ê� |ɣŐ� À˱ÈɣƁ	� Ɂ̿ɨ� ȒiǪ� ̒ô�

§ʔɣŐê� VɁ̿�̮̻	�˕̻�ɨ�ƫɝ������	���� u�W���V̮̻�ɞ͊�����	��� u�W���V̮̻�

ʄĆ�����	� �� u�W� ǾɣŐ� à}� À˱Èó�� §˱� ɧøȹê� ̟hɨ� ɐɩǪ	� ü�Ƙ�

Ɂ̿Ćh�àɤ�ǢǇȇ	�ʀʽ�ǔȴ�ĜĆ�ɰȷó��

�

+c£ ��,� ĉ`ñŪ� ÜEÎ� Œ}� ëÁ� �$������

�
�

+c£ �,� ĉ`ñŪ� ÜEÎ� Œ}� hğ� �$������ ¿ÓĆ�� ū÷������hŅĆ�Ó� ę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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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Ć� TŻ� Ó¤�

�

� ʓɎǔȴ� ɫ�Ɂ̟̿hŤ� Ȑȍ̵� ��§�ɨ� ��������� u�h� ̟hȹǢ� ͓ɫĎ�

ɫ�Ɂ̿ɥ� ʕɩwÀ� ɂƥ� Ɯ� �ʅ̳§� ɝ̻� üɧ� �͘��;LAGF� HD9F�ɥ� ǼŪ̳�� ɰê�

|ɣŐ�À˱Èó��

�

+c£ ��,� ò¸
\ę� X¡TŻ� Ó¤� ëÁ� �$������
 

�
 
+Üĺ� �,� �Ć� TŻW� X��� mÁēAõÁē� æ�û�

�

a� �Êƽɿɫ�Ȯņɕ�ǔȴ�ƽǢɨ�ɾ̺��

�

ǔȴ� ƽǢɨ� ͈Ňɥ� ɩ»ȮÊê� ɬɤ� ǔȴ� ǥʄƽ˼� ȍɴ̻Ǣ� ʽ˩Ŧȇ̈� Ǧ�� Ĝ� ɳŘ�

Ǽʣ� ô�Ǒ� ȞîĮ� üɧ� �͘ɥ� ǼŪ̳�� ɩ̳̾ê� �ʄȹǢĆ� ȅʞ� ȡó�� ɩê�

ɫ��Ɂɝɘ͗ȹǢ� ɩ̾�͘ɥ� Ȍɫ̳wÀ� ɫ��Ɂɝɘ͗� �ǪɘɣŐ� ǔȴ� ƽǢɨ� ɺɩ� �

ʱȻ̳��ɰó��̻Ć�ȅ}�̻�ď�Ǽ�ɰê�Ǝʅh�Ȟîó�� �

� �

Xɫ��ʅh� �ɫ��Ɂ�ɝɘ͗ȹǢ� ÀɅó�� ̻Ǣ�  |ɩ� ɩ̾čê� |ɤ� Ȟîó��

ɌÎ̳Ƃ�ɩ̾ɤ�˅ʠ�ƽǢ�ɫ��Ɂ�ƽǢ�h� ȞîĮ�ǔȴ�ƽǢȹǢ�̳ê�|ɫă�ǔ

ȴ�ƽǢê�Ƭȹ�ğĮǢ�ɬɥ�̳ê�|ɩȮǢ�˅hɿɣŐ�̶�Ǽh�ȵó���ɫ��Ɂ�ɝɘ

͗ȹ� �ǔȴ�ƽǢɨ��ƽǢɺĚɩ�ɰó��  ľ��ɑ�Ƀͦņ� �ƽǢɺĚɩ� �ɩ̾���ň

̻Ǣ� ɫ��Ɂɝɘ͗ȹǢ� Þɨ̶� ġȹ�� ƥȮɿɣŐ� ű̶� |ɩó�� ˅ʠ� ƽǢĆ� ƆĘ�

ǔȴ�ƽǢɨ�ɬɥ�ó�Ȟê�|ɩ�Ȟî§�ġƎȹ�ɝɘ͗ȹǢ�ƝŐ�üøɥ�Ɖ̵ó�����

ȍj�ʭɩŤ�Ē�� �ɫ��Ɂ�ƽǢɫ��˅ʠ�ƽǢɉ�ǔȴ�ƽǢh�͈ɨ̻Ǣ�ʠ̶̾�ǼƟ

ȹ�ȵó�Y����§��ɨ�ɫ��Ɂ�÷úɳ��

�

a� �Êƽɿɫ�Ȯņɕɥ�Ɋ͒ȍ˭§�ɝ̵�ƥȠ��Ɂʠɨ�ɨʞɉ�üɧ��͘ɨ�Ê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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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ɩļ̵� Êƽɿɫ� Ȯņɕɥ� ¡ƶ̳§� ɝ̻Ǣê� ˄�� �Ɂʠɨ� ɨʞɉ� ̷°� üɧ� �͘ɥ�

ÊƽɿɣŐ� �m̳Ćő� ̳ê� ʁʭh� ̱Ɏ̳ó�� ɝȹǢ� ǔȴ� ƽǢŤ� Ǧė̳ê� ɬɨ� Ȯņɕȹ�

ü̻Ǣ� ɩȪ§̵� ��§� � ɨ� ɫ��Ɂ� ÷úɳê� ȞĵȹǢ� ˄�� �Ɂʠɨ� ɨʞh�

ʖɎ̳ó��̳ó��qʊ̳ɀó��

�

Xǔȴ� ƽǢê� ɬɩ� Ɲǒ�� ɳ§� ɬů� ʖɎ̳ó�� ǟi̳ƖŐ� Ǧė̳§h� ͨĚó��

ǔȴ� ƽǢȹǢ� ȭƵŤ� ̻ʓó� ƵƂ� ɳ§� ɬɩ� Ƞč§� ġƎɩó��  ĵǢ� ÊƽɿɣŐ�

�mɥ�ɬɣ˭ê�|ɩ�ʖɎ̳ó��� Ľă�Ƭʄ��ɟɩ�Ȟð�̵���ɟɥ�̻̄Ǣ��mɥ�

ɩ»Ȯ�Ê§ê�ͨĚ§�ġƎȹ�ʄƽʭɘȹǢ�qʊ̳��ɰóê�ȍ Òɩ�hȪ�̵ó�� 

ļƂ�ʟɘɤ�Ȯʩ�Ǽ�ȵɩ�͈ʊŤ�̶�ǼƟȹ�ȵó�� ɂŤ�ĚȮ�ǔ͗ɿ�hˑê�ʄƽȹ

Ǣ�ÊņɃê��Ǝȹ�ĚȮ�ɰɣƖŐ�˅ʠƽǢȹǢ�Ɣ�̳Į��̳Ƃ� �ǔȴ�ƽǢh�� ĵ

Ć�̵ó��ǔɺòɩ�qŇ̳}�˅ʠ̳Į��ʞȍŤ�̳Ƃ�ɬǔʸŦŐ�ɬɩ�Ďó�� � Ľă��

ǔɺòɨ�ŭɦɥ�ɕʟɩê�|ɤ��Ɂ̟hÀ�§�ɺ�̟hɬ�|ɩó�Y�

�

Ħ̵�üɧ��͘ɨ�ɩ̾�hìǪɥ�àɩ§�ɝ̻Ǣê� �Êɐɥ�̻ú�ǔȴ�ƽǢȹ�Êɼ̳͒ê�

|Ć� ̱Ɏ̳ó�� ƽʄɿɫ� ɫ�� Ɂ̿ȹ� üɧ̳ê� ɬ� ȼȍ� ��§�ɨ� ̻ú� ǔȴ� ƽǢɨ� ʱȻ�

ȵɩê�Ƞč§�ġƎɩó��ɩɉ��ň̻�ȒːƂ÷ȹ�ʱȻ̵���§� �� ɨ�ɫ��Ɂ�÷úɳê�

üɧ� �͘ɩ�ɫ�Ɂ̟̿h�Ƶ�Ǣȹ�÷�� ÀɃ§�ʀȹ� ǔȴ� ƽǢɉ�̷°� Þɨ̵ó��̳ƂǢ�

óɦ��sɩ�ű̳ɀó�� �

�

X˄ʏ� ɫ�Ɂ̟̿h� Ƶ�Ǣh� ÀɃ§� ʀȹ� i� ǔȴ� ƽǢ� ɫ�÷úɳĚɩ� ƆȻǢ�

˃̟ɥ�ʠ̾̽ó�Y� �

�

ȒːƂ÷ȹ� ʱȻ̵� ɍƽ� §�� ÷úɳɫ� ɩ̻��ɳ � Ć� ƽʄɿɫ� ɫ�� Ɂ̿ȹ� üɧ̻Ȫ�

̳ê�|ɤ������§�ɨ�̻ú�ǔȴ�ƽǢɩƖŐ�üɧ��͘ȹ�ü̵�ɨ�ǢŤ�ɴǪ̳§�ʀȹ�

żɾ�ǔȴ�ƽǢȹ�̻�ʵɥ�ʅȍ̻öĮ��̵ó�� �

�

XƎʅh�ɰê�ƽƿɥ�ƽǢƳŐ�Ȯĥ}�ɩ̳̾��̻�̶�|ɫʞ�ƐȮƷó��̻�ʵɥ�

ʅȍ̳ʞ�ȡɣƂ��ʅŤ�ʅȍ̵ó�Y�

�

a� �ɍƽɿɫ�Ȯņɕ�nʡ�Þİ��

�

ʓɎǔȴ� ɫ�Ɂ̟̿hȹǢ� ͈Ňȴʽȹ� ɨ̵� ɫ�Ɂ̿ɥ� ȎƳ̵� �ɑ� ��§�ɤ� ɳȏɨ�

Ɂ̿Ň�D=N=J9?=�Ť� ǔɐ̻Ǣ�  � Ɂ̿ȹ� üɧɥ� ̻Ȫ� ̵ó��  Ľă� �ʽɿɣŐ� Ȯĥ}�

Ɂ̿Ňɥ� ǔɐ̶� Ǽ� ɰɥʞȹ� �̻Ǣ� ɫ��Ɂ� ÷úɳĚɤ� ȐƋǛ� Ȯņɕɥ� �ê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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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ļ̵� Ɂ̿Ň� ̾ǔŐ� �ȫƬ� ɝƠɩÀ� nʡ� Þİȹ� ͞űŨ� Ǽ� ɰó�� ɩɉ� �ň̻�

ȒːƂ÷ȹ�ʱȻ̵���§� ��ɉ� � ɉ� �� ɨ�ɫ��Ɂ�÷úɳê�óɦ��sɩ�ű̳ɀó�� �

�

X�͈Ňȴʽh� ɫ�Ɂ̿ȹ� ȽřĎ� �ɑ��  � ͈Ňȴʽɉ� Źɤ� �ȫȹ� �ǵčȮȪ� ̳

ƖŐ� �ȫ̻ʞê�̶� Ǽ� ȵʞů�  � ȴʽȹ� ɳŘŤ� Ɏʼ̶� Ǽê� ɰɥ� |� sȞǢ� ��

§�ȹ� ļ̵�ʅȠɥ�̽ʞů�ÊƽȹǢ�§ičȷó�Y���§���ɨ�ɫ��Ɂ�÷úɳ��

�

Xɳ͗ǔȹ� ɫ��Ɂʞ˕� Ĝɩ� ɰêʞ� ʄĆê� ƐȮƸ� Ǽê� ɰʞů� ɳ͗ǔȹ� ü̵�

ɓɁ�jǨɥ�̶�Ǽê�ȵó�Y���§� �ɨ�ɫ��Ɂ�÷úɳ��

�

X�üɧ��͘ȹ��͈Ňȴʽȹ�ɫ��Ɂɥ�Ȑ̳̾}�̳��Ɔî˼Ŭ̳Įê�ƽƿɩ�ɰê

ă� }� ǔȐ� �ɺͦ�Ȯŋó�� ͈ŇȴʽĚɩ�Ǵ�Ɔɩ��Ɂǫǔȴɺɫ��ɑh�Űɤă�

ɾͥh� Ȯģ� �̵ɣŐ�  � ͈Ňȴʽȹ� ɫ��Ɂɥ� ̳Į�� ̶� Ǽ� ɰêʞ� Ȯŋóê� ǟ

iɩ�Ęó�� � ļ̵�Ɏ��ɳʽh��Ħ�óţ�nʡȹ�̻ú̶�ǼĆ�ɰɥ�w�só�Y���§

���ɨ�ɫ��Ɂ�÷úɳ��

�

 ł§� ġƎȹ� ͈Ňȴʽh� ƽʄɿɫ� ɫ�� Ɂ̿ɥ� Ȫ§̵� �ɑȹ� �ȫƬ� ɝƠ�� nʡ�

Þİɥ�̮̳ƂǢ� ȹ�üɧ̳ê�ƥƬɣŐ�ʓŐ�Þɨčê�|ɤ�ɫ��ʌʖ�ǢȫǢɩó��

�

X͈Ňȴʽh� �ɫ�Ɂ̿ɥ� Ȫ§̵� �ɑ�� ͈Ňȴʽɉ� �ȫɥ� ̻ʞ̵óê� ÊɐɣŐ�

�üɧ��͘ɥ�ǫɑê�|ɤ��ƬšɿɣŐ�ųʞ�ȡ§�ġƎȹ�ʠ̳̾§�Ȯņɚó��͈Ňȴ

ʽ��ȫ�ƽƿ���ň̻Ǣê�͈Ňȴʽȹ�ɫ����ň̵�ǢȫǢŤ�ơwÀ�ɶ̳ê�͈Ň

ȴʽȹ�ɫǭ̌ǄŤ�ʓê�ƥȠɥ��Ƙ�ʖȹ�ɰó�Y���§���ɨ�ɫ��Ɂ�÷úɳ��

�

a� �ɍƽɿɫ�Ȯņɕɥ�Ɋ͒ȍˢ�ʕ�ƥȠ��ƫɿɫ�¢w�ŭň��̸Ƭɿɫ�Ɂ̿Ň�̾ǔ�Ɔǝ��

�

��§�� ɫ��Ɂ� ÷úɳ� ʖȹǢ� �ȫƬ� ɝƠ�� nʡ� Þİɥ� ̮̳ƂǢ� ͈Ňȴʽȹ�

Ɂ̿Ňɥ�̾ǔ̻�ɫ�Ɂ̿ȹ�üɧ̶�Ǽ�ɰ§�ɝ̻Ǣê��ƫɿɫ�¢wh�̱Ɏ̳óê�ɩȪ§Ť�

̳ɀó�� ȒːƂ÷ȹ� ʱȻ̵� ��§� �� ɉ� ��§� � ɨ� ɫ��Ɂ� ÷úɳê� ɩɉ� �ň̻�

óɦ��sɩ�ű̳ɀó�� �

�

X�͈Ňȴʽh� ȽřĎ� ɫ�Ɂ̿ȹ� ü̵� üɧɩ�� �ȫƬ� ɝƠ�� nʡ� Þİɥ� ̮̳§�

ɝ̻Ǣê�Ƭ��ʅĆɨ�ƵɊɩ�̱Ɏ̳ó�Y���§���ɨ�ɫ��Ɂ�÷úɳ��

�

X�͈Ňȴʽȹ�� Vɫ�˕̻Ť� ̽ɣî� �ȫɥ� ̑§̶� wȪWĮwÀ� Ȯģ� Ǝʅh� ǟ§Ƃ�

�ȫɥ�ʖô̶�Ǽ�ɰó��̳§ê�ʊȒȇŀó�� �ȫ�ƽǢɉ�ɫ˼ǃŤ�̻ƵƂ�ɫ��ˏ

ƂȹǢê�ɩł}�ɩȪ§̶�Ǽ�ɰʞů�ȴɳĚɨ�ɯɺȹǢê�ƽ÷ȇļɗ̶�Ǽ�ɰó��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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ł}� Àhê� }� ɴɤ� ȴʽȹê� ȴƋŤ� �ʖ� ȍ˭�� ɯʰ� ʱȻ� §͗Ť� ʕɩê� |ɩ�

ď� Ǽh� ɰó�� �ȫ� ʊyȹ� ɫ�ȹ� �̵� |ɩ� ó� ĚȮh� ɰ¨� ̳ó�� ɩȹ� ü̻Ǣê�

Ƅ̵͓�hɩĖĮɫɩ�ÀɃƂ�ʐ�ó�Y���§��ɨ�ɫ��Ɂ�÷úɳ��

�

Ħ̵� ȒːƂ÷ȹ� ʱȻ̵� ��§� � �� � Ć� Ǉʙîȇ� ̑̈Ðh� Ɨˑê� ɫ�Ɂ̿ȹ�

üɧ̳§�ɝ̻�ʊö���ňĎ��ƫɩ�Ɲ¸ȮȪ�̵ó��̳ƂǢ�Ȟĵɉ�sɩ�ű̳ɀó��

�

Xhɺ�ɩǛɿɫ�ɨ�ɥ�ʓȍê�ɳƎɝɘɤ� � ʭ�̳Ć¥ɨ��ɑȹĆ�nʡɥ�ƵĮ��

̳êă� |ɥ�Ȯĥ}�ɩ̶̾�Ǽ�ɰêʞ�ƆŢ�ó�� ��§�ɩ�ʤ�Ť�ÊŨ�Ǽ�ɰê�

ǔıɤ� �Êƽ�� ʟɘǑɫă� űɩó�� �͈Ňȴʽɉɨ�� �ȫǢȹ� ǢȫǢŤ� ơê� ʁʭŤ�

ƤɣĮê� �ʽɿɫ� ʞ˕ɩ� ɰɣƂ� �ȫ� ƽǢȹ� ʅȠɥ� ̶� Ǽê� ɰɥ� |ɩó��

��§�ɩ� ƬɿɣŐ� ̄ʅ̶� Ǽ� ɰê� ƫɝh� ɰ§� ġƎȹ� ÐƋ� ɩǛɿɫ� |ɥ�

Ɏ�̳Ƃ�ȐƋȹǢê�ɩ̳̾§�Ȯŋó��¢Őɳ��ŦƵ͌ȹ��̻�͈ŇȴʽŤ�Ɔî˼Ŭ�

̶� Ǽ� ɰóĘʞ� ǢȫǢŤ� ơɥ� Ǽ� ɰóê� Ĝɨ� Ǜǫ̵� ʞ˕ɩ� ɰɣƂ� Ćɕɩ� ď� |�

só�Y���§� �ɨ�ɫ��Ɂ�÷úɳ�� �

�

X�ȫǔ̺ȹ� ü̻� ˉȐͦ� ɩ̳̾�� ɰê� ʖȹ� ɫ�˕̻h� ǔȴ̑̈Ðȹ� ɨ̻�

Ƣǟ̵� �ɑ�  � ǔȐůɣŐ� �ȫɥ� ̑§̳ê� Ĝ� qŇ̵� ʊˑŤ� ˍ̶� Ǽ� ȵê�

�ʊɩó�� ̶� Ǽ� ɰê� |ɤ� ǔʀ� Ǣȫɥ� ơê� ʄĆɬ� |ɩó�� ɫ�Ƶ͌Ť� ɝ̵�

ʅĆh� ɰê� ǔȴ� ̑̈Ðɉů� �ȫɥ� Źɥ� Ǽ� ɰĆő� ̳ê� Ĝ� ʊöʼɩ� �ȫƬɥ�

Ɲ¶Ƃ�þ�Ȓ̭̳��͙�ɿɣŐ�ǔȴ�̑̈Ðɨ�ɫ�ȹ�ü̵�Ɂ̿ɥ�ʅȮ̳ê�͙�h�

ɰɥ� |ɩó�� ɌÎ̳Ƃ� �§ȴ� ̉ǪǛ� §�ɩ� ͈Ňɳɉ� �ȫɳ� Ĝɨ� ǔȴ� ̑̈Ð�

ǥʄȹ� ɰȮ� ɮɨŐ� Vɫ�Ƶ͌ʅĆ� ŭňW� Ĝɨ� ʊ̺ɥ� ˅h̳§h� �ɺͦ� Ȯņɓ�

�ʊɩ§�ġƎɩó�Y���§� �ɨ�ɫ��Ɂ�÷úɳ��

�

ɺ§ɿɣŐ� ��§�ɩ� ͈Ňȴʽɨ� ɫ�Ɂ̿ȹ� üɧ̶� Ǽ� ɰê� �ƫɿɫ� ¢wh�

ŭňčȮȪ� ̳�ʞů�  ļ̵� ¢wh� ȵþĮĆ� ��§�ɩ� ͈Ňȴʽȹ� ̸ƬɿɣŐ� Ɂ̿Ňɥ�

̾ǔ̶� Ǽ� ɰê� ƥƬɥ� Ɔǝ̻Ȫ� ̵ó�� ɩɉ� �ň̻� ȒːƂ÷ȹ� ʱȻ̵� ɩ̻��ɳ � ê�

óɦ��sɩ�ɩȪ§̳ɀó��

�

X��§�ɤ� ɫ�� ʔǼ� ǢȫǢŤ� ơê� ʄĆŐ� �¥Ų� �ŦŤ� ó̽ó�� ̳êă�  

ł}�̳Ƃ�Ƞ�Ďó�� ͈Ňȴʽȹ�ɫ�˕̻h�ȵêʞ�ʊǔ̻Ȫ�̶�ɨƋŤ�ƽȻ̻Ȫ�̵

ó�� nʡŐ� Ƹ� Ǽ� ɰ�ʞů�  |ɤ� ʄú̳}� Ɏ�̶� Ǽ� ɰê� |ɩĮ�� ǟi̵ó�� ʄ

ƽ�ǫ¤�șê�|ɫă� ļ̵�Ɏ�ê�̶�Ǽ�ɰó�� �¥��ʄĆ�ɫ��˓͒ɿɩȮȪ�̵

ó��ǟi̳Ɓ� Ľ�ʄĆɨ�Ɏ�ê�͆ȐɿɣŐ�nʡɨ�ˆȹĆ�Ěʞ�ȡêóY� �

�

���� RW� ¾U�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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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ÄŽ� ŖD�

�

+Üĺ� �,� ĞöÄè� ĉ`ñŪŖD� RWê� �š� ÄŽ� ŖD� Ğı�

�

ʓɎǔȴ� ɫ�Ɂ̟̿hh� ɴǪĎ� �͘Ǣ� üŐ� Ħ̵� ͙�ɿɫ� ɫ�Ɂ̟̿hɨ� ɘ˒ɥ�

ʔǼ̳ƂǢ� ɩ̾ɩ� čȷêʞ� Ȼƽȹ� ü̻� ǔ͚� ̟hŤ� ̻Ȫ� ̵ó��  ļ̵� ǔ͚� ̟hê�

ÊƽɿɣŐ� ɫ��Ɂɝɘ͗h� ̶� ǼĆ� ɰ�� ɫ��Ɂɝɘ͗h� Ȟð� mǔȐɩÀ� óţ� §�ɩ�

̶�ǼĆ�ɰó�� Ħ̵�ȏŗ̶�ů̵�ɍƽȹǢ�ǔ͚�̟hŤ�̶�ǼĆ�ɰó�� �Ɂ̟h�ȼȍ�ɬʏɨ�

ɍƽȹǢ�̳ê�ǔ͚�̟hĮ��̶�Ǽ�ɰêă�ɩļ̵�ǔ͚�̟hɨ�ȼ̶ɥ��hɫ�ɝɘ͗h�̶�

ǼĆ� ɰɥ� |ɩó��Ɂ̟hɨ� Ǝʅʂȹ� ü̻Ǣê� 6Ȓː �7� ʓɎǔȴ� ɫ�Ɂ̟̿h� ɩ̾ɨ�

ċ§ɫ� �Ɂ̟hɨ� ɺôʂ�� Ǝʅʂ�� 6Ȓː ��7� ɫ��Ɂȹ� ü̵� �Ɂ̟hɨ� Ǝʅʂ��

ʅȰȹǢ�ɳǫͦ�óřȷó���

�

a� �ɫ��Ɂɝɘ͗ɨ�ǔ͚�̟h�

�

ɫ��Ɂɝɘ͗h�ʓɎǔȴ�ɫ�Ɂ̟̿h���ȹ�ü̻Ǣ�ǔ͚�̟hŤ�̶�ǼĆ�ɰɥ�|ɩó��

 ļÀ�Ȟĵɨ���§� �� �� �� ɨ�ɫ��Ɂ�÷úɳh�ű̳ê�|��sɩ�ɫ��Ɂɝɘ͗h�

ʓɎǔȴ� ɫ�Ɂ̟̿hȹ� ü̻� Ȟʓ� u�ɿɫ� Ƶ�Ť� ơê� ʄĆȹ�  ˑê� |ɤ� ȳƚ̵�

ɨƗȹǢê�ǔ͚�̟hĮ��Ƶ§ê�ͨĚó�� �

�

X�ǔ͚�̟hê�� ɫ��Ɂɝɘ͗ȹ�Ƶ�̶�ġ�ɩřȮʞêă	� ɝɘ͗ȹǢ�ɩřȮʞê�

̟hê� ɫ�Ɂ̟̿hɨ� Ȟʓ� �ʽɿɫ� Êɐȹ� ü̵� |ɤ� Ȟî�� ʀƠɿɫ� |ɩó��

�ɫ��Ɂɝɘ͗ȹ� �Ǫɘɫ�� ɩ̻��ɳĚɩ� iɳ� ɫ��Ɂȹ� ü̻� ƝĮê� ʂȹ� ü

̵�ɨ��ʄĆŤ�ʓ���ʊɿɩ��ʄʵɿɫ�Ǜǫ̵�ɨ�ɩ�ÀɃê�ɳŦê�Ȟîó�Y��

�§���ɨ�ɫ��Ɂ�÷úɳ��

�

X�ɫ��Ɂɝɘ͗ȹǢ�� ɫ�Ɂ̟̿h� Ƶ�Ǣ� ȒɨŤ� ̽ó�� ɫ��Ɂɝɘ͗ȹǢê�

ʓɎǔȴ� �ɫ�Ɂ̟̿h�ê�ÐƋ��ʽɿɩó�Ƶî�Þɨh�čʞ�ȡȥ��ʓŐ�§�ɓɁ�

�ɫ�Ɂ̟̿h�ȹ�ü̻Ǣ�Üċɳ�ɫ�ɩĮĘʞ�ƥƬŒ	�̟hĆ�ȹ�ü̻�Þɨh�čȷ

ó�� ǔȴ� �ň̻Ǣ� Ȼ§Ǣê� �ʭ� ͈ŇǔÀ� ɳ͗ǔ¬ʞĆ� Ɂ̟̿hŤ� ͓ɫ̳Į�� ̽

êă�  }� �Ƚ� hì̵h� ɨƎʂɤ� ɨɘɩ� ʅȍŤ� ̽ó�Y���§���ɨ� ɫ��Ɂ� ÷

úɳ��

�

a� ���§�ɨ�mǔȐ�ĜȹǢ�ǔ͚�̟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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ɫ��Ɂɝɘ͗h� ʓɎǔȴ� ɫ�Ɂ̟̿hŤ� Ƶ�� ơ�� Ȍɫ̳ê� ȼ̶ɥ� ̳§� ġƎȹ� óţ�

�ȹǢ� ɫ�Ɂ̟̿h� ��Ť� ǔ͚� ̟h̳ê� |Ć� �ņ̶� Ǽ� ɰê� ƥƬɩó�� ɩȹ� ü̻�

ȒːƂ÷ȹ� ʱȻ̵� ɍƽ� §�� ÷úɳɫ� ɩ̻��ɳ � ɤ� ǔ͚� ̟hê� mǔȐȹǢ� ÷ú̳ê�

|ɥ� ɘ˒ɣŐ� ̳�� mǔȐɩ� ɫ��Ɂ� ƽǢɫ� �ɑȹů� ɫ��Ɂɝɘ͗ȹǢ� ̳Ćő� ̳ɳ��

ʅȠ̳ɀó��

�

Xǔ͚�̟hê�mǔȐȹǢ�̳ê�|ɩ�ɿ̸̳ʞů�mǔȐɩ�ɫ��Ɂ�ƽǢɫ��ɑȹ

ê�ɫ��Ɂɝɘ͗ȹǢ�̳Ƃ�ʐɥ�|ɩó�Y�

�

ȒːƂ÷ȹ�ʱȻ̵���§� � ɨ� ɫ��Ɂ�÷úɳê�ȐʅŐ�mǔȐ��Üʊɝɘɺɩ�ǔ͚�

̟hŤ�̽ó��̳ɀó��

�

Xɫ�Ɂ̟̿h� ��Ť� Üʊɝɘɺ�� mǔȐȹǢ� ͓ɫ̳Ćő� ̳ɀó�� ɩ|ɤ� Ȯĝ

Ǣ�Ʒ�|ɥ�ğĮ�̵�|ɩ�ȞîĮ�ɳʽɿɣŐ�ȏǊǪɥ�àɩ§�ɝ̻�ǟi̻Ë�Ȟɩĝ

Ȯɩó�Y�

�

a� ��hɫ�ɝɘ͗ȹ�ɨ̵�ǔ͚�̟h�

�

ʓɎǔȴ� ɫ�Ɂ̟̿hh� ͙�ɿɣŐ� Ǽ̾č§� ɝ̻Ǣê�  � ��ȹ� ü̵� ǔ͚� ̟hh�

ɰȮȪ� ̳��  ļ̵� ǔ͚� ̟hê� ɍƽɿɣŐĆ� ɩřȮʡ� Ǽ� ɰó�� �Ɂ̟hĆ�  ļ̵�

ɍƽ̟hɨ�ɬƽĮ��̶�Ǽ�ɰó�� ̳ʞů�͆ɼɨ��Ɂ̟hŐê�ɫ�Ɂ̟̿hê�ƐŒɩwîɉ�

ɫ��ɁĆ� ʅüŐ� ̟hŤ� ơʞ� Ɖ̵óê� Ǉ̒ɩ� ʅ§č�� ɰó�� ɩɉ� �ň̻Ǣ� ȒːƂ÷ȹ�

ʱȻ̵� ɩ̻��ɳ � ɤ� �hɫ�ɝɘ͗h� ɬʄ̵� §ʔɥ� hʞ�� ɫ�Ɂ̟̿hŤ� ̟h̻Ȫ�

̵ó��ű̳ɀó��

�

Xʞ¤� ʓɎǔȴ� ɫ�Ɂ̟̿hɨ� ̩ʡɥ� ̟h̳ê� ȍȇ̂ɩ� ȵó�� �hɫ�ɝɘ͗

h�̟hƵ�ǢŤ�̟h̻ʗȪ�̵ó�� mǔɨ��ɑȹê��ʅ�ɫ�Êƽ�mǔɳh��ʅɿ

ɫ� ̦ʔɥ� hʞ�� mǔƵ�Ǣɨ� ̩ʡɥ� ̟h̵ó�� ɩł}� ʓɎǔȴ� ɫ�Ɂ̟̿hŤ�

̟h̳ê�§ʔɩ�ÀɉȪ�̵ó�Y�

�

�k�� UķĮ¡ĕĨ�

�

� �ˉʶŦʁʭɉ� �ň̻Ǣê� ɩ̻��ɳĚɩ� ɫ�ȹ� �̵� �ˉɩÀ� ɩɨŤ� ʅ§̶� Ǽ�

ɰê� ʲ�ɉ� ʁʭŤ� §�� ÊɍƽȹǢ� uƳɿɣŐ� ɓɁ̳�� ɰêʞ� ȻƽŤ� ͓ɫ̽ó��

üƽƿɨ� ��§�ɩ� ̻ú� ʲ�ɉ� ʁʭŤ� §�� Êƽȹ� ŭň̳�� ɰê� |ɣŐ� À˱Èó��

 � ʖȹǢĆ� Ƴuɨ� ʲ�� Ɯ� ʁʭŤ� ŭň������	� �� u�̳ê� Ǉɡɩ� §ʌ� �ˉʶŦ�

ʴÒɥ� ͕ɐ������	� �� u�̳ê� ǇɡƵó� ʊ¤� àȥó�§�� ɍƽȹ� �ˉʶŦʁʭ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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ɓɁ̵ó�� üø̵� ɧø§�ɤ� �Ő� ̦ȍh� čȮ� ɰɣÀ� §˱ȹǢ� � uɨ� ��§�ɩ�

§��ɍƽȹ��ˉʶŦʁʭŤ�Ē��ɓɁ̳��ɰóê�ˍʞɨ�üøɥ�̳ɀó���

�

+c£ ��,� ĈŦXTč� Ĉć� ęh� ī\� ³� ĕĨ� ¥�� ŮŹ� �$������

�
�

+Üĺ� ,� ĉ`ñŪŖDô� X�š� żWēĉ� UķĮ¡ĕĨć� ěM�

�

ʓɎǔȴ� ɫ�Ɂ̟̿hɉ� �ň̻Ǣ� �ˉʶŦʁʭh� ʖɎ̵� ɩɞê� �ˉʶŦʁʭŤ� ̻̄Ǣ�

ʅ§Ď� ɫ�� ˕̻� ʠʄɥ� ʓɎǔȴɥ� ǥʄ̳§� ɝ̵� ʖɎ̵� ̒ô� ɳŘŐ� Ǚɥ� Ǽ� ɰ§�

ġƎɩó�� ÊɍƽɿɣŐ� ɫ�˕̻Ť� ú̽óê� ʠʄɩ� Űɩ� ʅ§Ď� ǔȴɩĮƂ�

ɫ�Ɂ̟̿hŤ�̻Ȫ�̳ê�üǛɫʞ�ʠʞ̳}��ņ̻Ȫ�̵ó�� �

�

ğĮǢ���§�ɩ��ˉʶŦʁʭŤ�ʓɎǔȴ�ɫ�Ɂ̟̿hɨ�üǛ�ǔȴɥ�ǥʄ̳ê�ɳŘŐ�

͕ɐ̳§� ɝ̻Ǣê� ɩ̻��ɳĚɩ� �ˉʶŦʁʭȹ� ͙ɡɿɣŐ� ʃ¢̶� Ǽ� ɰĆő� ̳��

�ˉʶŦʁʭŤ�̻̄�ʠʄĎ�Êɐɥ�ƫʓ̳͒��˅ɿ̶�Ǽ�ɰȮȪ�̵ó�� �

�

a� ��ˉʶŦʁʭȹ�͙ɡɿɣŐ�ʃ¢̶�Ǽ�ɰȮȪ�̷�

�

ad�Êƽ�ʟɘɨ��ɑ�

�

͊ȎɿɣŐê� �ˉʶŦʁʭŤ� ɩɐ̶� Ǽ� ɰó�� ̳þĮĆ� Êƽ� ʟɘɩ� ȐʡɿɣŐê�

�ˉʶŦʁʭȹɨ� ʃ¢ɩ� ɐɩ̳ʞ� ȡɤ� �ɑh� ɰó�� ɂŤ� ĚȮ� nʡɩÀ� ǪͥŖȹ� �̵�

ʠʄɥ�ɫǔƽȹ�̳Ćő�̳Ȼ�ʟɘĚɩ�ʠʄɥ�̳ê�|ɥ�¯Ŧ}�ĎóĘʞ	�ʠʄ�Êɐ¬ʞê�

ȞîþĮĆ� ʠʄɥ� ̽óê� |� ɳʽh� §�� Êȹ� ͗ɳčȮ� ʠʄɥ� ¯Ŧ}� čê� �ɑĆ� ɰó��

ɩĽ� �ɑ� �ˉʶŦʁʭȹ� ü̵� ʃ¢ɩ� ȐʡɿɣŐ� hì̳Ćő� ̻Ȫ� ̵ó�� ɩɉ� �ň̻�

ȒːƂ÷ȹ� ʱȻ̵� ��§� � ɨ� ɫ��Ɂ� ÷úɳê� ��§�� ʟɘĚɤ� Ǝʅh� ɰþĮĆ�

Ǝʅʅ§Ť�ɶ�Ƞ�̳§�ġƎȹ��ˉʶŦʁʭh�ɰȮĆ�ȏ��yǼh�̳ÀĆ�ȵó��̳ɀ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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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ȴȹǢê�̉Ƴͦ�̇ê�ǔıɩ�ȵȮ�Ȓi̵�ƎʅŤ�ɬɣ˭ê�ǔıɩ�ȵ�	�ɴ

ɤ�Ǝʅh�ɰþĮĆ�Ǝʅʅ§Ť�ɶ�̳ʞ�ȡêó�� Ï�ʱê�ǔıɩ�Űɥ�|ɩó�� 

ĵǢ�Êƽ�Ǝʅ�̻�ɥ�ɝ̵�̟hê�Ȑ͙Ǫɤ�ȵɥ�Ǽ� ɰó�� ɫ�˕̻��ʅʁʭh�

ɰʞů�ȏ�Ť�̳ʞ�ȡȞ�Ȼ˹¬ʞ�ȏ��yǼh� yɫ�|ɣŐ�Ȣ��ɰó��Ǝʅh�ɰ

ó�ê�é½ʞů��§ȴɨ�̉ʤɩĮ�̶�Ǽ�ɰó�Y�

�

��§�� ʖȹê� ɩļ̵� V��§�ɨ� ̉ʤWɥ� �ņ̻Ǣ� ćŪɿɫ� �ˉʶŦ§�ɥ� ��§��

ɍƽȹ�Ē��ɓɁ̳ê�ǔŏh�ɰó��ȒːƂ÷ȹ�ʱȻ̵���§��ɨ�ɫ��Ɂ�÷úɳê�ɩɉ�

�ň̻�óɦ��sɩ�ű̳ɀó�� � �

�

Xɫ�ǭ˼Ť�uǴŤ�̳ɀó��ǪͥŖ	�ʟɺÊ��Ŕͨȹ�̡˜ȇ̻�ůĘ�|ɩó��ʟɘ

Ěɩ�ɫǔƽȹ�hǢ�ǪͥŖ��nʡɥ�Ƙɘ̳ê�|ɩ�ÐƋ�ͨĚó�� ĵǢ��ǔȹǢ�

Ȣ�Ǽ�ȵê�**ȹ�Ŵ¨�|ɩó��ʊǔŤ�¼Ê��ɝɘ͗Ť�Ⱦ§¬ʞê��ǔȹǢê�Ȣ�

Ǽ�ȵó�� ȏ�ɫɩ�¼¬ʞ�ɪƄɣŐ�̳ņƂ�¼¬ʞ�ɪƄɣŐ�̶�ǼĆ�ɰó�� ʟɘɩ�

̮̻ɳɩwÀ�h̻ɳɫ��ɑ�ɩ̻��ɳĆ�Ƙɘɥ�ʅ§̶�Ǽ�ɰó�Y� �

�

ae�ɍƽ�ɩ̻��ɳɨ��ɑ�

�

��§�ɤ� ɩ̻��ɳĚ	� ̉ͦ� ͈Ňȴʽɨ� ɩ̻��ɳh� ȅ}� �ˉʶŦʁʭȹ� ʃ¢̶� Ǽ�

ɰĆő�̻Ȫ�̵ó��ȒːƂ÷ȹ�ʱȻ̵�ɩ̻��ɳ � ê�͈Ňȴʽɉ��ȫɥ�ʽ�̶�ġ� ��ȫ�

Êɐȹ� �ˉʶŦʁʭŤ� ̷̡ȍ˭wÀ	� ̭̔Ņɥ� ůĚȮ� ͈Ňȴʽ� ÜċɳĚȹ}� Ʀ̡̳ê�

ƥȠɥ�ʅȍ̳ɀó��

�

X͈Ňȴʽɨ� ɩ̻��ɳȹ}� ɫ�Ɂ̿ɩ� Ƣǟ̶� hìǪɩ� àʞů� ɩ̻��ɳĚɩ�

Ȯĥ}�ʠʄ̻Ȫ�̳êʞ�ƆŢ§�ġƎȹ��ȫɥ�ʽ�̶�ġ� � �Êɐɥ��̷̡ȍ˭wÀ�

̭̔Ņɥ� ůĖê� ƥȎɣŐ� ɩ̻��ɳĚɩ� �ˉʶŦʁʭȹ� ȅ}� ʃ¢̶� Ǽ� ɰĆő�

̻Ȫ�̵ó�Y� �

�

a� ��ˉʶŦʁʭȹ�ʅ§Ď�ʠʄɨ�Êɐɥ�˅ɿ̶�Ǽ�ɰȮȪ�̷�

�

��§�ȹǢ� ʠʄɩ� ĚȮɉĆ� ď� Ǽ� ɰê� ̵� §őɥ� Å§ʞ� ȡ�� ʶŦ̵óê� �ɑĆ�

ɰȷó�� ɩł}� čƂ� �ˉʶŦʁʭŤ� ̻̄� ȮĢ̵� ǔȴɩ� ɫ�� ɝ͂ɩ� ˪� ǔȴɫʞ� ͓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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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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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ÐƋ� Űóê� ʂɩó�� �ʅʁʭh� ÐƋ� ŰȞ� ̸̄ɿɣŐ� ɓɁčʞ� ȡ�� ƿʁ͒čȮ� ɰ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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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ȴʽ�ˏȹǢ�żɾ�ɫ��Ɂ�ɫʝʅĆh�ɰóê�Žɬɥ�ƵÊʘó��ǜŐɓ�|ɩĮ��

̻Ǣ� ǦƄ͗ȹ� ʱǣɥ� ̽ó�� ɫ�� ʫɣŐê� ɍƽȹǢ� �ɑŦ� §�ɥ�� ̟h̻ʓê�

ʅĆh� ȵêă	� �ȴʽ� ˏȹǢ� ɫʝʅĆê� §�ɥ�� ʄǪɿɣŐ� ̟hŤ� ̳ê� |ɩĮ��

̻Ǣ�ʅ � ɳ�ɯɺȹǢê� �ɑŦ�§�ɥ��Ȯĥ}�Ƶ��ɰêʞ�ȢȞƵƂ�ʐɥ�|�sȞǢ�

Ȓǔ�Ǉɐɥ�Ê��ɫʝɥ�ȏʼ̽ó�� Ľă�̳��Ƶî¬�ɫ��Ɂ�ʫɣŐ�þ�̶�ɬɩ�

þ�ŰȞʉó��ʅüŐ�̳ņ��̳î�ɬɩ�þ�ŰȞʉó��§ƷɿɣŐ�rˈ�|ɤ�rˋêă�

�Ć͒h� ̱Ɏ̶� |� sȥó�� uɫɿɣŐê� ɫ�ɝȹǢ� ɩļ̵� ɬɥ� ̻ʓƂ� ʐ�ó��

ɫ�ɝȹǢ� óţă� ɍʓŤ� ʓĘ� ʟʃ� ̳Ę� ̟hŤ� ̻ʓƂ� ʐ�ó�� �̟ɤ� � Ù�

ôɝŐ� ¥̳}� ̻Ȫ� ̳î� ʭĮŦ� �̟ȹǢ� ǌʞƂ� ʐ�ó�� ʭ¢ʭ¢� ʅüŐ� ̶�

|ɩƂ�ɫ�ɝȹǢ�̳Ƃ�ď�|� só�� �̟ȹ�ÕɣƂ�ǍŦ�ʄʮɩȪ�č�ʞů�ȐʅŐ�

ɫȎɨ� ʄʮɩÀ� ɩĽ� ƽƿɤ� Űɩ� ğĮɃʞ� ȡ}� ď� |� só�� ÷úɳê� �ǵ� ŵÙ�

ƓhŤ�̻Ȫ�̳ê�|ɩ�ͨĚó�Y� �

�

ȒːƂ÷ȹ�ʱȻ̵���§��ȎƳ�Ʃ͌�ǟĺ�ɨ�ɫ��Ɂ�÷úɳê� � ʸůɘɥ�ĚȻǢ�ɍƽ�

§�ɣŐƽ˼� ɫ��Ɂȍȇ̂� ɑǼ§�� ɫʝɥ� ơȥó�� ̳êă� ɫʝ� �ʄ�� ɨƗȹ� ü̻Ǣ�

óɦ��sɩ�ű̳ɀó�� �

�

Xʽ˩Ŧȇ̈Ť� ɴǪ̻Ǣ� Ȯé� ʄĆ� ˉʋɩ� čȮȪ� ɫʝɥ� ơɥ� Ǽ� ɰó�� ɫʝ�

§�ȹǢ� � Ƅɩ� ɉǢ� ʀ� ʟɘɥ� ʊǔ̳�� ͆ɺĆ� ƥƎ̵ó�� ƽǢƳŐ� ʊǔĆ� ̳��

§�ɺĆ� ɫ˼ǃ̳ɀó�� �ɫʝɥ� ơɣƂ�� ɫ��Ɂ� ƽƿȹǢ� Ȯé� ʄĆ� Ƞʄɿɩ��

ǥĒŐ� Àh�� ɰóê� |ɥ� ɨƗ̵ó�� ǟi̵ó��  Ŧ�� ȐʅŐ� ɫʝ� �ʄȹǢ�

Êƽ�ʄɩÀ� ʁʭŤ� ʀƠɿɣŐ� {̳̃�� ʄǇ̻Ȫ� ̽§� ġƎȹ� §�ʭɘȹǢĆ�

Ćɕɩ�čȷó�Y� �

�

ȒːƂ÷ȹ� ʱȻ̵� óţ� ��§��ȎƳ� Ʃ͌� Ǖʅ�ɨ� ɫ��Ɂ� ÷úɳê� óţ� ��§�ɩ�

ɫʝɥ� ơɤ� |ɥ� Ƶ�� ǀȠ̻Ǣ� ɳȏɨ� ��§�Ć� ɫʝɥ� ơȞȪ� ̳êʞ� �Ƙɥ� ̳��

ɰó��̳ɀó�� �

�

X�Ɂ̟hȹ�ɫ��Ɂɩ�ĚȮh�ɰɣî�͗ǔ�ɯɺȹǢê�ƓhŤ�̻Ȫ�̳êă�ŭ˕�

ɾͥ� ˝Ǧ̳̐ê� ȴʽh� ɫ�� ǪǽĆ� ̟hĮê� |ɥ� ʅȠ̽ó�� ɬʏɨ� ɫʝɩ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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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úɳ� ɯɺȹǢê� ƋȶɩĮĆ� ̻Ȫ̳ê� }� Ȟðh� ȕ�� ɝȹǢĆ� VɩĽ� w� ̻Ȫ�

̳ê� |� ȞîÎW�� ƐȮƷó�� §ǔȹǢ� ŵƩ� Ȯé� §�ɩ� ɫʝɥ� ơȥóê� Êɐɥ�

ƵƂ� ̻Ȫ� ̳êh� ȕ§Ć� ̳ó�� ɩĽ� |Ć� �hɫ�ɝɘ͗h� ÀǢǢ� hɩĖĮɫɥ�

ʓƂ�ʐ�ó�Y� �

�

ȒːƂ÷ȹ�ʱȻ̵���§� � ɨ�ɫ��Ɂ�÷úɳĆ�ɫ�Ɂ̟̿hŤ�ɶ�̽êʞ�̟h̶�Ǽ�

ɰê�hɩĖĮɫɩ�ȵó��̳ƂǢ�ü̦Ǫ�ɰê�ɫ��Ɂ�ɫʝɩ�ɰóƂ�ơ�ó��̳ɀó�� �

�

Xɫ�Ɂ̟̿hŤ�ɶ̽êʞ�̟h̶�Ǽ�ɰê�hɩĖĮɫ�Ĝɩ�ƽʋ̳ó�� ł§�ġƎ

ȹ�ůȫ�Ƅ̵͓�ɨƗɉ�ü̦Ǫɩ�ɰê�ɫ��Ɂ�ɫʝɩ�ɰóƂ�ơɥ�ɨ̿ɩ�ɰó�Y� �

�

a� ��Ɂ̟h�ʅĆ�uǥɥ�ɝ̵�ʅȰ�

�

ȒːƂ÷ȹ� ʱȻ̵� Űɤ� ��§�� ɫ��Ɂ� ÷úɳĚɤ� �Ɂ̟h� ʅĆ� uǥɥ� ɝ̻Ǣê�

�hɫ�ɝɘ͗h� ʟʃ� ��§�ɨ� ɫ�Ɂ̟̿hȹ� ü̻� ̟h̳ê� Ĝ� ɬʄ̵� ȼ̶ɥ� ̻Ȫ�

̵ó��̳ɀó�� �

�

ȒːƂ÷ȹ� ʱȻ̵� ��§� � ɨ� ɫ��Ɂ� ÷úɳɉ� ɩ̻��ɳ � ɤ� �Ƙ�ɪɝɘ͗ɨ�

ʼŊĆ� ̟hh� mǔɝɘ� ̟hȹ� ƠɁčê� |ʶĿ� �hɫ�ɝĆ� ɫ�Ɂ̟̿hŤ� ̟h̻Ǣ�  �

̟hh��Ɂ̟hȹ�ƠɁčĆő�̻Ȫ�̵óê�ˍʞŐ�ű̳ɀó��

�

Xɫ��Ɂ�̟h�ʷĆh�̝ıȹ�ɰêă�ɑŦê�ʷĆȹ�ɰê�|ɥ�ó�̽ʞů�** ̵�

§őɩ� ȵóê� ɩɞŐ� ƽʄɿɫ� ̟hh� Àɋó�� �Ɂ̟hŤ� ɫ�� ʀƎhh� ̳ê�

|ɩ� Ȟîó�� �Ƙ�ɪɝɘ͗ê� ʼŊĆ� ̟hŤ� ̳êă�  |ɩ� �Ɂ̟hȹ� ƠɁɩ�

Ďó�� �hɫ�ɝɘ͗Ć���§�ɨ�ɫ��ɁɩÀ�ɫ�Ɂ̟̿hȹ�ü̻�̡Ǜɥ�̳ê�

Ĝɨ�ƥȎɣŐ�̟hŤ�̻Ȫ�̵ó�Y���§� �ɨ�ɫ��Ɂ�÷úɳ��

�

X�Ƙ�ɪɝɘ͗h�ʼŊĆ�̟hŤ�̳êă�ʂǼê��uê�Ƞ�čʞů�Ĝ¥ɤ��uh�

Ďó�� ɩʶĿ� ɫ��Ɂ� Ĝ¥ɥ� ɫ�ɝɘ͗h� ̽ɣƂ� ʐ�ó�� Ǵɝ� ɫ��Ɂ� Ǫ��

̟hʅĆŤ� ůĚȮ� ɫ��Ɂɨ� i� ô�ƳŐ� Ĝ¥ɥ� Ž¨� ͚� ̸ǖ̳Ȼ� ̟hŤ� ̳Ƃ�

ď�|ɩó��ɫ�ɝɉ�ƬƋƽh�̷°�̟hŤ�̻Ć�ʐ�óY�ɩ̻��ɳ ���

�

ˀʂ�  ŝ� ɫ˼ǃȹ� ʱȻ̵� ɩ̻��ɳĚĆ� mǔɘȹǢ� ��§�� mǔɝɘɥ� ̟h̳ěɩ�

�hɫ�ɝɘ͗h���§�ɨ�ɫ�Ɂ̟̿hŤ�̟h̳Ƃ�ʐ�ó��ʅȠ̳ɀó�� �

�

Xɫ�Ɂ̟̿h���ȹ�ü̵�{ʝ�§�ɩ�̱Ɏ̳ó��ǟi̳êă��hɫ�ɝɘ͗h�

 � ɬɥ� ̻ʓƂ� ʐ�ó�� mǔɘȹǢ� ƆĘ� ʄĻ� ʞ̦ȹ� ü̻� §ʔɥ� ɸ�� ʴʂ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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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êă� ɫ�ɝȹǢĆ�  Ľ� |ɥ� ʭɐ̻Ǣ� ʴʂ̻ʓƂ� ʐ�ó��  }� §ɼɝ� ʂǼŐ�

ƠɁɩ� čȮǢ� ʀƎǪ� ɰ}� �ɫ�Ɂ̟̿h� ��Ť�� ̟h̵� |ɩ� �Ɂ̟hȹ� ƠɁɩ�

čƂ�ʐ�óY�ɩ̻��ɳ ����

�

X̻ɍ�§�Ě�Ưˑŭ˰�̽ɥ�ġ�i�§ȴɨ�ɫ��Ɂ�Ǽʔɥ�Ƣ̦̳ê��ɑh�ɰó��

�ɑŦĆ�� �hɫ�ɝɘ͗� ʖȒɣŐ� �ȏŇ� ɰê� §�ɩ� ��§�ɨ� ɫ�Ɂ̟̿h�

��ȹ�ü̻�{ʝɥ�̳Ƃ�ʐɥ�|ɩó�Y�ɩ̻��ɳ ���

�

ȒːƂ÷ȹ� ʱȻ̵� ��§� � ɨ� ɫ��Ɂ� ÷úɳ� ȼȍ� mǔɘȹǢ� ��§�� mǔȐɥ�

mǔŤ� ̳ê� |ʶĿ� �hɫ�ɝɘ͗ȹǢĆ�  ļ̵� ̟hŤ� ̳��  � ̟h� Êɐɩ� �Ɂ̟hȹ�

ƠɁɩ�čƂ�ʐ�ó��̳ɀó�� �

�

XmǔɘȹǢ� ʄ§ɿɣŐ� ��§�� mǔȐɥ� mǔ̵ó�� ˪� �ɤ� ƥƎ̻Ǣ� ̟hŤ�

̳�� ɴɤ� §�ɤ� ǢşŐ� ȒǔŤ� ̵ó�� ɫ�Ɂ̟̿hȹ� ü̻ǢĆ� �hɫ�ɝɘ͗h�

 ļ̵� ȎɣŐ� ̟hŤ� ̳�� ɩł}� �hɫ�ɝɘ͗h� ̟h̵� |ɥ� �Ɂ̟h̳ê�

�ȹǢ�ƠɁ̳Ƃ�ʐɥ�|ɩó�Y�

�

ȒːƂ÷ȹ�ʱȻ̵���§� ��ɨ�ɫ��Ɂ�÷úɳĆ�sɤ�ˍʞŐ�óɦ��sɩ�ű̽ó�� �

�

X�Ɂ̟h� ʞ̦ȹǢ� ɫ�Ɂ̟̿hê� ʌˑ̳č� �hɫ�ɝɘ͗ɨ� uƳ� ̟h��Ť�

�Ɂ̟hȹ�ƠɁ̳ê�|ɩ� ̸ú̳ó�� ɫ�Ɂ̟̿hŤ��Ɂ̟hȹ�ÝȻǢ�l� |ɩ� Ȟ

îĮ�ɫ�ɝȹǢ�i��§ȴɣŐƽ˼�Ƶ�ǢŤ�ơ��̟h̵�ɩ͚�ɿʁ̵�ɳŘŤ�Ǽʣ

̳Ȼ�ʅ�̳ê�|ɩ�̱Ɏ̳ó�Y�

�

�Ɂ̟hŤ� ĔļȖ� ɝɉ� sɤ� Ǝʅɨ� ɘɫ� ʖȹ� ̳Àê� �Ɂ̟hŤ� ̳ê� ʄƽƽʶÀ�

ʞƥɳʽôʽh�ɫ�Ɂ̟̿h	�ÀȞh�ɫ��Ɂȹ�ü̵�ɩ̻h�ȵ§�ġƎɩó�� ļ̵�ɩ̻Ť�

àɩ§� ɝ̵� ƥƬ� ʖȹ� ̳Àê� ʄƽƽʶÀ� ʞƥɳˑôʽŐ� ̳Ȼ¤� ɫ�Ɂ̟̿hŤ� ̳Ćő�

̳ê�|ɩó��ȒːƂ÷ȹ�ʱȻ̵���§� �� ɨ�ɫ��Ɂ�÷úɳê�ɩɉ��ň̻�Ȟĵɉ�sɩ�

ű̳ɀó��

�

Xʄƽƽʶƽ˼�ȇȇŐ�ɫ�Ɂ̟̿hŤ�̻Ȫ	���§�ɨ�ɫ�Ɂ̟̿hŤ�ɶ�ɩ̶̻�

|ɩó�Y�

�

�Ɂ̟h� ɝɘɫ� ɩ̻��ɳ � ɤ� �Ɂ̟hŤ� ̻̄Ǣ� ʓɎǔȴ� ɫ�Ɂ̟̿hɨ� Ȑ͙Ǫɥ�

ʅ�̳ņƂ��Ɂ̟hɨ�̳ɝ�̟hʞ̦ȹ� �Êɐɩ�̦ �̷čȮȪ�̳�� �̟h�§ʔɣŐ�͙�ɿɫ�

ɫ�Ɂ̟̿hɨ�ɘ˒ɩ�ʅȍčȮȪ�̵ó��̳ɀ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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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ʓɎǔȴ� ɫ�Ɂ̟̿hɨ� Ȑ͙Ǫɥ� ʅ�̳�ɳ� ̵óƂ	� ��§�� �Ɂ̟hɨ� ̳ɝ�

̟hʞ̦ȹ� ̷̡čȮȪ� ̳Ɓ	�  � ǫƽ̟hÊɐɣŐ� � hʞ� hˑh� ʅȍčȮȪ� �̶ |ɮ��

͙�ɿɫ� ʓɎǔȴ� ɫ�Ɂ̟̿hŤ� ̳�ɳ� ̵óƂ� ̼Ȓ� hˑȹ� ü �̵ �Ļ T͒�ʽ͒h�

ɩřȮʡ�̱Ɏh�ɰɣƁ	�ɩŤ�ɝ̻Ǣê�Ƀͦņ�ʱȻǪ��̡�Ǫ	�ʵƋǪɣŐ�̼Ȓ�hˑŤ�

ˆǴ̳�	�Ȼ§ȹ�̆ƄǪ��ʖüǪɥ�ÝȞÊȪ� �̶|ɮ�Y�

�

+Üĺ� �,� hŅ� ę�� JÌą� ýš� ęç�

�

ȒːƂ÷ȹ�ʱȻ̵���§��ɫ��Ɂ�÷úɳĚɤ�ʅĆɿɫ�ʅȰ���ň̻Ǣ�ɫ�Ɂ̟̿h�

��� Ƶ�Ǣ� �uɨ� ɨƋ͒	� �hɫ�ɝɘ͗ɨ� ɫ��Ɂȹ� ü̵� ˝Ǧ̐� ǢǇȇ	� ɫ��Ɂ�

÷úɳɨ�ȁɳŤ�ʄ̳ê���	�ɫ�Ɂ̟̿h�ɩ̾ɨ�Ƭɿ�ɨƋ͒�Ĝɥ�ʅȠ̳ɀó��

�

a� �ɫ�Ɂ̟̿h����Ƶ�Ǣ��u�

�

ȒːƂ÷ȹ� ʱȻ̵� ɩ̻��ɳ � ɤ� ɫ�Ɂ̟̿h� ��� Ƶ�ǢŤ� ʅĆɿɣŐ� �u̳Ćő�

̻Ȫ�̵óƂǢ�ɅȐhȇƇ̦�ŦƵ�Ǣ�ʅˈɨƋŤ� �ɂŐ�Ěȷó�� �

�

Xʞ¤� ��§�ȹǢ� ɨƋɿɣŐ� �u̻Ȫ� ̳ê� Ƶ�Ǣê� �Ɂ̟hƵ�Ǣɩó��

ʞǵhì�Ɂ� Ƶ�ǢÀ� ǔ͗ɿhˑƵ�Ǣ� �uê� ǥ˺ɿɩó��  Ľă� �§ȴǑ�

ȞîĮ� ǔ§ȴ� ʖȹǢĆ� ɬʄ̵� Ɏyɥ� rˇ� §ȴɤ� ɅȐhȇƇ̦�ŦƵ�ǢŤ�

ɨƋɿɣŐ�͔�ƽȹ�ʅˈ̶�ɨƋh�ɰó�� ɫ�Ɂ̟̿h���� Ƶ�ǢĆ� Ľ� ȎɣŐ�

hȪ�̵ó�Y� �

�

ˀʂ� ŝ�ɫ˼ǃȹ�ʱȻ̵�ɩ̻��ɳ � ɤ�ɫ�Ɂ̟̿h����Ƶ�Ǣ��uŤ�ʶɦȹê�

��Ő�̳óh�Àʖȹê�ɨƋh�čƂ�ʐ�óê��̻Ť�ƣ͉ó�� �

�

X ." �ň̻ǢĆ� ¤ɢ§�ȹǢ� �ȍŤ� ̳}� čȮ� ɰêă	� ��§�ɨ� ɫ��Ɂȹ�

ü̻Ǣê� �ȍɨƋŤ� ƽȻ̳ê� |ɩ� ȮĤʞ� ƆŢ�ó�� ʶɦȹê� ��Ő� ̳óh�

ɨƋŐ�hƂ�ʐɥ�|ɩó�Y�

�

a� ��hɫ�ɝɘ͗ɨ�˝Ǧ̐�ǢǇȇ�

�

Ȓːɫ˼ǃȹ� ʱȻ̵� ɩ̻��ɳ � ê� Ąŭ˩� �hɫ�§�ɉ� sɩ� �hɫ�ɝɘ͗ȹǢĆ�

��§�ȹ�ɫ��Ɂȹ��̵�˝Ǧ̐ɥ�̻ʓȮȪ�̵ó��̳ɀó�� �

�

XĄŭ˩� ǔŏʶĿ� ɫ��Ɂɥ� ʞɘ̳ê� �ɿ� §�ɩ� ɰȮȪ� ̵ó�� Ąŭ˩ê�

�hɫ�ɝɘ͗ȹ� ˝Ǧ̐� §�h� ɰó�� ̳êă�  ł}� �ɿ� §�ɩ� ʵɮɥ� ʈȪ�



 

   141 

̵ó�� �hɫ�ɝɨ� ȇ̡ˎ� ɫ�� ̉ƳʊǔôʶĿ� ůĚƂ� čʞ� ȡÀ�� ɫ�ɝ� ƽǦŐ�

ůĚȮ��ɟĆ�̳��˝Ǧ̐Ć�̳ê�ɫ��Ɂǭ˼h�̱Ɏ̳ó�Y� �

V�

��§�� ɫ��Ɂ÷úɳɫ� ��§� �� ɨ� ɫ��Ɂ� ÷úɳê� �hɫ�ɝɘ͗À�

ʓƋƽʶȹǢ�ɫ�Ɂ̟̿hɉ��ň̻Ǣ�˝Ǧ̐ɥ�̻ʕ�|ɥ�ʅȠ̳ɀó��

�

XŵÙ�ʠ̾ɥ�̻Ȫ�̵óƂ�ĆʼȹǢ�˝Ǧ̐ɥ�̻ʓƂ�ʐ�ó��ǪƳɁ̟̿hê�Ćȹ

Ǣ�˝Ǧ̐ɥ�̻ʔó��Ć�ǖ̳ɨ�Ƚ��§�ɩ�ǪƳɁ̟̿h�˝Ǧ̐ɥ�̻ʓê�|ɩó��

˝Ǧ̐ɥ� ơɥ� ġ� �S�ö� ċȠ� ʀ͒� �Ʃ� ʄĆ̳�� �Ʃɤ� ʟʃ� ůÀ�� ɩŽɬŐê� �

Ʃ�ʄĆ�ɩȪ§̳ƂǢ�Ǵ̳̄ɀó��˝Ǧ̐ɥ�ơê��ʄȹǢ�Ƚ�ɘɤ�ɩĽ�ɩȆŤ�Ǫ

ƳɁ̟̿hȹ�ÕɣƂ�ʐ�ó��ʅȠɥ�̻ʓ§Ć�̳ɀ��uǥ�ƥȠȹ�Ȯģ�ȎɣŐ�̳

Ƃ�ʐ�óê�ɳƎɥ�ʓ§Ć�̳ɀó�� ɫ�ɝÀ�ĆʼȹǢ�ɫ�Ɂ̟̿hɉ��ň̻ǢĆ�

ɩļ̵�˝Ǧ̐ɥ�̻ʓƂ�ʐɥ�|ɩó�Y�

�

a� �ɫ��Ɂ�÷úɳɨ�ȁɳŤ�ʄ̳ê����

�

ȒːƂ÷ȹ�ʱȻ̵���§� �� ɨ�ɫ��Ɂ�÷úɳê�ɫŇ�ƽʋ�ƎʅŤ�̻�̳ê�ƥƬɣŐ�

XȮģ� �Ɔɨ� ��§�ɨ� �ɑȹê� ɫ��Ɂȹ� ƅ� �ɨ� ɫŇɥ� ǔɐ̳ĮYê� Ȏɨ� ��h�

ɰȷɣƂ�ʐ�óê�ɨ�ɥ�ʅȍ̳ɀó�� �

�

Xɫ�ɝȹǢ� ŵçȲɥ� Űɩ� ƵÊêă� ʀ÷ƽǢŤ� ȮĝǢ� ̶� |ɫʞȹ� ü̻Ǣ�

̉ʄɥ� ̳ʞ� ȡ�� ɰó�� ʄƵƵȠɩÀ� Ƞʀ� ʫȹê� Ȟɂ� ʄɘɩ� ȲŭƂ� ƅ� ̬Ő�

ɫɘɥ�ĒĮê�|ɩ�ʄ̻ʈ�ɰêă	� ɫ�ɝȹǢ�ƅ�ƧƄ�ɩǛ�§�ɩƂ�óţ�ȴƋŤ�

�ɮ̶� Ǽ� ȵĆő� ʀ÷ƽǢŤ� ůĚĆő� ̳Ęʞ� ƅ� ̬Ő� ÷úɳŤ� Ʀˑ̵óĘʞ�

qʅŤ�̻ʓê�ƽƿɩ�ɰȮȪ�Ȑ̾ɩ�ɶ�ď�|�só��óĚ�ʖɎ̵�y�Ȟêă�ɩ�ɬɩ�

Ƶɩʞ� ȡê� Ǫ�Ť� ɝ̻Ǣ� ̳ê� |ɩ§� ġƎȹ� ɂǖĆ�  ł�� ʊʟɩÀ� ɫŇĆ�

 ł����§�ȹǢ�ƚȮʓ§Ć�ͨĘ�ƽƿɩ�ɰó�Y�

�

a� �ɫ�Ɂ̟̿h�ɩ̾ɨ�Ƭɿ�ɨƋ͒�

�

ȒːƂ÷ȹ� ʱȻ̵� ��§� �� ɨ� ɫ��Ɂ� ÷úɳê� ̻ɍ̆ɳ� ǔȴɨ� �ɑȹê�

͔�Ɂ̟̿hʶĿ�ɫ�Ɂ̟̿hŤ�̳Ćő�Ƭʅ̶͒�̱Ɏh�ɰóê�ʅȠɥ�̳ɀó�� �

�

X͔�Ɂ̟̿hʶĿ� ̻ɍ̆ɳ� ǔȴɨ� �ɑȹ� ɫ�Ɂ̟̿hĆ� ̄�̻Ȫ� ǔȴɥ� ̶�

Ǽ�ɰĆő�ʅĆɿɣŐ�ůĚȮʓƂ�ğŐ�Ǽ̶̾ʞ�ȻƽŤ��Ƙ̶�̱Ɏh�ȵɥ�|ɩó��

ɫ�ȹ�Ǝʅh�ɰɣƂ�ǔȴɩ�Ƞčê�ȎɣŐ�ʅĆh�ɰɣƂ�ʐɥ�|ɩó�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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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ļÀ� ȒːƂ÷ȹ� ʱȻ̵� ɩ̻��ɳ � ɫ� Ąŭ˩� �hɫ�§�� þ˩� ̬͌ůɤ�

Vɫ�Ɂ̟̿hWê� ɞȺ� §ȴ�� ɫ�� ɩ̾� ɘ˒ɩ� �ʄ̵� Xɫ�Ɂ̿ɥ�̟h̳ê�|Y�ê� Ĉ��

ȍjɥ� Űɩ� ĚȻǢ� Ƃƚ̳}� ɫ�Ɂ̿ɥ� {̳̃ê� ʁʭĮê� ʂȹǢ� óŢó�� ̳ƂǢ� ƆĘ�

§ȴ�Ħê�ƆĘ�ǔȴȹ�ɫ�Ɂ̟̿hŤ�̳Ćő�̳ê�|ɤ�͆Ȑɿɩʞ�Ɖ̳ó��̳ɀó�� �

�

XVɫ�Ɂ̟̿hWĮê�űɩ��Ć̳}�ǔɐč��ɰó��ǟi̵ó��ɞȺ�§ȴ��ɫ��

ɩ̾�ɘ˒ȹê� Xɫ�Ɂ̿ɥ�̟h̳ĮYĮ��čȮ�ɰêă� |ɤ� Vɫ�Ɂ̟̿hWɉê�

óţ�|ɩó�� |ɤ�ȮĢ̵�ƥȎɣŐĘ�ɫ�ɨ�ƽʄɿɫ�Ɂ̿ɥ�̟h̳Ƃ�Ďó��ɫ

�Ɂ̟̿hê��ɺͦ�Ĉ��ȍjɥ�Űɩ�ĚȻǢ�ɫ�ɿɣŐ�Ȯģ�ƽʄɿɫ�Ɂ̿ɩ�ɰ

êʞ�Ƃƚ̳}�{̳̃ê�ʁʭɩó�� ł§�ġƎȹ�ƆĘ�§ȴ�͍ɤ�ƆĘ�ǔȴȹ�ü̻

�̳Ćő�̳ê�|ɤ�͆Ȑɿɩʞ�Ɖ̳ó��ğĮǢ�§ʌɨ�͔�Ɂ̟̿h�Ĝ�§ʌ�̟hȹ

Ǣ�ɫ�ɿɫ�ȍiɥ�ƠɁ̳Ȼ�̶�ǼĆ�ɰ��ɫ��ɝ͂ɥ�ƿǣɥ�̵�͚ȹ�ɫ�Ɂ̟̿

hŤ�̶ʞ�ȻƽŤ��ʄ̳�� �Êɐɥ�Ŧ̡̳̐Ćő�̳ê�|ɣŐ�ˉƿ̶�ǼĆ�ɰó�

�ƬɣŐ�ƆĘ�§ȴȹ�ɫ�Ɂ̟̿hŤ�̳Ćő�̳ê�|ɤ�͆ȐɿɣŐ�ǀhì̶�Ǒ�Ȟ

îĮ�Ɲıʟ̳ʞĆ�ȡó��Ƀͦņ�ȇɝȇÀ�ćɬɩÀ�̬ĴȇʶĿ�ɫ�ȹ��̵�Ǜúʓ

ɨɨƋ�ɩ̾ɥ�ɨƋ̳͒Ćő�̳ê�|ɩ�þ�Àɤ�ƥƬɩó�� ȐʅŐ�§ȴɨ�ɫ�Ɂ̿

̟hŤ�ɨƋ̵͒�Ƭɥ�hʠ�ÀĮê�ȵê�|ɣŐ�Ȣ��ɰó��ɴɤ�͗ǔȹǢê�ɫ�Ɂ

̟̿h�üȏ�ɫ��ɝ͂ƿǣ�JAKC� 9KK=KKE=FL�ɥ�ʠ̳̾ê�|Ć�ƥƬɩó��óů	�ɩ��

ɑ�ɩŤ�̆Ƅ̳}�Ƶ�̻Ȫ�̵ó�Y�

- �

���� ĞöÄè� ĉ`ñŪŖDê� �š� żWÎ� ĉÙ�

�

� ʓɎǔȴ� ɫ�Ɂ̟̿hɨ� ͙�Ǫɥ� ʊǔ̵� ��	� ɫ�Ǝʅ� Ƣ�	� ̮̻ɳ� �ʅ� Ĝȹ�

¦ʄɿ� Ɂ̿ɥ� Ɨʿó�� ɫȎ̵� §�ɤ� �����Ő� À˱ÈɣƁ� ͙�Ǫɤ� � ʂ� ůʂȹ�

���� ʂɣŐ� Ƶ̄� Ǽʔɥ� À˱Íó��  ļÀ� hɺ� Űɤ� ɧø§�ɫ� � u��������h�

¦ʄɿɩʞĆ�ƽʄɿɩʞĆ�ȡó��ɧø̳ɀó�� �

�

ʓɎǔȴ� ɫ�Ɂ̟̿hɨ� ͙�Ǫȹ� ü̻� ŵɑ�  łó�� ɧø̵� ��§�� ʖ� ȒːƂ÷ȹ�

ʱȻ̵� ��§� � ɨ� ɫ��Ɂ� ÷úɳê�  � ɩɞȹ� ü̻� XȐƋʠ� ʭɘȹǢ� ʓɎǔȴ�

ɫ�Ɂ̟̿hŤ� ̻Ƶî� �ɫ�ȹ� ü̻�� ǜŔ}� Ƹ� Ǽ� ɰê� Ƃɩ� ɰó�� Üʊɉ� ��§��

ÊƽȹǢĆ�¦ʄɿɣŐ�ƝĮƵ��ɰóY�Į��ø̳ɀó�� � �

�

ȒːƂ÷ȹ� ʱȻ̵� ɩ̻��ɳ � ê� ʓɎǔȴ� ɫ�Ɂ̟̿hh� ��§�ɨ� ɫ�ȹ� �̵�

ɫȎʅ�ȹê�Ćɕɩ�čȷʞů��Ɂ̟hŤ�ơ§�ɝ̻�͊ȎɿɣŐ�Ǽ̳̾ó�Ƶî�ȐʅŐ�ɫ��

ʌʖ�ʵɮɥ�ó̳ê�Ǽôɩ�čȷó��Ƹ�Ǽê�ȵó��̟h̳ƂǢ�óɦ��sɩ�ű̳ɀ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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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ċȠ� §ȴĚɩ� ɫ�ɥ� §ȴɨ� ɓɁ� ɘŦŐ� ǟi̳ʞ� ȡȥó�� �§ȴĆ�

ŭʯhʞɩó��  Ľă� ɫ�Ɂ̟̿hŤ� ̳î� ɫ�ɩ� §ȴ� ɓɁɨ� ɬƽŐ� ̷̡ď� Ǽ�

ɰ�óê� ʄĆɨ� ɫȎɤ� ǟ¨� |� só�� ̳ʞů� �Ɂ̟hŤ� ơ§� ɝ̻� ͊ȎɿɣŐ�

Ćɯčȷ§� ġƎȹ� ʂǼ� ŵ§§� �ɽɣŐ� ʠ̾č�� ɰó�� ȐʡɿɣŐ� ɫ�� ʝʠȹ�

§Ȼ̽êʞ�ƏêóƂ�wɨ�§Ȼ̳ʞ�ȡȥó��ǟi̵ó�Y� �

�

� ʓɎǔȴ� ɫ�Ɂ̟̿hŤ� ȍ̶̾� ġ� ɩ̻��ɳŤ� ȎƳ̽êʞ� Ȼƽȹ� ğĮ� ͙�Ǫ�

ɫȎĆh� àȞʞê� ɞɨƗ̵� ʭɩŤ� À˱ÍɣƁ	� Ħ̵� ɂƥ� Ɯ� �ʅ� �Ŧ�͘ɥ� ǼŪ̵�

§�ɩ�  łʞ� ȡɤ� �ɑƵó� ɫ�Ɂ̟̿hh� ¦ʄɿɫ� Ɂ̿ɥ� Ɨ˓ó�� ɫȎ̳ɀó��

ɩȹ� Ƶó� Ȑ͙Ǫ� ɰê� ʓɎǔȴ� ɫ�Ɂ̟̿h� Ǽ̾ɥ� ɝ̻� ɩ̻��ɳ� ȎƳ	� �Ŧ�͘�

ǼŪ�Ĝ�̟h�ʽ�Ť�ʂ{̳��ŭň̳ê��ʄɩ�Ɏ�Đɥ�Ȣ�Ǽ�ɰȷó��

�

���>h�

�

9��¾¦���²K¢éÛ9�±è°�Dè�

�

ǦƎ� ʊǔ� ��� ʖ� ��§�ɨ� ʓɎǔȴ� ɫ�Ɂ̟̿h� �̾ɥ� ̑ȟ̶� Ǽ� ɰê� ƽƿɤ�

óɦ��só��

�

���� Ĉũ� Øh�

�

� üƽƿɨ���§�������	���� u�ɩ�ǔȴȍ̾�͚ȹ�ǔȴ�ɫ�Ɂ̟̿hŤ�ȍ̳̾ɀó�� �

�

��� Ĉũ� hF�

�

� ʓɎǔȴ�ɫ�Ɂ̟̿h��͘�ǼŪƽ˼����Ƶ�Ǣ�ɴǪ¬ʞ�zŧ�ɩ̾§jɤ� �� uəɩ�

ǴɎĎ��ɑĆ�ɰȷʞů�̟�� ��� uəɩȷó�� �

�

���� ĉē�� ¯ē�� a»ē� ĉŜ��

�

� üƽƿɨ���§�ɤ� ɫ��Ɂɝɘ͗h�ɰȷó�� ɫ��Ɂɝɘ͗ɨ�ɝɘɺɤ� ɍƽ� ɝɘɫ�

�ɑ�������Ƶóê�§�ɺɫ��ɑ�������h�þ�Űȥó�� �

�

� ʓɎǔȴ�ɫ�Ɂ̟̿hŤ�Ǽ̵̾�Êƽ�ɫŇɤ� � Ƅɫ��ɑh� �����Ő�hɺ�Űȥ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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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Ɛɿɫ� ɳɘ�� �ň̻Ǣ� üƽƿɨ� ��§�Ěɤ� ʓɎǔȴ� ɫ�Ɂ̟̿hŤ� ɝ̻� ʵʄĎ�

ƳĆɨ�ɂǖ�ȵɩ�÷ú�ƽǢɨ�ɂǖ�Ĝɥ�hʞ��ɩ̾̽êă�Ơ�ɩǛɤ� � ůɘ�ɩ̳ɨ�

Ǉɐů�Ěɀʞů	��	 ůɘɥ�ˀ�̳Ȼ�Ǉɐɥ�ʞˈ̵��ɑĆ� ������čȷó�� �

�

� ɩ̾� §�� ʖ� ������ u�h� �ƫɿ� ɫ̬ĮĮ�� ̶� Ǽ� ɰê� ɫ��Ɂ� ɩ̾� ʞ˕�

�ʓɎǔȴ�ɫ�Ɂ̟̿h�ʊ̺ɥ�̷̡�ɥ�ɍƽȹ��u̳��ɰȷó��

�

���� ÄĔ� [ÿ�

�

� üƽƿɨ� ��§�ɩ� ʓɎǔȴ� ɫ�Ɂ̟̿hŤ� ɩ̳̾§� ʀȹ� ɫ��Ɂ� ƽǢÀ� ǔȴ�

ƽǢ� Ĝɥ� ǛüŐ� �ɟ̳ɀó�� �ɟɥ� ̳ʞ� ȡȥó�� ɧø̵� ��§�ɤ� �� uȹ�

ǀ�̽ó��

�

���� ĪUš� č��

�

� ʓɎǔȴ� ɫ�Ɂ̟̿hŤ� ȍ̳̾ê� ��§�ɤ� ɧø§�ɨ� �ƠǼ�������h�

V�hɫ�ɝɘ͗�b���§��ɫ��Ɂ�ŵçȲcɥ�ʱ�̳ɀó��

�

���� Óũ� Ğı� \Î�

�

� ��§�ɨ� �����h�ɍƽ�§�ȹ�ɝ˲̳ʞ�ȡ��ɫ��Ɂ�÷úƽǢh�ʓʽh�čȮ�ʟʃ�

ʓɎǔȴ�ɫ�Ɂ̟̿hŤ�ɩ̳̾ɀó�� �

�

� ɍƽ� §�ȹ� ɝ˲̵� �� u� ��§�ɤ� ɝ˲§�� ǥʄ� §ʔɣŐ� VʀƎǪ�������Wɥ� hɺ�

à}��ņ̳ɀó�� �

�

���� ŖD� �Æ� Äè� ÌĘ�

�

� ̟h� üǛ� ǔȴ� ǥʄ� ȍ� VɁ̿ɥ� ơɤ� ɩ̻��ɳ�  ŝɨ� ˍȫǪ������	� �� u�W	�

Vǔȴ�Ɔ��ŵˈȩ�̆ɳ¤ȩ�Ĝ������	��� u�W	�VɁ̿ɥ�ơê�ɩ̻��ɳ� ŝɨ�Ǽ������	�

�� u�WŤ�hɺ�Űɩ��ņ̳ɀó��

�

���� ĈŦXTč� őÞ�

�

� üƽƿɨ� ɧø§�������	� ��� u�ɩ� ʓɎǔȴ� ɫ�Ɂ̟̿h� üǛ� ǔȴɨ� ɩ̻��ɳŤ�

ȎƳ̳ɀ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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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ɩ̻��ɳ�  ŝ� ʖȹǢĆ� VÜċɳ������	� �� u�W	� VʞȼʓƘ������	� �� u�W	� V� ʭ�

͈Ň͗ǔ������	��� u�Wɥ�hɺ�Űɩ�ȎƳ̳ɀó�� �

�

���� TŻÊ� ĎÎ�

�

� ʓɎǔȴ� ɫ�Ɂ̟̿h� ɩ̾� ʀ� �͘ǢŤ� ɴǪ̳ê� ��§�ɤ� ��������� u�Ő�

üƽƿɨ�ɧø§�ɩ��͘ǢŤ�ɴǪ̳ɀó��

�

����� č�� ÓĦ� ¸Ù�

�

� � uŤ�ʅɍ̵�ƆĘ���§�ɩ�ɳŘ�Ǽʣȹ�ɰȮ�ʽ˩Ŧȇ̈Ť�͕ɐ̳��ɰȷó�� �

�

� ɳŘǼʣ�ƥȎɣŐê� VÊƽ��ʄ	�§ő�Ĝ�ƎǢ�ɳŘ�{̃������	���� u�Wh�hɺ�Űȥ�	�

 �óɦɩ� VǦƎ������	� �� u�W	� Vɫ˼ǃ������	� �� u�W	� Vǔȴ�͆ɺ�ƥƎ������	� �� u�W�

Ǿɩȷó��

�

����� ñŪć� þű� Œ}�

�

� Ơ�ʄĆɨ���§��������ɩ�ɫ�Ɂ̿ɥ�̒ô̶�ġ�ɷɼɿ�ɫ�Ɂ̿ɥ�̑ȟ̳��ɰȷó��

�

� ��§�ɩ� ɫ�Ɂ̿ȹ� Ƚřčê� ƥȎɣŐ� Vʟʃɿ� ɘɫ� ʅ�������	� ��� u�W	� Vjʃɿ�

ɘɫ�ʅ�������	��� u�W	�VǇʙîȇ���Ť�̻̄�ʟʃ��ňɩ�čê��ɑ������	��� u�WŤ�

�ņ̳��ɰȷó��

�

���� ñŪć� ÜEÎ� Œ}�

�

� üƽƿɨ�óǼɨ���§�����	� ��� u�ɩ�ʓɎǔȴȹ�ɨ̵�ɫ�Ɂ̿ɩ�ɰó��̒ôčê�

�ɑ	� �Ɂ̿ɨ�ȒiǪȹ�ü̻�̒ô̳ɀó��

�

����� �Ć� TŻ� Ó¤�

�

� ʓɎǔȴ�ɫ�Ɂ̟̿hŤ�Ȑȍ̵���§�ɨ� ��������� u�h� ʓɎǔȴ�ɫ�Ɂ̟̿hɨ�

ɬ͔ɣŐ� ̟hȹǢ� ͓ɫĎ� ɫ�Ɂ̿ɥ� ʕɩwÀ� ɂƥ� Ɯ� �ʅ̳§� ɝ̻� üɧ� �͘ɥ�

ǼŪ̳��ɰê�|ɣŐ�À˱È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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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ʌ� ʁʭ� Êȹ� ͍ɤ� §ʌ� ʁʭɉ� ƳuŐ� ɩ̻��ɳh� ɩɨʅ§Ť� ̶� Ǽ� ɰê�

ʁʭŤ� ŭň̳�� ɰȷó�� §ʌ� ʁʭɉ� Ƴuɨ� ɩɨʅ§� ʁʭŤ� ɓɁ̳ê� ��§�ɤ�

�����ɀó��� u�§�ɤ�§��ɍƽȹ�ɩɨʅ§�ʁʭŤ�ɓɁ̳��ɰȷó�� �

�

����� RW� ¾UÊ� VJ�

�

� ��§�ɨ� ��������� u�h� ʓɎǔȴ� ɫ�Ɂ̟̿h� ��Ť� ͐̚ɩʞŤ� ̻̄� ɍƽȹ�

�u̳��ɰȷó��

�

� óǼɨ� ��§��������ɩ� ɩ̻��ɳh� ȅ}� ɩ̶̻� Ǽ� ɰê� ƥȎɣŐ� Ƶ�ǢŤ�

�u̳§�ɝ̻�ÜŇ̳��ɰȷó��

�

� wɨ�üƽƿɨ���§��������ɩ�ʓɎǔȴ�ɫ�Ɂ̟̿hɨ���Ť��Ɂʠȹ�Ƶ�̳ɀó��

�

O��¾¦���²K¢éÛ9��[ä�Û9�

�

��§�ɨ� ʓɎǔȴ� ɫ�Ɂ̟̿hê� ˩}� XȲŭÀ� ɩ̾ɥ� ̽êhYɨ� ƽƿ�� XȮĥ}�

ɩ̾ɥ� ̽êhYɨ� ƽƿɣŐ� ÀãȮǢ� ̟hŤ� ̶� Ǽ� ɰó�� ʀɳȹ� ü̻Ǣê� ʀʽɿɫ� ɩ̾š�

Ǒ� ȞîĮ� ��§�ɨ� �ƆƳ� ɩ̾šɥ� ̟h̳ņ�� ̵ó�� ͚ɳȹ� ü̻Ǣê� ͙�ɿɫ�

ɫ�Ɂ̟̿hŤ� ɝ̵� � hʞ� ɘ˒�ʱȻǪ�̆ƄǪ	� ʵƋǪ	� ̡�Ǫ�ʖüǪ�ɨ� ʔǼ� Ȼƽ� Ɯ�

ʄĆŤ� hʞ�� ̟hŤ� ̳ņ�� ̵ó�� � hʞ� ɘ˒� ʖ� ʱȻǪ	� ʵƋǪ	� ̡�Ǫɩ� hɺ�

̼Ȓɿɩ��̆ƄǪɤ�ʱȻǪȹ	� ʖüǪɤ�̡�Ǫȹ�ƽǼɿɫ�ɘ˒ɩƖŐ�̷°�ƍȮǢ�̟hŤ�

̶�|ɩó�� �

�

���� Ĉũ� ëÁ�

�

�D�� Ĕıēĉ� Ĉũ��

�

�hɫ�ɝɘ͗ê� ����� ��� ��� ʓɎǔȴ� ɫ�Ɂ̟̿hŤ� ̼Ȓ� ÊɐɣŐ� ̵� b��§��

ɫ��Ɂ� ŵçȲcɿɐ� ��Ť� ̳ɀʞů� � Ùɩ� ʞÃ� ���� ��� ��� ͆ɼ� ʓɎǔȴ�

ɫ�Ɂ̟̿hŤ�Ǽ̵̾���§�ɤ�ɧø§��ʖ� �������u�ȹ�ǀ�̳Ȼ�ɩ̾�Ǽʔɩ�Éóê�

|ɥ�͓ɫ̶�Ǽ�ɰó�� �

�

ʓɎǔȴ� ɫ�Ɂ̟̿h� ɩ̾� �͘ɩ� ɰê� �ɑê� óǼ��� u�h� �� Ù�������	�

��� Ù�������ȹ� ˅ʠ� ʖɩwÀ� ˅ʠ� ɂʄɫ� |ɣŐ� À˱È�	�  ļ̵� �͘ɩ� ɰ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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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ʖȹǢ�ʓɎǔȴ�ɫ�Ɂ̟̿h��ň�÷úɳŤ�ʞʄ̵�§�ɤ� ��������� u�Ő�ůɬ�

��� Ùȹ�óȍ�Ȑ˹ʊǔŤ�̳Ƃ�ɩ̾šɤ� � ƦŐ�ëȮÄ�|ɣŐ�ɂǛĎó�� �

�

 ļÀ� ʓɎǔȴ� ɫ�Ɂ̟̿hŤ� Ȑȍ̳ʞ� ȡɤ� ɩɞȹ� ü̻Ǣê� ɫɿ	� Ɛɿ� ɳɘɨ�

ƽʋɩ� �����Ő� hɺ� àȥ�	� ɩ̻̾Ȫ� ̳êʞ� ƈĳóê� ɧøĆ� �����À� čȷêă	�

Ƌɳɘ��Ƌ�Ȓ�Ē�ɩɞ�ƆĒ�ȅ}�¡ƶ̶�Ǽ�ɰê�|ɤ�ȞîȮǢ	�ȐʅŐĆ�Ȑȍ̳ʞ�ȡɤ�

��§��ʖ��ƠǼ�������h�ɫ�Ɂ̟̿h�ɩ̾��͘ɥ�hʞ��ɰʞ�ȡȥó�� �

�

�k�� VVhX� a«ê� ��� Ĉũ��

�

ǦƎ�ʊǔê�b��§��ɓɁȹ��̵�Ƭšcȹ�ğţ��§ȴ��ʔʄƽ§���§˱��§�	�

bʞƥ�§ȴƬcȹ�ğţ�ʞƥ�§ȴ	�bʞƥɳˑôʽ�ˈɳTˈȽ§�ɨ�ɓɁȹ��̵�Ƭšcȹ�

ğţ�ʞƥɳˑôʽ�ˈɳTˈȽ§��ʖȹǢ��ȼɳˑôʽ�ˈɳTˈȽ§�ɥ�üǛɣŐ�̳ɀó�� �

�

��§��ƳŐ�ɩ̵̾�ȁɳŤ�ƵƂ�ʞƥ�§ȴɩ� ��uŐ�hɺ�Ű�� �óɦɩ�ʔʄƽ§�

ɣŐ� ��u	�  Ŧ�� §˱��§�� ��u	� �§ȴ� ��u	� �ȼɳˑôʽ� ˈɳTˈȽ§�ɩ� ��uɩ

ó��

�

̳ʞů� ��Ù�§ʔɣŐ��§ȴɩ� ��u	�ʔʄƽ§�� ��u	�§˱��§�ɩ� ��u	�ʞƥ�

§ȴɩ� ��u	� �ȼɳˑôʽ� ˈɳTˈȽ§�ɩ� ���uɩƖŐ� �§ȴɨ� Ƭʄ� ʏşƳ� ɩ̾šɤ�

�§ȴɩ� �����	�ʔʄƽ§�� �����	�ʞƥ�§ȴ� �����	�§˱��§������	��ȼʞɳʽ�ˈ

ɳTˈȽ§�� �����ǾɣŐ�À˱À�ǛüɿɣŐ�ɫɿ	� Ɛɿ�ɳɘɩ�ƽʋ̵��ȼʞɳʽ�ˈɳTˈ

Ƚ§�ɨ�ʓɎǔȴ�ɫ�Ɂ̟̿h�Ȑȍɡɩ�ŵɑ�Éɤ�|ɥ�͓ɫ̶�Ǽ�ɰȷó�� � �

�

ɫɿ�ɳɘ��ɩ̾š�ɨ���ȹ�ü̻Ǣê�ɮʟɘ�ǼŤ�§ʔɣŐ���§�ɨ��ƆŤ�ÀãȮ�

ɩ̾šɥ�ƿǣ̵���ȹǢĆ�ĖļÈó�� �Ƅ�Ɨůɨ�ɮʟɘ�ǼŤ�hʠ� ��uɨ���§��ʖȹ

Ǣê� �uů� ɩ̾������̳ɀ�	� �Ƅ� ɩǛ� �Ƅ� Ɨůɨ� ɮʟɘ� ǼŤ� hʠ� ���u� ��§��

ʖȹǢĆ� ��uh� ɩ̾�������̵� |ȹ� Ǉ̻	� �Ƅ� ɩǛ� �Ƅ� Ɨůɨ� ɮʟɘ� ǼŤ� hʠ�

��uɨ���§��ʖȹǢê� ��uh�ɩ̾�������̽�	� �Ƅ�ɩǛɨ�ɮʟɘ�ǼŤ�hʠ� ��u

ɨ���§��ʖȹǢê� ��uh�ɩ̾�������h�ɩ̳̾Ȼ�ɫɿ�ɳɘɩ�ŰɥǼő�ɩ̾šɩ�àȞ

ʞê�|ɥ�Ȣ�Ǽ�ɰó��

�

sɤ�ŶįȹǢ�ɫɿ	�Ɛɿ�ɳɘɩ�Űɤ��§ȴɨ�ɩ̾šɤ� �����Ő�óţ� ŝƵó�Ǜúͦ�

àȥó�� ̉ͦ��§ȴ�ʖȹǢ�b��§�ɨ�ɓɁȹ��̵�Ƭšc�ʅ�ʊȹ�ğĮ�ɳǖ��Ɔh� �

ʊ� ɘ� ɩǛɫ� ȍɺ͊� �§ȴɤ� ��uɫă�  � ʖȹǢ� ǦƎȹ� ɧø̵� ��u� ʖ� �uh� ʓɎǔȴ�

ɫ�Ɂ̟̿hŤ�̽ɣƖŐ�˄Ǵ� �����ɨ�ɩ̾šɥ�Ƶɩê�ǯɩ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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Ɛɿ�ɳɘɨ��Ɔ��ɉ�ɩ̾šɨ���ê�þ�ƿƄ̳ó�� ���Ù� ��u��§ȴɨ�ɳǖ�Ɔê�Ɔ

Ē�̸ʾǢ� ���ʊ�ɘɩó�� ��uɨ�ȍɺ͊��§ȴɩ� �����ʊ�ɘɩ�� �uɨ�ʔȍɺ͊ɩ� ��

ʊ�ɘɩó����uɨ�ʔʄƽ§�ɨ�ɳǖ��Ɔɨ�̸ɤ� �����ʊ�ɘ	���u�§˱��§�ɨ��ɑê�

����ʊ�ɘ	� ��u�ʞƥ�§ȴɨ��ɑê� ����ʊ�ɘ	� ���u�ʞƥɳˑôʽ�ˈɳTˈȽ§�ɨ��

ɑ� ����ʊ�ɘɩó�� �ǦƎ�ʊǔê� ���uɨ��ȼʞƥɳˑôʽ�ˈɳTˈȽ§�ɥ�üǛɣŐ�̳ɀɣ

À� ɳǖ�Ɔȹ� �̵� ƳĆɨ� ̄�� ɳŘh� ȵȮǢ� ���uɨ� §ʊʞƥɳˑôʽŤ� ̷̡ȍˣó���

Ƭʄ�ʏşƳ���§�ɨ�ɳǖ�̸�ɉ���§��ȁɳŤ�ÀãƂ���§��ú�̟��ɳǖɩ�ÀɃ

êă� �§ȴɤ� ����ʊ� ɘ	� ʔʄƽ§�ɤ� ���ʊ� ɘ	� §˱��§�ɤ� ���ȯ� ɘ	� ʞƥ�§ȴɤ�

�	�ȯ�ɘ	�ʞƥɳˑôʽ�ˈɳTˈȽ§�ɤ����ȯ�ɘɩó�� �

�

+ř �,� čÅ� a«�� Ã[š� ¼Ę� ĝ�½� VVhXć� Ĉũ�� �

¼Ę� ĝ�� Õč� čÅ� VVhX� �� Ŗb�

čÅ� �čÅ
Õč��

VVhX� ��

Ŗb� čÅ� Ãā�

Ĉũ��

�§ȴ� ��u� ���ʊ�ɘ� ����ʊ�ɘ� ������ ������

ʔʄƽ§�� ��u� �����ʊ�ɘ� ���ʊ�ɘ� ������ ������

§˱��§�� ��u� ����ʊ�ɘ� �	��ȯ�ɘ� ����� ������

ʞƥ�§ȴ� ��u� ����ʊ�ɘ� �	�ȯ�ɘ� ����� ������

ʞƥɳˑôʽ�

ˈɳTˈȽ§��

���u� ����ʊ�ɘ� ���ȯ�ɘ� ����� �����

��ȼ�̵ʄ��

�

�ɳǖ�ȁɳê�Ƭʄ�ʏşƳ���§��ú�̟��ɳǖɩĮ��Ƹ�Ǽ�ɰó����§��ú�̟��ɳ

ǖ�Ǉɡɤ� ļ̵�̟��ɳǖɩ�Ƭʄ�ʏşƳ���§��ú�̟��ɳǖ�ʀʽȹǢ�ʭʞ̳ê�Ǉɡ

ɩó��

�

ɩł}�Ƹ�ġ�Ƭʄ�ƿşǛɨ���§�ɨ�ɳǖɨ�̸�Ť���§�ɨ�ȁɳŐ�Àä�¤ȩɨ�Ǿ

Ǣɉ�ʓɎǔȴ�ɫ�Ɂ̟̿h�ɩ̾šɤ�ǾǢê��§ȴ	�ʔʄƽ§�	�ʞƥ�§ȴ	�§˱��§�	�

�ȼʞɳʽ�ˈɳTˈȽ§�ɣŐ�ɬˑ̵ó�� ɩł}�Ƭʄ�ʏşƳ���§��ú�̟��ɳǖɥ�ƵƂ�

�§ȴɨ�ɩ̾šɩ�Ɍ�hɺ�àɤʞ	�ʞƥ�§ȴɩ�§˱��§�Ƶó�ɩ̾šɩ�Ɍ�àɤ�ʞ�ɩ

̻h�Ďó�� �

�

�|�� Vhèć� Ĉũ��

�

�§ȴɤ�ˉƿͦ�ʓɎǔȴ�ɫ�Ɂ̟̿hŤ�̽ó��Ƹ�Ǽ�ɰɥ¬��Ƭʄ�ʏşƳ���§��ú�

̟�� ɳǖɩ� ʀʽȹǢ� ʭʞ̳ê� Ǉɡ�� ɩ̾šɥ� Ǉ�̳Ƃ� óţ� ��§�ɤ� ƆĒ� ɩ̾š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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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ɳǖ�Ǉɡɥ�Ǜ̳͗êă�Ǉ̻	��§ȴů� �����������Ő�˪�̢ɣŐ�̵̳͗ó�� �

�

§ȴ��ɫ��Þɨh�ȍɴĎ�ɩɞê�ü̦ɿɫ�ɫ��˕̻ɳh��wȹê��hɀʞů� �ǫ§ȹ�

ĚȮǢƂǢ�§ȴɣŐ¬ʞ�͓ɺčȷ§�ġƎɩó��  ł}�͓ɺĎ�ɩɞê�ó�ɿ�§ȴɨ�ˈ͆ɣ

Ő��wɉê�öŦ��hɉ�ųŻê	�Ȟî��hƵó�þ�Űɤ�ƽŤ�hʠ�§ȴɩ�Ĝɺ̽§�ġƎɩ

ó�� ğĮǢ��§ȴɨ�ʓɎǔȴ�ɫ�Ɂ̟̿h�ɩ̾š� �����ê� ʀ̈́�àó��̶� Ǽ� ȵó�� Ƀͦ

ņ��ȼʞƥɳˑôʽ�ˈɳTˈȽ§�ɨ�ɩ̾š� ����ê�̟��ɳǖ�Ǉɡ� ����ȹ�Ǉ̻�àɤ�Ǽ

ʔɩĮ��̶�ǼĆ�ɰó�� �

�

�§ȴɨ�ʓɎǔȴ�ɫ�Ɂ̟̿h�̻˹ɨ�Ǝʅʂɤ��§ȴ�ʖȹǢ�ʓɎǔȴ�ɫ�Ɂ̟̿hŤ�

̳ʞ�ȡɤ�ȍɺ͊��§ȴ� �uɨ�ɳǖ��Ɔh� �����ʊ�ɘɩĮê�ʂɥ�ƵƂ�þ�͓Ȑ̳ó��ɩ� �

u���§�ɨ�ɳǖɨ�̸ɫ� �����ʊ�ɘɤ� ��uɨ�ʞƥ�§ȴ�� ���uɨ�ʞƥɳˑôʽ�ˈɳ

TˈȽ§�ɨ�ɳǖ�ʀʽŤ�̸̵�¤ȩɫ� �����ʊ�ɘƵó�Űó��ůɬ��§ȴ�ʖȹǢ�ʓɎǔȴ�ɫ

�Ɂ̟̿hŤ�̳ʞ�ȡɤ�ʔȍɺ͊��§ȴ� �uɨ�ɳǖɨ�̸ɫ� ����ʊ�ɘɥ�ɝ� �uɨ��§ȴɨ�

ɳǖɨ� ̸�� þ̳Ƃ� ɩ� �uɨ� �§ȴɨ� ɳǖɨ� ˃̸ɤ� �����ʊ� ɘɣŐ� ʞƥ�§ȴ� ʀʽɉ�

ʞƥɳˑôʽ� ˈɳTˈȽ§�� ʀʽɨ� ɳǖɨ� ̸ȹ� §˱��§�� ʀʽ���u�� ɳǖɥ� þ̵� ¤

ȩ��ųŻ}�Ďó�� �

�

+ř ��,� ±Ĉũ� Vhè�ć� čÅ� a«ô� |�� VVhX� Ĕıć� čÅ� a«�

¼Ę� ĝ�� Õč� čÅć� Ť�

Ɨɩ̾��§ȴ� �ȍɺ͊�� �� �����ʊ�ɘ�

Ɨɩ̾��§ȴ� �ʔȍɺ͊�� �� ����ʊ�ɘ�

ʔʄƽ§�� ��u� �����ʊ�ɘ�

§˱��§�� ��u� ����ʊ�ɘ�

ʞƥ�§ȴ� ��u� ����ʊ�ɘ�

ʞƥɳˑôʽ�ˈɳTˈȽ§�� ���u� ����ʊ�ɘ�

�

ɩȹ� þ̻� ʓɎǔȴ� ɫ�Ɂ̟̿hŤ� ɩ̳̾ʞ� ȡɤ� �uɨ� �§ȴĚɤ� ƆĒ� ɫ�� ɝ͂ɩ�

àɤ�ʴ��Ɯ� ȹÐʞ�ǖȴɩwÀ�ü�Ɔ�yǦ��ɓǼ�ǖȴȹ�ǵ̻�ɰ��wƨÑȇh�ȫ̵�ɾ

uƢ� �hȹǢ�ǔȴɥ� ̳ê� �Ć� �uÀ� Ďó�� ğĮǢ� ɳǖɨ� �ƆÀ� ǵ̻� ɰê� ǖȴɩÀ�Ǽ

̳̾ê�ǔȴɥ�Ƹ�ġ��§ȴɨ�ʓɎǔȴ�ɫ�Ɂ̟̿h�ɩ̾šɤ�Ǜúͦ�ɾʊ̳ó��̶�Ǽ�ɰ

ó�� � �

�

��� üļ� ğÓ� ëÁ�

�

�D�� ŘYÎ
Ġ�Î� ğÓ� ë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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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ʓɎǔȴ�ɫ�Ɂ̟̿hȹǢ�̡�Ǫ��ʖüǪɨ�ɘ˒ɩ�̉Ƴͦ�ʞˢʈȪ�̳ê�ɩ̾�ô��Ɯ�

ǫƽ�ʁʭê��͘�ǼŪ�ô��̉ͦ�ƫɝ�Ǧʄ�ʁʭ�ɉ�ɳŘ�ƿǣ�ô�ɩó��

�

��� Äè� ÌĘ� ĕĨ�

�� ŖD� �Æĉ� ĞöÄè� ÌĘĈ� ēĕŨyD��

�

ȧȹǢĆ� qʊ̽ʞů� ʓɎǔȴ� ɫ�Ɂ̟̿hɨ� Ǫ̕ê� ̟h� üǛ� ǔȴ� ǥʄȹ� öņɰ§�

ġƎȹ�ǔȴ�ǥʄ�ʁʭȹǢɨ�̡�Ǫ�ʖüǪ�ʔǼê�ŵɑ�ʖɎ̳ó�� �

�

ğĮǢ� ��§�ɤ� ̟h� üǛ� ǔȴɥ� ǥʄ̶� ġ� VǔȴWɨ� ƫɝh� ̡�ɿɩĮê� ɩ̻h�

ɰȮȪ� ̵ó��  ļÀ� ʓɎǔȴɨ� ̡�Ǫ�� �ň̻Ǣ� ǔȴɨ� ƫɝŤ� ƽʄɿɫ� Ɂ̿ȹ�

Xʟʃɿɫ� ɘɫɥ� ʅ�̳ê� ǔȴɣŐ� ƷóY�� üø̵� ɧø§�ɩ� ��� uɀɣÀ� XjʃɿɣŐ�

ɘɫ� ʅ�ɥ� ̳ê� ǔȴ¬ʞ� ƷóYê� ɧøɤ� �� uŐ� ʕȮ� Ěȷó�� ÀȞh� XǇʙîȇ� ��Ť�

̻̄� ʟʃ� Ƚ�ɩ� čê� ǔȴ¬ʞ� ̷̵̡óYê� �ɑê� �� uɀó�� ��§�ɨ� ���� ʄĆů�

̡�ɿɣŐ�ʓɎWǔȴWɥ�Ƶ��ɰȷó��

�

̟h� üǛ� ǔȴɥ� ̒ô̳ê� §ʔɤ� ʖüǪ� ɘ˒ɩĮ�� ̶� Ǽ� ɰ�	� ʖüǪɤ� ƽʄɿɫ�

ɫ�� Ɂ̿ɨ� Ƣǟ� hìǪ�� ȒiǪɥ� hʞ�� ̒ôɥ� ̻Ȫ� ̵ó��  Ľă� Ƣǟ� hìǪ��

ȒiǪɩĮê� ˅Ǜɿɫ� §ʔɥ� hʞ�� ̒ô̳§� ɝ̻Ǣê� �ʽɿɣŐ� ̻ú� ǔȴɨ� �Ɔɉ�

Ȟɔļ�ǔȴɨ�ʏş�ʀ͊ɿɣŐ�ƽʄɿɫ�ɫ��Ɂ̿ɥ�Űɩ�ɬɣˢɋĀ�ǖȴɩ�ɰó�	�ǔȴɩ�

ʠ̾čê�ʞȼ�wƨÑȇh�ȫ̵�ɾuƢ�hÀ�ƿɽʞȼȹǢ�ǔȴɥ�̳ê��ɑȹ�ɫ��ɝ͂ɩ�

àȞʠó�	� �ňčê� ɩ̻��ɳ�ǥʓƘɩÀ� ȻǪɩÀ� ɩʓÜċɳ� Ĝ� ˍȫ̵�  ŝĚɩ�

ƽʄɿɫ� Ɂ̿ɥ� ơɥ� Ǽ� ɰó�Ť� ̑ȟ̻Ȫ� ̳�� ȰŒ� ƵĆÀ� ɫ�Ɉ͌ôʽÀ� �Ŧ� ʓʽh�

ʅ§̵�Ǝʅʅ§ɉ��ˉʶŦʁʭŤ�̻̄Ǣ�ʅ§Ď�ʠʄɨ�Êɐɥ�ƻȪ�̵ó�� �

�

ɩʶĿ�ʓɎǔȴ�ȻƽŤ�̒ô̳ê��ʽɿɫ�ɳŘê�ƗĝȮÀ�ɫ�Ɉ͌ɳ�ôʽ� Ŧ���Ŧ�

ʓʽ� Ĝɩ� ʅ§̵� ƽʄɿɫ� ɫ�� Ɂ̿ȹ� �̵� Ǝʅʅ§ɫă	� ɧø§�� ʖ� V§˱� ̄ŐŤ�

̻̄Ǣ� ɫʞ̵� ɫ�ƎʅWŤ� ɫ�Ɂ̟̿h� üǛ� ǔȴɥ� ǥʄ̶� ġ� �ņ̵� ��§�ɤ� � u	�

VɍƽȹǢ�ʅ§̳Ȼ�ĖļÃ�ɫ�ƎʅWŤ��ņ̵���§�ɤ�� u	� VǔÊ��ʅʁʭŤ�̻̄�Ȣ}�

čȷĀ�ɫ�ƎʅWŤ��ņ̵���§�ɤ�� uȹ�ǀ�̽ó�� �

�

ʓɎǔȴɨ� ʖüǪ�� �ň̻Ǣ� üǛ� ǔȴ� ǥʄ� ȍ� �ņ̳ê� ɎǴŐ� � uɨ� ��§�ɩ�

Vǔȴ� ƽǢɨ� ͈ʊ� Ĝ� ̟hɨ� ɐɩǪWɩĮê� ɧøɥ� ̳§Ć� ̳ɀʞů	� hɺ� Űɩ� ÀɅ�

ɧøĚɤ�ʖɎǪɨ�ɘ˒ȹǢ�Ƹ�ġ�ɞɨƗ̵� VɁ̿ɥ�ơɤ�ɩ̻��ɳ� ŝɨ�ˍȫǪW��� u�	�

VɁ̿ɥ� ơê� ɩ̻��ɳ�  ŝɨ� ǼW�� u�ɀó�� ̳ʞů� Vǔȴ�Ɔ��ɐɫɘW��� u�	� V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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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ɝ͂� ǖȴ� ȻƽW��� u�Į�� üø� ̵� �ɑĆ� ɿʞ� ȡȞ� Vǔȴ�ƆWĆ� VʓɎWǔȴɨ� ʖɎ̵�

§ʔɣŐ��ņ̳��ɰê�|ɣŐ�À˱Èó�� �

�

��§�ɨ� ̟h� üǛ� ǥʄ�� �ň̻� ̡�Ǫ� ɘ˒�� ʖüǪ� ɘ˒� ʔǼ� Ȼƽê� ̻ɍ� ǔȴ�

Ɯ� ̆ɳŤ� ̳�� ɰê� §ȴ� ʖȹ� ̻ɍ� ǔȴɥ� ɫ�Ɂ̟̿hɨ� ʓɎǔȴɣŐ� ǥʄ̵�

��§�ɨ�ȁɳŤ�̻̄ǢĆ�jʃɿɣŐ�Ȣ�Ǽ�ɰó�� �

� �

̻ɍ�ǔȴ�Ɯ�̆ɳŤ�̳��ɰê���§�ɤ� ���u�ɧø§��ʖ� �uɀ�� �ʖȹ� ��uɨ�

§�ɩ� ʓɎǔȴ� ɫ�Ɂ̟̿hŤ� Ȑȍ̳ɀó�� ̳ʞů� ʓɎǔȴ� ɫ�Ɂ̟̿hŤ� Ȑȍ̵� ��u�

§��hɓă�̻ɍǔȴɥ�üǛɣŐ�ɫ�Ɂ̟̿hŤ�Ȑȍ̵�§�ɤ� �uȹ�ǀ�̽ó�� �

�

ƐŒ� ̻ɍ� ǔȴɥ�̳ê� ��§�ɨ��ɑ� Ƌʊy�̻ɍ� ǔȴɥ�üǛɣŐ�ɫ�Ɂ̟̿hŤ�̻

Ȫ�̳ê�|ɤ�Ȟîó��̳ʞů�̻ɍ�ǔȴɥ�̳ƂǢ�ʓɎǔȴ�ɫ�Ɂ̟̿hŤ�Ȑȍ̳ɀʞů�̻

ɍ�ǔȴɥ�üǛɣŐê�̟hŤ�̳ʞ�ȡɤ� ��u�§��ʖ�ʁƠ�ɩǛɤ�ɾuƢ�hȹǢ�ɫ��ɝ

͂ɩ�àɤ�ɮȴ	�ü�Ɔ�yǦ��ɓǼȴ	�ʴ���ȹÐʞ�ǔȴɥ�̳wÀ� ļ̵�ǔȴɥ�̳ê�§

ȴȹ�ȻȏɩÀ�̆ɳŤ�̳ê�¤ɐȴɥ�̳ê���§�Ěɩȷó��Ħ̵�̻ɍ�ǔȴɥ�̳ƂǢ�ʓɎ

ǔȴ�ɫ�Ɂ̟̿h�ɳʽŤ�Ȑȍ̳ʞ�ȡɤ�§��ʖ� �u�§��ȼȍ�ɝɉ�sɤ�ɫ��ɝ͂ɩ�à

ɤ�ǖȴȹǢ�ǔȴɥ�̳wÀ� ļ̵�ǔȴɥ�̳ê�§ȴȹ�ȻȏɩÀ�̆ɳŤ�̳ê�¤ɢȴɥ�̳ê�

��§�Ěɩȷó� � �u�ʖ� �uê��§ȴɩ��óţ�̳Àê�ʔʄƽ§�ɩȷó���

�

ʀ͊ɿɣŐ�ɫ��ɝ͂ɩ�àɤ�ǖȴȹ�ǵ̻Ǣ�ǔȴɥ�̳ê��ɑȹĆ�ǔʀ�Ȑ˹ʊǔ�Ĝɥ�̄

̻�̻ú�ǔȴȹ��ʽɿɫ�ɫ��ɝ͂ɩ�ȵwÀ�Éó��̒ô̽ɥ�ǼĆ�ɰó�� ļÀ�ɬƽ���

§�ɤ�ʞÃ�Ǽ� Ù� ċȠ��Êɍ�ȰŒ���Ŧ�ʓʽ�Ĝ� ɩ̻��ɳɨ�ºɮȵê�Ǝʅʅ§h�ɰ

ȷɦȹĆ�̻ú�ǔȴɥ�ɫ�Ɂ̟̿h�ǔȴɣŐ�ǥʄ̳ʞ�ȡȥó�� �ʖȹǢ�ǟƄ��˕̻	�qʅ

Üċ	�ɫȏŵŵɉ�sɩ�Ȓi̵�ɫ��˕̻ȹ��̵�ǔŏů�ĚƂ�óɦ��só�� �

�

ʻʨê�ʴɐ�ǇŦɉ�ƽʄ��ŭ�Ĝɨ�ƎʅŐ� ��Ùƽ˼� ���Ù¬ʞ�ŭ̱�Ŧǔɉ�§Ǽ� �

Ƅɩ�ɳǗɥ�̳ɀʞů���̻ú� ��§�ɤ��ň�ǔȴȹ��̻�ɫ�Ɂ̟̿hŤ�̳ʞ�ȡȥó�� Ē

Ʃʨê�qʅÜċ	�ȒʞȮê�Ȟċ�qʅÜċɥ�̻̄�Ƈ͒Ť�ɼƦ̳ê�|ɣŐ��Êɍɨ�Ǉ̒�	ɥ�

ơȞɅ�ɑʙƮ˭ȇ˳ȹǢ�ɘŘŤ��ŵ̻�Ʌ���§��ȼȍ��ň�ǔȴȹ��̻�ɫ�Ɂ̟̿hŤ�

̵� ɿɩ� ȵó�� ǫƩʨê� ��§�ɣŐƽ˼� ̱Ŧ̰� ȻǪĚɨ� �Ê� �Ƚɥ� ɝ̵� ˅ʸɥ� ơɤ�

�Ƚ§͘ǔĚɩ�ʞÃ� �Ù�Ô}�̱Ŧ̰�ȻǪĚɥ�ɍ�ɫʀɐɞͣȴǴ�Ô��Ǫ�ʮˍ�ƇɿɣŐ�

 
�� �ťĤŏñŋ� ��������œ� W�¹t� ƂþƟ� rÌŕ	� ŃĄ[� Øŋ� ţŉ�� ÌþƵĆ� ÛĔ� ŏŌX� �þ	�
ĳƢ�ēŋ���������œ� WÌþƵ	�ÌƝwÊþ�Ŏ}ƄƤ[�ş�Ŏ}łį���{Ş�ļŸX��þ��
�	 �Ɵn» �� ŋ� ���������œ� WƟ|� ŨƘ�� Wĝ¢�¢X� ůƀÂ� Î«ĩŪ�X� �þ	� |_Ŏ}łŁƵŋ�
����� WƤĻŪž�Ɵ|�Ĭŋ�Ŏ}ƄƤ�ęƊşþ�á�ëÀŞ¡�gĆçğ�ĳ{X�ęƊşþ�ñt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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ɫȏŵŵŤ� ú̳Ćő� ̽óê� Ǉ̒�
ɩ� ʅh� čȷɣÀ� ̻ú� ��§�� ȼȍ� �ň� ǔȴȹ� �̻�

ɫ�Ɂ̟̿hŤ�ɩ̵̾�ɿɩ�ȵó�� �

�

�� č�� ÂË� }T�

�� ĉ`ñŪê� Fėēă�� í��� Ó� Č|y� OiĢ� ï�ê� �¨Ê� ÜEÎ� Œ}ą� şðyD�� � �

�

ɳŘ� ƿǣ� ô�ȹǢ� ��§�ɤ� Ǉ�ɿ� ̡�Ǫ�ʖüǪ� ɘ˒ɥ� ɶ� ʔǼ̵� |ɣŐ� Ƶɀó��

ʓɎǔȴ� ɫ�Ɂ̟̿hŤ� Ȑȍ̵� ��� uɨ� ɧø§�� üƽƿ��������ɤ� ǔȴ� ȍ̾� ɩ͚ȹ�

̟hŤ� ̳ɀɦȹĆ� ǀ�̳��  � ʖ� �����h� ɷɼɿɫ� ɫ�Ɂ̿ɥ� ̑ȟ̳ɀó�� ̳ɀ�	�

óǼɨ� ��§�ɩ� ʓɎǔȴȹ� ɨ̵� ɫ�Ɂ̿ɩ� ɰó�� ̒ôčê� �ɑ	�  � Ɂ̿ɨ� ȒiǪȹ�

ü̻�̒ô����	� ��� u�̳ê�|ɣŐ�À˱ÈɣƁ	�Ɂ̿ɨ�ȒiǪ�̒ô�§ʔɣŐê� VɁ̿�̮̻	�

˕̻�ɨ�ƫɝ���� u�W	�V̮̻�ɞ͊��� u�W	�V̮̻�ʄĆ��� u�WŤ��ņ̳��ɰȷó�� �

�

̳ʞů� ɩƗ� ǔȴ� ǥʄ� ô�ȹǢ� ̡�Ǫ�ʖüǪ� ɘ˒ɩ� ʞˢʞʞ� ȡȞ� ɫ�� ɝ͂ɩ� àʞ�

ȡɤ� ǔȴɥ� ̟h� üǛɣŐ� ǥʄ̳ɀóƂ� ɳŘ� ƿǣ� ô�ȹǢ� ̡�Ǫ�ʖüǪ� ɘ˒ɥ� ɶ�

ʞ˭ê�|ɩ�˪�ɨƗŤ�rêó��Ƶ§ê�Ȯņɔ�|ɩó�� � �

�

�k�� ĪëÎ
ŋ©Î� ğÓ� ëÁ�

�

ʱȻǪ� ɘ˒ɤ� ʓɎǔȴ� ɫ�Ɂ̟̿hɨ� ƆĘ� ô�ȹǢ� ʖɎ̳ʞů� ̉ͦ� ɳŘ� Ǽʣ�

ô�ȹǢ� ʖɎ̳Ɓ	� ̆ƄǪɨ� ɘ˒ɤ� �͘Ǣ� ɴǪ	� üɧ� �͘	� ��� Ƶ�Ǣ� �u� ʁʭȹǢ�

ʖɎ̳ó�� �

�

��� č�� ÓĦ� }T�

�� Ŧ�� Äèê� X��� ĈŦXTč � ŘYēă�� Ù½şU� ĕĨ�� ōſ� č�� ÓĦ� ĕĨê�

Ûĥēă�� ĪëØłyD�� �

�

üƽƿɨ� ɧø§�������	� ��� u�ɩ� ʓɎǔȴ� ɫ�Ɂ̟̿h� üǛ� ǔȴɨ� ɩ̻��ɳŤ�

ȎƳ̳��ɰê�|ɣŐ�À˱ÈɣƁ�̟�ɿɣŐ����� uɨ�ɩ̻��ɳ� ŝɥ�̑ȟ̳��ɰȷó��

ɩ̻��ɳ�  ŝ� ʖȹǢĆ� VÜċɳ������	� �� u�W	� VʞȼʓƘ������	� �� u�W	� V� ʭ�

͈Ň͗ǔ������	��� u�WŤ�ȎƳ̳ê�Ǉɡɩ�àȥó��

�

ɫ�Ɂ̿ɥ� ̟h̳ê� ǔȴȹ� ğĮ� ɩ̻��ɳh� óŢ§� ġƎȹ� �ʽɿɣŐ� ǔȴȹ� ü̵�

ʄƵh� ȵê� �ɑ� ɩ̻��ɳh� ̡�ɿɣŐ� ȎƳɩ� čȷêʞ� ̒ô̳§ê� ͨĚó�� ̳ʞů�

 
�
 �ĳƢ�ēŋ� ���������œ� WĶĐƹƦûœ�!
��� ő|� Ļ|Ŏ� ıĈ� Ŏ}ñƭ� dưX� �þ	�

|_Ŏ}łŁƵŋ������WĶĐƹƦûœČŨ�ŌŢà�Ŏ}Ăƴ�ęƊşþX�ñt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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ʱȻǪɨ��ʂȹǢ�ɩ̻��ɳŤ�ȎƳ̳ê�ɩɞê�ɫ�Ɂ̟̿hɨ�ô�ɉ�ʁʭȹ�ʱȻ̳Ćő�

̳§� ɝ̷ɩó�� ğĮǢ� ɩł}� ȎƳ̵� ɩ̻��ɳŤ� ��§�ɩ� ʓɎǔȴ� ɫ�Ɂ̟̿hȹ�

ʱȻ̳}�̳ɀêʞ�Ȼƽê���§�ɨ�ʱȻǪ�ʔǼŤ�̒ô̳ê�ʖɎ̵�ɳŘh�ď�Ǽ�ɰó�� �

�

�Ŧ� ʓʽɨ� �ɑ� Üċɳɉ� ʞȼʓƘ	� ʅ̩� �ŵɳ� Ĝɥ� ɩ̻��ɳŐ� ȎƳ̵� ��§�ɩ�

Űȥêă	� Üċɳɨ� �ɑ� �� uɨ� ��§�ɩ� ɩ̻��ɳŐ� ȎƳ̳ɀʞů� ȐʅŐ� ʁʭȹ�

ʱȻȍˮ���§�ɤ� �� uɀ�	�ʞȼ�ʓƘɨ��ɑ� �� uɨ���§�ɩ�ɩ̻��ɳŐ�ȎƳɥ�

̳ɀʞů� ʁʭȹ� ʱȻȍˮ� ��§�ɤ� �� uɀ�	� ʅ̩� Ɯ� ɐȼ	� ǢǇȇɨ� �ŵɳ� Ɯ�

ǔɐɳŤ�ȎƳ̵���§�ɤ��� uɀɣÀ�ʁʭ�ʱȻŤ�ȍˮ���§�ɤ��� uɀó�� �

�

ɨƋ� ʓʽɨ� �ɑ� � ʭ� ͈Ň͗ǔ	� � ʭ� ͈Ň͗ǔ	� ɳ͗ǔ� ǾɣŐ� ɩ̻��ɳŐ� ȎƳ̵�

��§�ɩ�Űȥêă	��ʭ�͈Ň͗ǔɨ��ɑ� ��uɨ���§�ɩ	��ʭ�͈Ň͗ǔɨ��ɑ� ��uɨ�

��§�ɩ	� ɳ͗ǔɨ� �ɑ� � uɨ� ��§�ɩ� ɩ̻��ɳŐ� ȎƳ̳ɀɣÀ� ȐʅŐ� ʁʭȹ�

ʱȻȍˮ���§�ɨ�Ǽê�ʭŏŐ� �� u	�� u	�� uɀó�� �

�

§˱�ɩ̻��ɳɨ��ɑ�ʀƎhɉ�Üċʊ̸ɥ�ȎƳ̵���§�ɩ�i� �� uɉ� �� uɀɣÀ�

ɩĚɥ�ɫ�Ɂ̟̿h�ʁʭȹ�ʱȻȍˮ���§�ɤ�i� �� uɉ� �� uɀó�� �

�

+ř ��,� Ù½š� ĈŦXTč � ĕĨê� ĪëØń� Ãā�

ĈŦXTč� Ù½š� VVhX� ĕĨ� ĪëşP� š� VVhX� ĪëØń� Ãā�

Üċɳ� ��� ��� ������

ʞȼʓƘ� ��� ��� ������

ʅ̩��ŵɳ� ��� ��� �����

� ʭ�͈Ň͗ǔ� ��� ��� ������

� ʭ�͈Ň͗ǔ� ��� �� �����

ɳ͗ǔ� �� �� ���

ʀƎh� ��� ��� ����

Üċʊ̸� ��� ��� ����

�

ɝȹǢê�hɺ�Űɩ�ȎƳ̵�̻ú�ɩ̻��ɳƳŐ�ʁʭ�ʱȻɡɥ�Ƶȥêă	��Ŧ�ʓʽ	�ɨƋ�

ʓʽ	� §˱� ɩ̻��ɳƳŐ� ƍȮǢ� ƵƂ	� �Ŧ� ʓʽŤ� �ʽɿɫ� ô�� Ɯ� ʁʭȹ� ʱȻȍˮ�

Ǉɡɤ�̟�� �����ɩ�	�ɨƋ�ʓʽŤ�ʱȻȍˮ�Ǉɡɤ�̟�� �����	�§˱� ŝ�ɩ̻��ɳŤ�

ʱȻȍˮ� Ǉɡɤ� ����Ő� ɧø§�ɤ� ɩĚɥ� ɩ̻��ɳŐ� ̑ȟɤ� ̳�� ɰɣÀ� ʓɎǔȴ�

ɫ�Ɂ̟̿h�ô��Ɯ�ʁʭȹ�ȐʅŐ�ʱȻȍ˭ê�Ǉɡɤ�Éȥ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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ʓɎǔȴ� ɫ�Ɂ̟̿hê� Ȓǔ�9M<AL�À� ʔƬmȍ�;GEHDA9F;=�ɉê� öĮ� ɳŘ� Ǽʣȹ�

ɰȮǢ� ʽ˩Ŧȇ̈Ť� hɩĖ� ǙȞ� ͆ɺɥ� ƥƎ̳Ȼ� Ⱦŧ� ʡƎɥ� hʞ�� óȭ̵�

ɩ̻��ɳĚ�� Ǵ̳̄ê� |ɩ� ʖɎ̳ó��  Ľă� ʓɎǔȴ� ɫ�Ɂ̟̿hŤ� ɩ̵̾�

ɧø§�Ěɤ�ɳŘ�Ǽʣ�ƥȎɣŐ� VÊƽ��ʄ	�§ő�Ĝ�ƎǢɳŘ�{̃������	���� u�WŤ�hɺ�

Űɩ� ǥ˺̳�� ɰȷɣƁ	� VǦƎWɥ� ǔɐ̳ê� ��§�ɤ� �� u	� ɫ˼ǃê� �� u	� ǔȴ� ͆ɺ�

ƥƎɤ� �� uȻǢ� ɳŘ� Ǽʣ� �ʄȹǢ� ɩ̻��ɳh� ʱȻ̶� Ȼʞh� Űʞ� ȡɤ� ƥȎɣŐ�

ɳŘŤ�Ǽʣ̳��ɰȷó�� � �

�

�� TŻÊ� ĎÎ� ³� RW� ¾UÊ� VJ� ĕĨ�

�� TŻÊô� RW� ¾UÊ � ĈŦXTčć� ć±� Čy� ĪëD� Dzş��� VJşðyD��

�

ʓɎǔȴ�ɫ�Ɂ̟̿h�ɩ̾�ʀ��͘ǢŤ�ɴǪ̳ê���§�ɤ� ��������� u�Ő�üƽƿɨ�

ɧø§�ɩ� �͘ǢŤ� ɴǪ̳ê� |ɣŐ� À˱ÈɣÀ� ɴǪ̵� �͘ǢŤ� ɩ̻��ɳh� ʱȻ̶� Ǽ�

ɰĆő� �u̳ê� §�ɤ� �� u��͘Ǣ� ɴǪ§�� ʖ� ������Ő� �ƠǼh� �u̳ʞ� ȡwÀ�

̻úǔ̺ɩ�ȵê�|ɣŐ�ɫȎ̳��ɰȷó��

�

ʓɎǔȴ� ɫ�Ɂ̟̿h� ��Ť� üƽƿɨ� ��§�ɩ� �u̳�� ɰȷɣƁ	� ͐̚ɩʞŤ� ̵̄�

ɍƽ� �uh� ��������� u�Ő� hɺ� ŰȥɣƁ	� óɦɣŐê� §�� Êƽ� �ǪɘĚȹ}�

�u������	� �� u�	�ɩ̻��ɳĚȹ}��u�����	� �� u�̳ê�|ɣŐ�À˱Èêă	�§��Êƽ�

�ǪɘĚȹ}� �ɞ̳ê� |ɥ� ̆ƄǪɨ� ˏƂȹǢ� ɩ̻��ɳ� ʱȻŤ� ɝ̵� �uĮ�� Ƶ§ê�

ͨĚó�� ƵþĮĆ� ɍƽȹ� �u̳ê� Ǉɡɩ� �����À� čȷó��  Ŧ�� �u̳ê� üƽƿɨ�

��§�ɩ� ɩ̻��ɳh� ȅ}� ɩ̶̻� Ǽ� ɰê� ƥȎɣŐ� Ƶ�ǢŤ� �u̳§� ɝ̻� ÜŇ̳��

ɰȷó�� �

�

̳ʞů�ɫ�Ɂ̟̿h����Ƶ�ǢŤ�ɍƽȹ��u̵ó��̳þĮĆ� ��učê�Êɐɩ�Űʞ�

ȡɣƂ� ɩ̻��ɳh� ʱȻ̳§h� Ȯŋó�� ��§�� ʖȹ� V̟h� ��WŤ� �u̵óê�

�ɤ ��� u� §�ɣŐ� hɺ� Űȥʞů	� ��§�ɨ� ʁƠ� ʄĆů� VʓɎǔȴ� ɫ�Ɂ̟̿h�

ʁʭW��� u� §��À� V̟h� Ǝ̺�ʽ˩Ŧȇ̈W�� u� §��Ť� �u̳ɀ�	� ͚̿� ɩ̻��ɳ�

ʱȻȹǢ� ʖɎ̵� ÊɐɩĮ�� ̶� Ǽ� ɰê� Vʁʭȹ� ʱȻ̽Ā� ɩ̻��ɳW�� u�À� V�Ŧ�

�͘W��� u�ȹ��̵�Êɐɥ��u̵���§�ɤ�� Ȼuȹ�ǀ�̽ó�� �

�

�|�� ĭÎ� ğÓ� ëÁ�

�

��� ĞöÄè� ĉ`ñŪŖD� ØĎ� Ž�

�� ĉ`ñŪê� �ĆşU� ŝŦč� \ę � �¾şh� ýš� ěĻD� Čéy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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ʓɎǔȴ� ɫ�Ɂ̟̿hh� ͊Ȏɿɫ� ɎȎ̾ɝȹ�  ˑʞ� ȡɣņƂ� ȎƳĎ� ƽʄɿɫ� ɫ��

ɝ͂ɥ� üɧ̳ê� �͘ɩ� ǼŪɩ� čȮȪ� ̳��ǦƎ� ʊǔȹ� ğŢƂ� ��� u� ��§�ɩ� üɧ�

�͘ɥ� ǼŪ̳ɀó�	�  ļ̵� �͘ɩ� ɩ̾ɩ� č�� ɰêʞ� Ɔî˼Ŭ� ̶� Ǽ� ɰê� �ʊh�

ůĚȮʈȪ� ̳�	� ɫ�Ɂ̟̿hh� ʅüŐ� ɩ̾ɩ� čȷêʞ� ǔ͚ɿɣŐ� ̟h̳ê� §͗h�

ɰȮȪ� ̳�	� ɫ�Ɂ̟̿hh� �ˉʶŦʁʭɉ� Ƚċɩ� čȮȪ� ̵ó�� Ƚċɩ� čȮȪ� ̵óê�

|ɤ� ȧȹǢĆ� ű̵� Ɲɉ� sɩ� �ˉʶŦʁʭȹǢ� ʅ§Ď� ɫ�Ɂ̿ȹ� �̵� Ǝʅh�

ɫ�Ɂ̟̿hɨ�üǛɥ�ǥʄ̳ê�ɳŘŐ�ǔɐčȮȪ�̳�	� ɫ�Ɂ̟̿hŤ�Ǽ̾��ʄɥ�̻̄�

ĖļÃ�§ʌɨ��ˉʶŦʁʭɨ�̵�ɉ�Ǝʅʂɩ�uǥčȮȪ�̵ó�� �

�

ɝɨ� |Ěɩ� ʓɎǔȴ� ɫ�Ɂ̟̿h� Ȑȍ� ɩ͚ȹ� ÷ƵčȮȪ� ̶� ʵƋǪɨ� Ɏ�ĮƂ� Ȑȍ�

ɩʀȹ� ��§�ɩ� r˅ȮȪ� ̶� |ɩ� ɰêă� ͙�ɿɫ� ʓɎǔȴ� ɫ�Ɂ̟̿hŤ� ɝ̵� ɫɿ	�

Ɛɿ	��ƫɿ�ɫ̬Įɩó��ɩļ̵�ɫ̬Įh�ȵóƂ�ɫ�Ɂ̟̿hê�ȐʡɿɣŐ�ƽʄɿɫ�ɫ��

Ɂ̿ɥ� ȎƳ̳�� üɧ̳ê� ʁʭh� ȞîĮ� ˄Ǵ̵ɨ� Ǉɐ�� ȍjɣŐ� �Ɂ̟hŤ� ɶ� ơɥ�

ʄĆɨ� ľ�ě̵�Ƶ�ǢŤ�ůĖê��ʄɣŐ�ʀį̶�Ǽ�ɰó�� �

�

�� ĞöÄè� ĉ`ñŪŖD� ØĎ� Ĕ�

�� ĉē�� ¯ē�� a»ēĉ� ĉŜ� � ēĕſ� IĵéyD��

�

h��ɫɿ�ɳɘ�

�

ɫɿ�ɳɘɤ�ʓɎǔȴ�ɫ�Ɂ̟̿hŤ�÷ú̳ê�ǔıɨ�ʁüɿɫ�ȁɳĆ�ɨƗh�ɰʞů�þ�

ʖɎ̵�|ɤ�÷úɳɨ�ʀƎǪɩó�� �

�

ǦƎ� ʊǔ� ��� ʓɎǔȴ� ɫ�Ɂ̟̿hŤ� Ǽ̵̾� Êƽ� ɫŇɤ� � Ƅ��� u�	� � Ƅ��� u�	�

� Ƅ��� u�	� � Ƅ��� u�	� � Ƅ��� u�ɩȷó�� ļÀ���§��ʖȹǢ�ʓɎǔȴ�ɫ�Ɂ̟̿hê�

ƐŒɩwîɉ� ɫ��Ɂů� ̳Ćő� ʞʄĎ� ÷úɳê� ȵȮ� Ƶɀó�� XȮé� ��§�ɩĘ� �Ɔɉ�

Ƌ�̳}�ɫ��Ɂ�÷úɳê� ��S�� ƄɩĮ��Ƶê�|ɩ�ųó��ɫ��Ɂ�ȴƋů�Ŵɤ�ǔıɤ�

ȵó�YĮ��̵�ȒːƂ÷ȹ�ʱȻ̵�ɩ̻��ɳ � ɨ�űʶĿ�ɫ��Ɂ�÷úɳĚɤ�óţ�ȴƋŤ�

�̳��ɰɥ�Ǒ�ȞîĮ�ɻɤ�ɫǔ�ɩċ�ġƎȹ�ʀƎǪɥ�ȗ§h�ͨĘ��ʊɀó�� �

�

ɫ��Ɂ� ÷úɳɨ� ʀƎǪ� ʅ�Ť� ɝ̻� ʓɎǔȴ� ɫ�Ɂ̟̿hŤ� ɩ̵̾� §�Ěɤ� ̟h�

Ǽ̾ȹ� ȧǢ� �ɟɥ� ̵� �ɑh� Űȥêă� ��� uɨ� ��§�ɩ� Vɫ��Ɂ� ÷úƽǢɨ�

ȐƋɳWȹ� ü̻� �ɟ̳ɀó��  ļÀ�ȞȄɓ�ʂɤ��ɟ�Êɐɩ�ʓɎǔȴ�ɫ�Ɂ̟̿hȹ�ü̵�

�ɟɩ§Ƶó� ɫ��Ɂ� ɬƠȹ� ü̵� |ɩȷóê� ǔȐɩó�� ʓɎǔȴ� ɫ�Ɂ̟̿hŤ�

Ȑȍ̽ó��ɧø̵�§��ʖ� �� u�§�ůɩ�ɫ�Ɂ̟̿hȹ��̻��ɟ̽ó��̳ɀ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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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Ɛɿ�ɳɘ�

�

͆ɺȹ� ƥƎ̻Ǣ� óȭ̵� ɩ̻��ɳŤ� ůÀ� Ǵ̳̄ƂǢ� ɳŘ� Ǽʣɥ� ̳§� ɝ̻Ǣê�

��§�ɤ� ʓɎǔȴ� ɫ�Ɂ̟̿hŤ� ̳§� ɝ̵� Ɛɿ� ɳɘɩ� ̱Ɏ̳ó�� ̳ʞů� ɩƩ�

ʊǔȹǢ�Ɛɿ�ɳɘɨ�ƽʋɩ�hɺ�˪�ƎʅŐ�ĖļÈó��ʓɎǔȴ�ɫ�Ɂ̟̿hŤ�̳ʞ�ȡɤ�

hɺ� ˪� ɩɞh� ɫɿ	� Ɛɿ� ɳɘɨ� ƽʋ�������ɩɀó�� �� uɨ� ��§�ɩ� ǔı�� Ĉɩ�

ȵȮ�ʓɎǔȴ�ɫ�Ɂ̟̿hŤ�Ɖ̽ó��ø̳ɀó�� �

�

ʓɎǔȴ� ɫ�Ɂ̟̿hŤ� Ȑȍ̵� §�Ć� ǔʄɤ� ˩}� óŢʞ� ȡȥó�� ʓɎǔȴ�

ɫ�Ɂ̟̿hŤ�ɩ̵̾� ��� u�§��ʖ�ƳĆɨ�ɂǖɩ�ȵê��ɑh� �������� u�ɀó�� �

�

ʓɎǔȴ� ɫ�Ɂ̟̿hɨ� ɂǖɩ� ɰê� �ɑȹê� ʓŐ� ɫ��Ɂɥ� ɝ̵� ɂǖɩÀ� ÷ú�

ƽǢɨ� ɂǖɥ� ͕ɐ̳ê� |ɣŐ� À˱ÈɣƁ	� ʓɎǔȴ� ɫ�Ɂ̟̿hŤ� ɝ̵� ƳĆɨ� ɂǖɩ�

ɰê� �ɤ� ������� u�ȹ�  ʿó��  Àŭ� ÷ú� ƽǢɨ� ɂǖɥ� »Ȯɉ� Ț� Ǽ� ɰê� �ɑȹĆ�

ʓɎǔȴ� ɫ�Ɂ̟̿hȹ� Ěɫ� Ǉɐɤ� ÐƋ� ɿȮ	� � ůɘ� ɩ̳Ő� ʞˈ� ̵� ��§�ɩ�

� uÀ�čȷó�� �

�

ó���ƫ�

�

ʓɎǔȴ� ɫ�Ɂ̟̿hh� ǔȴȹǢ� Ƣǟ̳ê� ɫ�Ɂ̿ɥ� ȎƳ̳�� üɧ̳ê� ʁʭɩƖŐ�

��§�ȹǢ�ǔȴɥ�ȐʅŐ�÷ú̳ê�ǔıɨ�ɾ̺ɩ�˫�ǼƟȹ�ȵó��ɩļ̵�ɾ̺��ʄȹǢ�

͙�ɿɫ� ɫ�Ɂ̟̿hɨ� ɘ˒ɥ� ʔǼ̳ƂǢ� ɩ̾ɥ� ̳§� ɝ̻Ǣê� ¢wh� čê� �ƫɩ�

̱Ɏ̳ó�� ʓɎǔȴ� ɫ�Ɂ̟̿hȹ� �̵� ɍƽɿɫ� �ƫɩ� ȵɣî� ÊƽɿɣŐÀŭ� ʞ˕ɩĘ�

hɩĖĮɫɩĘ��ƫɥ�ůĚȮ�hʞ��ɰȮȪ�ǔȴ�ƽǢŤ�Ǧė̶�Ǽ�ɰó��

�

ɫ�Ɂ̟̿hŤ�ɩ̵̾� §�� ʖ� ������ u�h� ɫ�Ɂ̟̿h�ɩ̾� �ʄɥ� hʞ�� ɰȷ��

 � �ʄɥ� ɍƽȹ� �u̳�� ɰȷó�� �ň� �ʄɥ� hʞ�� ɰʞ� ȡɤ� ��§�ɤ� �� u�ȫ�

���ȹ�ǀ�̽ó�� �

�

̳ʞů� ɍƽȹ� �u̽ó�� ̳ê� ɫ�Ɂ̟̿h� ɩ̾� �ʄɤ� ƆĒ� ɫ�Ɂ̟̿hȹ� �̻�

jôͦ��ʄ̵�̵�u�Ħê�Ē�uɨ�ʊ̺Ǒɫ� Vɫ��Ɂ�ɩ̾ʞ˕Wɩȷ��ɫ�Ɂ̟̿hȹ��̵�

ƳĆɨ� Ǜǫ� ɩ̾� �ʄɥ� hʞ�� ɰê� �ɑê� ̳ÀĆ� ȵȷó�Vɫ��Ɂ� ɩ̾ʞ˕WǛɨ�

ɫ�Ɂ̟̿hȹ��̵�ʊ̺ɨ�ŭʞŮ�ƽƿɤ�ɫ�Ɂ̟̿hȹ�ü̵�ǫƽ�ʁʭɉ�ƥƬɥ�ƳĆɨ�

�͘ɣŐ� ǼŪ̳Ȼ� Ȑȍ̶� Ǽ� ɰĆő� ̳ê� �ʄɥ� Ē�� ɰʞů� Ȯģ� ��§�Ć�  ļ̵�

�ʄɥ�hʞ��ɰê��ɤ�ȵȷó��� �

�

���� ŖD� ö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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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ʓɎǔȴ�ɫ�Ɂ̟̿hɨ�ʀʽɿɫ�ɩ̾š� ����ɳʽh�Éó��̶�Ǽ�ɰó�� �

�

� �§ȴɨ� ɩ̾šɩ� �����Ő� óţ� Ƭʄ� ʏşƳ� ��§�� Ƶó� àɤ� |ɤ� ǔȐɩʞů�

ɳǖ� �ƆŤ� hʞ�� Ǉ�̻� ƵƂ� óţ� Ƭʄ� ʏşƳ� ��§�ɨ� �ɑ� ɩ̾šɩ� ��§��

ú�̟��ɳǖ�ǇɡƵó�àɤ�ƠƂ��§ȴɤ� �����������Ő�˩}�̳̳͗��ɰó�� �

�

� ̉ͦ� �§ȴ� ʖȹǢ� ʓɎǔȴ� ɫ�Ɂ̟̿hŤ� ̳ʞ� ȡɤ� ȍɺ͊� �§ȴ� � uɨ� ɳǖ�

�Ɔê� ����� ʊ� ɘɫă	� ɩ|ɤ� �� uɨ� ʞƥ�§ȴ�� ��� uɨ� ʞƥɳˑôʽ�

ˈɳTˈȽ§�ɨ� ɳǖ� ʀʽŤ� ̸̵� ¤ȩɫ� ����� ʊ� ɘƵó� ŰȞǢ� ȁɳê� ɿʞů� ɳǖ�

�ƆŐ� Ƹ� ġ� ȍɺ͊� �§ȴɩ� ʓɎǔȴ� ɫ�Ɂ̟̿hŤ� Ȑȍ̳ʞ� ȡê� |ɤ� ˪�

ƎʅĮ��̶�Ǽ�ɰó�� �

�

� ɳŘ�ƿǣ�ô�ȹǢ�̡�Ǫ�ʖüǪ�ɘ˒ɨ�ʔǼê�ȭ̵͌�̝ɩȷó��

�

� ̟h� üǛ� ǔȴ� ǥʄ� ô�ȹǢ� ̡�Ǫ�ʖüǪ� ɘ˒� ʔǼɉ� �ň̻Ǣê� ƽʋ̵� ʂɩ�

Űȥó�� ʓɎǔȴ� ȻƽŤ� ̒ô̳ê� �ʽɿɫ� ɳŘŐ� ȰŒ� §ǔÀ� ɫ�Ɉ͌ɳ� ôʽ�

 Ŧ�� �Ŧ� ʓʽ� Ĝɩ� ʅ§̵� ƽʄɿɫ� ɫ�� Ɂ̿ȹ� �̵� Ǝʅʅ§Ť� wɨ� �ņ̳ʞ�

Ɖ̽ó��  Ŧ��ɾuƢ��hȹǢ�ɫ��ɝ͂ɩ�àɤ�ǔȴɥ�̳ê��§ȴɨ�üƽƿɤ�̻ɍ�

ǔȴɥ� ̟h� üǛ� ǔȴɣŐ� ǥʄ̳ʞ� Ɖ̽ó�� ̉ͦ� ʞÃ� ǼÙ� ċȠ� ȰŒ�� ɫ�Ɉ͌ɳ�

Ĝ� Ȼļ� ɩ̻��ɳĚɩ� �ÊɍȹǢ� Ǝʅʅ§̵� ɫȏŵŵɉ� qʅÜċ� Ĝ� Ȓi̵� ɫ��

˕̻�ɩȆȹ�ȽřĎ���§�Ěɩ�̻ú�ǔȴɥ�̟h�üǛɣŐ�Ǚʞ�ȡȥó�� �

�

� ʱȻǪ� ɘ˒�� �ň̻Ǣ� ��§�ɤ� ɩ̻��ɳŤ� ȎƳ̳�Ć� ȎƳĎ� ɩ̻��ɳŤ�

�ʽɿɫ�ɫ�Ɂ̟̿hȹ�ʱȻȍ˭ê�|ȹ�Ǵ¡ɿɩȷó��

�

� ̆ƄǪ� ɘ˒�� �ň̻Ǣ� �͘ǢŤ� �u̳ê� ��§�ɨ� Ǉɡɤ� ÉȥɣƁ� ��� Ƶ�Ǣê�

Űɤ� �ɑ� üɍɿɣŐ� �uŤ� ̳�� ɰȷɣÀ� �učê� Êɐɨ� üƽƿɤ� V̟h� ��WÀ�

V̟h�ʁʭWȹ�źƋŢ��ɰȷó�� �

�

� ʵƋǪ� ɘ˒ɨ� ʔǼɉ� �ň̻Ǣ� XʓɎǔȴ� ɫ�Ɂ̟̿hŤ� ɩ̶̾� ġ� ɫ�Ɂ̿ɥ�

üɧ̳�� ̮̻ɳ� �ʅŤ� ÷Ƶ̳§� ɝ̵� ʊˑh� ɰȷêʞYɨ� Ȼƽê� ͓ɫ̳ʞ� Ɖ̽ɣÀ�

ʓɎǔȴ� ɫ�Ɂ̟̿h� Ȑȍ� ʀȹ� ɫɿ	� Ɛɿ	� �ƫɿɫ� ɫ̬Įê� ɿʁͦ� r˅ʞ� Ɖ̵�

|ɣŐ�À˱Èó��̉ͦ�Ɛɿ�ɳɘɨ�ƽʋ��Êƽɿɫ��ƫɨ�ƽɼh�Ȓi̽ó�� �

�

�

�



 158 

�

�

�

��������(1�8�3FA��	,�#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9 

�

�

�

��§��ǔȴ�ɫ�Ɂ̟̿h���Ȑ˹Ť�̟h̳ƂǢ�Ǝʅʂɤ�˩}� � uŐ�ĖļÈó�� ̳Àê�

��§�	�̉ͦ��Ɔh�˪���§�ɨ�ǔȴ�ɫ�Ɂ̟̿h�ɩ̾šɩ�Éóê�|ɩó��Ē�Ʃʨê�

ǔȴ� ɫ�Ɂ̟̿hŤ� ɩ̵̾� ��§�ɨ� �ɑȹĆ� ͙�ɿɫ� ɫ�Ɂ̟̿hɨ� ɘ˒� ʔǼȹ�

Ǉ˅Ȯ�Ƶȥɥ�ġ�ʅüŐ�ɩ̾ɥ�̵��ɩ�Űʞ�ȡóê�|ɩó�� �

�

ɩļ̵� Ǝʅɨ� ɘɫɤ� Ē� hʞ� ƥ̿ɫă� ̳Àê� ɫ�Ɂ̟̿hĮê� |ɩ� ��§�ȹ}�

ǟǴ̵� |ɩȮǢ� ɩ̾ɥ� ɶ� ̳§� ɝ̻Ǣê� §ǿɿɩ�� ʅĆɿɫ� ʞɘɩ� ɰȮȪ� ̳êă�

 ļ̵�ʞɘɥ�ơ§h�ȅ§�ȡȥ§�ġƎɩó��Ĕʨê��hɫ�ɝɘ͗ɨ�b��§��ɫ��Ɂ�

ŵçȲcɿɐ� ��h� ɰ�� ɫ��Ɂɩ� �Ɂ̟hȹ� ƠɁɩ� č§ê� ̳ʞů� ��ê� Ƭɿɫ�

qʅŇɩ� ȵ�� �Ɂ̟hê� Ȼļ� ̵�Ť� hʞ�� ɰȮ	� ɝ� ��ɉ� ͆ɼɨ� �Ɂ̟h� ʅĆů�

hʞ�ê� ��§�ɣŐ� ̳Ȼ¤� ɫ�Ɂ̟̿hŤ� ̳Ćő	� ÀȞhǢê� ɶ� ̳Ćő� ̳§ȹê�

ƽʋ̳§�ġƎɩó�� �

�

ǦƎ� ʊǔɉ� ȒːƂ÷ȹ� ʱȻ̵� ��§�� ɫ��Ɂ� ÷úɳɉ� ɩ̻��ɳ� ȼȍ� ǔȴ�

ɫ�Ɂ̟̿hɉ� �ňĎ� uǥ� ǔ̺ɥ� ˩}� §ǿɿɫ� |�� ʅĆɿɫ� |ɣŐ� ÀãȮ	�

§ǿɿɣŐê� ǔȴ� ɫ�Ɂ̟̿hȹ� �̵� ɳŘŤ� ůĚȮʓ��  ȹ� �̵� �ɟ�� ˝Ǧ̐ɥ�

̻öĮ�� Ɏʼ̳ɀ�	� ʅĆɿɣŐê� ǔȴ� ɫ�Ɂ̟̿hɉ� �ňĎ� �Ɂ̟h� ʅĆŤ� uǥ̻�

öĮ��̳ɀó�� �

�

ȞĵȹǢê� ǦƎ� ʊǔɉ� ȒːƂ÷ȹ� ʱȻ̵� ��§�� ɫ��Ɂ� ÷úɳɉ� ɩ̻��ɳɨ�

uǥ� Ɏ�Ť� ƠɁ̳ƂǢ� ǦƎ� ʊǔɉ� ȒːƂ÷� ƿǣɥ� ̻̄� ÀɅ� ��§�� ǔȴ�

ɫ�Ɂ̟̿hɨ�ƎʅŤ�uǥ̳§�ɝ̵� �ɍɨ�ƥȠɥ�ʅȍ̳ņ��̵ó�� �

�

���N�·²�<��{��

�

9�����²K¢éÛ9�9±_b²�

�

§ǿɿ� uǥ� ƥȠɣŐ� ��§�� ɫ��Ɂ� ÷úɳĚɩ� hɺ� ̱ɎŐ� ̳ê� |ɩ� ǔȴ�

ɫ�Ɂ̟̿hȹ��̵�ɳŘɀó�� ɩȹ� ü̻� Ʒ� Ƚ�ɨ�ɬ͔ɣŐ� $$$�� ͙�ɿɫ�ɫ�Ɂ̟̿hɨ�

 
���ĥįĄ� ûƕƟ�âĹ� fŌ� ŢļþĬ�Ŏ}ĵƧƗ_ŋ� WŢļþĬXŌ²��ƚƫŌ�}Ê� ŢŹŋ�őŕįĄ�
ŢļƟ� Ŏ}ĵƧŌ� Œ�� þĬŌ� ĝ�²� uu�wŋ� őŕįĄ� ŢļƟ� þĬň� ĵƧƗ_ŋ� �ĂņÂ�
āĝĦ� Ɵ��� ķƤÉ� ø·ŏņƇ� Ď� Œ�� ¯Üį� ŌƞįĄ�� þĬ� Ŏ}ĵƧƗ_²t� tźĄ�

ƚƫƞ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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ʊyɥ� ʄŦ̻	� ƽő ��� ��§�ɨ� ǔȴ� ɫ�Ɂ̟̿h� hɩĖĮɫɥ� ʅȍ̳ɀêă	�

�hɫ�ɘ͗h� ɝ� hɩĖĮɫɥ� ��§�ɩ� ǔȴ� ɫ�Ɂ̟̿hŤ� ̶� ġ� ǔɐ̶� Ǽ� ɰĆő�

��̶�Ǽ�ɰɥ�|ɩó�� �

�

O�����²K¢éÛ9��Dä�G¬C�Ñ�Ø�

�

��§�ɩ� ͙�ɿɣŐ�  Ŧ�� ͙ɡɿɣŐ� ǔȴ� ɫ�Ɂ̟̿hŤ� Ǽ̳̾§� ɝ̻Ǣê� ɩɉ�

�ň̵� �ɟ�� ˝Ǧ̐ɥ� ơɥ� Ǽ� ɰê� §͗h� ɰȮȪ� ̵ó�� ̉ͦ� �Ɔh� ɴɤ� §�ɨ� �ɑ�

 ļ̵�§͗ê�þ�ʁȐ̳ó��̶�Ǽ�ɰó�� �

�

��� Ù� �hɫ�ɝɘ͗ê� b��§�� ɫ��Ɂ� ŵçȲcɿɐɥ� ��̳Ȼ� ��§�ɩ�  �

��ȹ� ğĮ� ɫ�Ɂ̟̿hŤ� ̳�� ɰʞů	� ŮǛ�  � ɩ͚ȹê� ��§�ȹ� ɫ�Ɂ̟̿hɉ�

�ňĎ� �ʽɿɩ�� ʽ�ɿɫ� ʞɘɥ� ̻Ƀʞ� Ɖ̳ɀó�� ɩĽ� Ǜ͖ȹǢ� �Ɔh� ˪� ��§�ɤ�

˝Ǧ̐� ȴʽ� Ĝ� ɍƽ� §�ɨ� ĆɕɣŐ� �ň� �ɟ�� ˝Ǧ̐ɥ� ơ�� ɫ�Ɂ̟̿hŤ� Ǽ̻̾�

ɋóʞů� ɍƽ� §�ɨ� Ćɕɥ� ơɥ� ȻŇɩ� ȵê� ��§�ɤ� ɝ� ŵçȲȹ� ɨʌ̻Ǣ� Ȑȍ̻�

ɋó��  ļÀ� ̻ú� ŵçȲɤ� ǔȴ� ɫ�Ɂ̟̿hȹ� ü̻Ǣê� ŵɑ� ˅ǛɿɣŐů� Ǵu̳��

ɰȮ	� ɝ� ŵçȲɥ� ̻̄� ɫ�Ɂ̟̿hŤ� Ȑȍ̳ƂǢĆ� ��§�� ɫ��Ɂ� ÷úɳĚɤ�

ɳȏĚɩ�ʅüŐ�̳��ɰêʞ�͓ȏ̶�Ǽ�ȵȷó��

�

ɫ�Ɂ̟̿hȹ� �̵� �ɟ�� ˝Ǧ̐ɥ� ƠĖȍ� �hɫ�ɝɘ͗ů� ̻Ȫ� ̶� ̱Ɏê� ȵɥ�

|ɩó�� ̳ʞů� ɫ�Ɂ̟̿hɉ� �ňĎ� �ɟ�� ˝Ǧ̐ɥ� ˝Ǧ̐� ȴʽɉ� sɤ� ɍƽ� §�ȹ�

Ɋʀ� Ŵ§}� ď� �ɑ	� ɝ� �ɟ�� ˝Ǧ̐ɤ� ȍɺɨ� ÞŦȹ� ğĮ	� ÀȞh� ��§�ɨ� Ɏʼȹ�

ğĮ� ɫ�Ɂ̟̿hɨ� ͙�Ǫɤ� �ņ̳ʞ� ȡ�� ͙ɡǪůɥ� �ņ̻Ǣ� ʠ̾ď� hìǪĆ� Ʀʅ̶�

Ǽ�ȵó�� �

�

 łó�� �hɫ�ɝɘ͗h� ɝ� ɍƽ� §�Ěɥ� {ʝ̻Ǣ� ɳ�ɥ� ƽȻ̳ê� ƥȎɣŐ� hê�

|Ć� Ɲıʟ̳ʞ� Ɖ̳ó�� ğĮǢ� �hɫ�ɝɘ͗ê� ˄Ǵ̵� ��§�Ěɩ� ɫ�Ɂ̟̿hɉ�

�ň̻Ǣ� �ɟɥ� ơɥ� Ǽ� ɰê� ƙɥ� ů̵� ʀƎh� ̨ɥ� hʞ�� ɰȮȪ� ̳�	� ÀȞh�

��§�ȹ� ɫ�Ɂ̟̿hɉ� �ňĎ� ˝Ǧ̐ɥ� ʅ�̻� ʓȮȪ� ̵ó�� ɩŤ� ɝ̻Ǣê�

�hɫ�ɝɘ͗�Ƞȹ� ƳĆɨ�ʊʟɩ�̱Ɏ̶�ǼĆ� ɰêă� � ʊʟȹ��̻Ǣê�Ȟĵ� �Ɂ̟h�

uǥȹ��̵�ƽƿȹǢ�þ�ɳǫͦ�ǦƄ̳ņ��̵ó�� �

�

	��»\·²�<��{��

�

��§�ɨ�ɫ�Ɂ̟̿hɉ��ňĎ�ʅĆɿ�uǥ�ƥȠɤ�˩}�a� �ɫ�Ɂ̟̿h�ɳʽȹ��̵�

uǥ� ƥȠ	� a� ɫ�Ɂ̟̿hŤ� ̟h̳ê� �Ɂ̟h� ʅĆȹ� �̵� uǥ� ƥȠ	� a� ɫ�Ɂ̿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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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ê� |ɩ� ̼Ȓɿɫ� �ʄɩĮ�� ̶� Ǽ� ɰê� ɫ�ȹ� �̵� ǛúʓɨɨƋŤ� Ƭʅ̳͒ê�

ƥȠɣŐ� ƫʓ̶͒� Ǽ� ɰó�� ɩ� ʖȹǢ� a� �ǛúʓɨɨƋ� ɩ̾ɥ� Ƭʅ̳͒ê� ƥȠɥ� ɳǫͦ�

{̳̃ê�|ɤ�Ʒ�Ƚ�ɨ�ƫɝŤ�ÔȮǢê�|ɩƖŐ�a�ɥ�Þ̶�ġ�jôͦ�Ǘ̜Ƶņ��̵ó�� �

�

a� ɫ�Ɂ̟̿h� ɳʽȹ� �̵� uǥ� ƥȠɤ� ad���§�ɣŐ� ̳Ȼ¤� ɫ�Ɂ̟̿h� ɩ̾ɥ�

ɨƋ̳͒ê� ƥȠ	� ae �ɫ�Ɂ̟̿h� ɩ̾� ɳʽê� ɨƋ̳͒ʞ� ȡʞů� ɫ�Ɂ̟̿h� ���

Ƶ�Ǣ� �uŤ� ɨƋ̳͒ê� ƥȠɩ� ɰɥ� Ǽ� ɰó�� ˅hɿɣŐ� af���§�ɩ� Ȯņɗ̳ê� |�

ʖ� ̳Àh� nʡ� Þİȹ� ͞űŨ¬� Ēņɗ� ͈ŇȴʽȹǢ� Ƣǟ̵� ɫ�Ɂ̿ȹ� ü̻� üɧɥ�

Ɖ̳ê�|ɫă	�ɩļ̵�nʡ�Þİɥ�̮̳ƂǢ�ǔȴ���ȹǢ�Ƣǟ̳ê�ɫ�Ɂ̿ȹ�üɧ̶�Ǽ�

ɰĆő��ň�ƬɩÀ�ʞ˕ɥ�uʄ̳ê�ƥȠɩ�ɰó�� �

�

a� �ɫ�Ɂ̟̿hŤ�̟h̳ê��Ɂ̟h�ʅĆȹ��̵�uǥ�ƥȠɤ� ad��Ɂ̟hŤ�Ȯĥ}�̶�

|ɫʞȹ��̵�|��ae� ļ̵��Ɂ̟hŤ�ãh�̶�|ɫʞȹ��̵�|ɣŐ�ÀãȮ�Ƹ�Ǽ�ɰó�� �

�

9��²K¢éÛ9�´É��Dä�»\�<��

�

���� ĉ`ñŪŖD� ćē� Ĉũê� Xşë�

�

§ȴ��ɫ�ɨ�ŶįȹǢ� V͈ɨɨ�ɫ�Ɂ̟̿hWȹ��̵��ʅɿɫ��ƫɣŐ�Ƹ�Ǽ�ɰê�|ɤ�

Ȟʟ¬ʞ� ǔ͗�� �ȫǑɩó� �� �ǔ͗�� �ȫɨ� ɞ�ɿ� ̻ǣɩĮ� ̶� Ǽ� ɰê� ɞȺ� ǔ͗��

ɝɘ͗ɨ� ɬƠÞ̟� �� ɤ� ǔ͗�� �ȫɥ� §ȴ�� ɫ�ɨ� ŶįȹǢ� ̻ǣ̳ƂǢ�

Vɫ�Ɂ̟̿hWŤ� Ɏ�̳�� ɰó�� ̳ʞů�  ļ̵� Ɏ�ê� §ȴȹ� ü̵� |ɤ� Ȟî�	� �hȹ�

�̵� |ɩó��  |Ć� �hh� ƋȼɩÀ� ̆ɳɉ� �ňĎ� ͈ʄɥ� ʽ�̶� ġ� ǔ͗�� �ȫǛ�

ɨƋɉ�ˉĉ̳êʞ�Ȼƽȹ�ü̻�ɫ�Ɂ̟̿hŤ�̳Ćő�Ɏ�̵�|ɩó���� �

�

X�hê� ǔ͗�� �ȫȹ� ğţ� ɨƋɉ� Ƌȼ� Ħê� ̆ɳ� ͈ʄȹ� ğţ� ɨƋ� ǔɩɨ�

ɷɼɿɫ� ˉĉɥ� ȎƳ̻Ȫ� ̳�� ůɬ�  Ľ� ˉĉɩ� Ƣ�čê� �ɑ� �Z��  ļ̵� Ƌȼ�

Ħê�̆ɳ�͈ʄ�ʽ�ɥ�ɳʅ̻Ȫ�̵ó�� ğĮǢ� ļ̵�͈ʄɥ�ʽ�̳§�ʀȹ�Ƌȼ��

̆ɳ�͈ʄɨ�ƽʄɿɩ��¦ʄɿɫ�ɫ��Ɂ̿ɥ��ņ̳ê�ɫ�Ɂ̟̿hh�ǥ̾čȮȪ�

̵ó�� �Z�� �hê� §ȴɨ� ͕ċɩ� ǥʓƘȹ}� Ɨˑê� Ɂ̿ɥ� ɫ�Ɂ̟̿hȹ�

̸̄ȍˢȪ�̵ó�Y�ǔ͗�ɝɘ͗�ɬƠÞ̟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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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ǔ͗���ƫɩ� |ɥ�Ǉʔ̵��hȹê�Ƭɿɫ��ǵŇɩ�ɰê��Ǫ��ƫɩ�	�ɞȺ�ǔ͗��

ɝɘ͗h� ʽȫ�ɤ� ̆ɳ� Ħê� Ƌȼ� ͈ʄɥ� ʽ�̶� ġ� ɫ�Ɂ̟̿hŤ� ̻Ȫ� ̵ó�� ǔ͗��

�ȫɥ� ̻ǣ̽ɦȹĆ� ǀ�̳�	� Ȟʟ¬ʞ� ɫ�Ɂ̟̿h� ɨƋŤ� Ƭʅ̵͒� ÀĮê� ȵó�� ôʞ�

ư§ȹ	� ćɬ	� ̰İĖ	� ̬Ĵȇ	� ȞɬķĖ� Ĝɩ� �hɫ�̾ċ�͘ �� ȹǢ� Ƌȼ͈ʄɩÀ�

̆ɳ͈ʄɥ�ʽ����ň̻�ɫ�Ɂ̟̿hŤ�Ȱ¥̳��ɰɥ�Ǒɩó���� �

�

V͈ɨɨ� ɫ�Ɂ̟̿hWê� Ȟîʞů� �ɨɨ� ɫ�Ɂ̟̿hŤ� Ɏ�̳�� ɰê� �ʅɿɫ� �ƫɩ�

ɰ§ê� ̳ó�� ɞȺ� §ȴ�� ɫ�� ɩ̾� ɘ˒�� * ��� ó�ɿ� §ȴȹ� �̵� hɩĖĮɫ��sɤ�

ȽǪ��ƫɩ� |ɩ�	�Ȼ§Ǣê�§ȴȹ�ü̻Ǣ� Vɫ�Ɂ̿ɥ�̟h̶�|Wɥ�Ɏ�̳��ɰó�� �

�

Xɫ�ȹ� Ɨˑê� ƽʄɿ� Ɂ̿ɥ� ȎƳTɂƥTɊ̳͒�� Ȯĥ}� üɧ̽êʞ� ǦƄ̳§�

ɝ̻	� §ȴɤ� ɫ�ȹ� �̵� ǛúʓɨɨƋŤ� ɩ̻̾Ȫ� ̵ó��  � ʁʭê� ɫ�ȹ� ü̵�

ȐʅɿTɷɼɿ� Ɂ̿ɥ� ̟h̳�	� Ƣ�̵� ǔȐȹ� §ˀ̻� ̸̳̄�� ̾ċ̳�	�  �

Ơɧɥ� ˅ɿ̳�� Ȯĥ}�  � Ɂ̿ȹ� üɧ̽êʞ� Ǵ̳̄ê� |ɥ� ̷̵̡ó�Y�ɞȺ�

§ȴ��ɫ��ɩ̾ɘ˒� ����

�

X§ȴɨ� �Ɔ	� Ǫ�	� ɓɁ� Ǜ͖�� ɫ�ɨ� ƽʄɿ� Ɂ̿ɩĮê� Ŧȇ˩ɨ� ȒiǪȹ�

ğĮ�ɫ�ȹ��̵�ǛúʓɨɨƋŤ�ɩ̵̾ó�Y�* ��� ó�ɿ§ȴȹ��̵�hɩĖĮɫ�

$1��ɫ�� ���

�

X�* ��� ó�ɿ§ȴȹ� �̵� hɩĖĮɫ� $1�� ɫ�� ��ê� §ȴɩ� ɫ�ȹ� �̵�

ǛúʓɨɨƋ� ɩ̾ɥ� ��̵ó�� ɫ�ȹ� �̵� ǛúʓɨɨƋ� ɩ̾� �ʄȹê� ɫ�ȹ�

ü̵� Ȑʅɿ	� ɷɼɿ� Ɂ̿ɥ� ̟h̳�	� ˏʄ� ��ɨ� ƠɁ�� ̻ú� ��ȹ� ğţ� ʊˑ	�

ʊˑȹ� ü̵� Ơɧ� ̑ȟ	� ̻ú� Ɂ̿ɩ� Ȯĥ}� ̻�čȷêʞȹ� �̵� ɨǔǴ̄� Ĝɩ�

̷̡Ďó�Y�* ���ó�ɿ§ȴȹ��̵�hɩĖĮɫ� $1��ʓǣ� �����

�

 ļƖŐ�i�ɨ�ɞȺ�§ȴ��ɫ��ɩ̾�ɘ˒�� * ��� ó�ɿ�§ȴȹ��̵�hɩĖĮɫɨ�

�ɯƬɿɫ� ʭɘȹǢɨ�� �Ê� ɩ̾ɨ� ɂê� §ȴȹ� Vɫ�Ɂ̟̿hWŤ� ɨƋɿɣŐ� ̳Ćő�

̳§Ƶó	� ɫ�ȹ� �̵� ǛúʓɨɨƋŤ� ɨƋɿɣŐ� ̳Ćő� ̳Ȼ�  � ɬ͔ȹǢ� Vɫ�Ɂ̿ɥ�

̟hW̳Ćő�̳ê�ƥ̿ɣŐ�h��ɰ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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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ɩł}� §ȴȹ� ɫ�ȹ� �̵� ǛúʓɨɨƋŤ� ɨƋɿɣŐ� ̳Ćő� ̵� ɂê� ü̦ɿɣŐ�

⌜̬Ĵȇ� ǛúʓɨɨƋ� Ƭ�!J=F;@� �GJHGJ9L=� �MLQ� G>� 1A?AD9F;=� '9O�⌟�� Ɂ�ɨ� ⌜͆ü̒�

Üɂʅ� ¤ʞƬ⌟ɩó�� Ɨ�ɨ� ⌜ĆĖ
̬Ĵ˩� Ƭ⌟ɩÀ� ⌜˚Ŧ̡îȞ� �¥Ų� ̆ƄǪ� Ƭ⌟Ć�

Ǉȋ̵�ˍʞɨ�ƬɩĮ��̶�Ǽ�ɰó�� �

�

̳ʞů� ɩļ̵� Ƭ� ʖȹ� �Ɔɉ� Ǜ�ȵɩ� ƆĘ� §ȴɩ� ƆĘ� ɫ�� ˕̻ȹ� ü̻Ǣ� ɫ�ȹ�

�̵� ǛúʓɨɨƋŤ� ɩ̻̾Ȫ� ̵ó�� �ʄ̵� ɂê� ȵó�� §ȴɨ� �Ɔɉ� �ň̻Ǣ� Ɂ�ɨ�

⌜͆ü̒� Üɂʅ� ¤ʞƬ⌟ɤ� ŵˈȩ� Ƚ� �	� ů� ̑ɓĖh� §ʔɩ�	� ⌜˚Ŧ̡îȞ� �¥Ų�

̆ƄǪ� Ƭ⌟ɤ� Ƚ� Ǽɪɩ� � ȯ� öļh� §ʔɩó�� ⌜̬Ĵȇ� ǛúʓɨɨƋ� Ƭ⌟ɤ� ̮�ɐɫɨ�

ȁɳ��	 Ƅ�Ħê� �	 Ƅ�h�§ʔɩó�� �

�

ƐŒ� �� Ù� ȍ̾ɥ�ȧ� ē� ⌜ÖāİĖɨ�ȞċÜċ�ǛúʓɨɨƋ�Ƭ��ML;@� �@AD<� '9:GMJ�

�M=� �ADA?=F;=� '9O�⌟ɤ� §ȴɨ� �Ɔɉ� ��ȵɩ� ɫ�ȹ� �̵� ǛúʓɨŤ� ɨƋ̳͒ɀʞů�

Ȼ§Ǣ� ɫ�ɤ� �¥ŲȹǢ� Ȟċ� ÜċɣŐƽ˼� ɳɞŐɔ� �Ŧȹ� �̵Ďó�� Ɂ�ɨ� ⌜͆ü̒�

Üɂʅ� ¤ʞƬ⌟�� ⌜˚Ŧ̡îȞ� �¥Ų� ̆ƄǪƬ⌟ɤ� qʅÜċ�� ɫȏŵŵŐƽ˼� ɳɞŐɔ�

�Ŧȹ� ̵ʄɩ� čȮ� ɰ�	� Ɨ�ɨ� ⌜ĆĖ
̬Ĵ˩� Ƭ⌟ɤ� ˦�� Ƙʓ� �͒�� ʞȼɨ� ƿɽ�

�Ɛȹ��̵�ƎʅŐ�̵ʄɩ�čȮ�ɰó�� �

�

ɫ�Ɂ̟̿hê� ʱȻɿɩ�� ƿǣɿɫ� ƥƬɥ� ̻̄� ʽ�ɿɩ�� �ʊɿɣŐ� ɫ�Ɂ̿ɥ�

ȎƳ̳�� üɧ̳ê� ʁʭĮ�� ̶� Ǽ� ɰɣƖŐ	� ɩļ̵� ʁʭŤ� �Ɔɉ� ��ȵɩ� ƆĘ�

��§�ȹ}� ɨƋɿɣŐ� ɩ̳̾Į�� ̳ê� |ɤ�  ɉ� �ň̵� �ʅɿɫ� �ƫ�� ɍ�ɨ�

ɯƬŏh�ȵê�|ɤ�ʭˑ̳�ǢĮĆ�Ɲıʟ̳ʞ�ȡ��͆ȐɿɣŐ�hì̳ʞĆ�ȡó�� �

�

ɞȺ�§ȴ��ɫ��ɩ̾�ɘ˒� � ê� ��§�ɨ�˕̻Őƽ˼�ɫ�ɥ�Ƶ̳͌§�ɝ̻Ǣ��hh�

̉Ƴ̵�ʊˑŤ�ˍ̳Ćő�̳ƂǢ� �ɂŐ�ɫ�ȹ��̵�ǛúʓɨɨƋ�ɩ̾�Ɏ�Ť�Ě��ɰó�� � �

�

X�hê� �hh� Ǵɞ	� ̄ʅ̳ê� §ȴɩÀ	� Ǽˈȏɐ§�	� �ɿ̆ɳƵ͂� Ɯ� Ƶʝ�

§�ɉ� sɩ� �h§�ɣŐƽ˼� Ȑʡɿɫ� ʞɘ�� ǢǇȇŤ� ơê� §�ɩ� ɫ�ɥ�

Ƶ̶͌�Ǽ�ɰĆő�ɫ�ȹ��̵�ǛúʓɨɨƋ�ɩ̾ɥ�Ɏ�̳ê�|ɥ�̷̡̳Ȼ�ɫ�ɥ�

Ƶ̳͌ê�˅hɿɫ�ʊˑŤ�ˍ̻Ȫ�̵ó�Y�

�

ɫ�ȹ� �̵� Ǜúʓɨȹê� Vɫ�Ɂ̿ɥ� ̟h̳ê� |Wɩ� ̷̡čȮ� ɰɣƖŐ	� ��§�ȹ�

ɫ�Ɂ̟̿hŤ� ɨƋɿɣŐ� ɩ̳̾Ćő� ̳ê� |ɩ� ȞîĮ	� ɫ�ȹ� �̵� ǛúʓɨɨƋŤ�

ɨƋɿɣŐ� ɩ̳̾Ćő� ̳Ȼ�  � ɩ̾ɨ� ɬ͔ɣŐ� Vɫ�Ɂ̿ɥ� ̟hW̳Ćő� ̳ê� |ɩ�

Ɲıʟ̳ó�� ̶� |ɩó�� ɩļ̵� ɫ�ȹ� �̵� ǛúʓɨɨƋ� ɩ̾� Ƭʅ͒ê� ɑǥ� ��§�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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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ǛɣŐ� ȍ̶̾� ǼĆ� ɰó�� ɌÎ̳Ƃ� ɩļ̵� V˅hɿɫ� ʊˑWê� ȧȹǢ� Ȱ¥̵� Ɲɉ� sɩ�

ɞȺ�§ȴ��ɫ��ɩ̾�ɘ˒� � ȹ�ɨ̻�ʄú͒č§�ġƎɩó��

�

��� ĉ`ñŪŖD� RW�¾UÊ� ćē� VJê� Xşë�

�

b ��§�ɨ� ʄƵ�uȹ� �̵� Ƭš c ʅ � ʊ� ʅ � ̺� ƷƎȹ� ğŢƂ� ��§�ɩ�

ƵɞT�Ŧ̳ê�ʄƵê��uŤ�ɘ˒ɣŐ�̳��ɰó��ƐŒ���§�ɤ�sɤ�̺�ʅ � ͌Ť�¢wŐ�

Ǉ�uŤ� ̶� ǼĆ� ɰɥ� |ɩó�� ̳ʞů� ʅ � ͌ê� X�ɁǛTɁȴǛ� Ǉƚȹ� �̵� ǔ̺ɣŐ�

�uď��ɑ���§�ɨ�ʄú̵�ɩɪɥ�͆ɾͦ�̻˔�ɑņh�ɰê�ʄƵYȹ�̵̻�Ǉ�u̳Ćő�

̳�� ɰó�� ��§�ɩ� ƵɞT�Ŧ̳ê� ʄƵh� Ǉ�u� üǛɩ� č§� ɝ̻Ǣê� a� � � ʄƵh�

�ɁǛTɁȴǛ� ǇƚɩȮȪ� ̳�	� a� ��uď� �ɑ� ��§�ɨ� ʄú̵� ɩɪɥ� ̻˔� ɑņh�

ɰȮȪ�̳�	�a� � �̻ɨ�ʄĆê�͆ɾ̵�|ɩȮȪ�̵ó�� Ŧ��a� �óɦɨ��ɑȹê�Ǉ�u̶�

Ǽ�ȵó�� �

�

Xǔȴ͕ċȹ� ɨ̳Ȼ� Ƣǟ̳ê� ɝ̻�危害 �Őƽ˼� ǔıɨ� ǟƄgȏʽ� Ħê� yqɥ�

Ƶ̳͌§� ɝ̳Ȼ� �u̶� ̱Ɏh� ɰê� ʄƵ� Ħê� ɝƬgƽú̵� ǔȴ͕ċɣŐƽ˼�

�Ƙɨ�ɼǖ�Ħê�ǟ͕ɥ�Ƶ̳͌§�ɝ̳Ȼ��u̶�̱Ɏh�ɰê�ʄƵY� �b��§�ɨ�

ʄƵ�uȹ��̵�Ƭšcʅ �ʊ�ʅ �̺�ʅ �͌�h�Ɯ�ÀƇ��

�

ğĮǢ� ɫ�Ɂ̟̿h� ��� Ƶ�Ǣh� ɩļ̵� Ǉ�u� üǛɫ� ʄƵɨ� Ɏyɥ� r˅§İ� ȅʞ�

ȡȞ�Ƶɫó�� �

� �

̳ʞů��h���§�ɨ��Ɂ��ȍȹ�ü̻��ʄ̳��ɰê�b��§�ɨ�ɓɁȹ��̵�Ƭšc�

ʅ �� ʊ�ʅ � ̺ɩ�ɫ�Ɂ̟̿hê�ƐŒɩwîɉ�ɫ��Ɂȹ��̻Ǣê��ȍ�ǔ̺ɣŐ��ʄɥ�

̳ʞ� ȡȥ�	� b ��§�� ɫ��Ɂ� ŵçȲ c Ć� ǔȴ� ɫ�Ɂ̟̿hȹ� �uȹ� ü̻Ǣ�

X͐̚ɩʞ	� ȰŒ� Ĝɥ� ̻̄� §��§ȴ�ɨ� ɫ�Ɂ̟̿h� ��Ť� ɩ̻��ɳȹ}� �u̻Ȫ�

̸îóYĮ��̳��ɰɣÀ��uɨ�Êɐɿ�ƫɝȹ�ü̻Ǣê��ʄ̳��ɰʞ�ȡó�� �

�

ğĮǢ� ��§�ɨ� ɫ�Ɂ̟̿hȹ� �̵� ǔ̺ɨ� �u� ͖͆ɤ� �ȍŤ� Ȟɂ� ̳ʞ� ȡê�

��§�ƽ˼� ɫ�Ɂ̟̿hɨ� jô̵� ��ů� �ȍ̳ê� §�	� ɫ�Ɂ̟̿h� ��� Ƶ�Ǣ�

ʀƽŤ��ȍ̳ê�§�¬ʞ�óȭ̳ó�� ɫ�Ɂ̟̿h����Ƶ�ǢŤ�͐̚ɩʞ��ȍ̳ê�§�ɩ�

ɰêh� ̳Ƃ� ��§�� �ɁʄƵ� �u� ȍȇ̂�ȢŦɃ�ȹ� �ȍ̳ê� §�ɩ� ɰó�� Ħ̵�

ʞǵhì�Ɂ� Ƶ�Ǣ� Ĝ� óţ� Ƶ�Ǣȹ� ̷̡ȍˢ� �ȍ̳ê� §�ɩ� ɰ�	� ƳĆɨ� Ƶ�ǢŐ�

�ȍ̳ê�§�ɩ�ɰ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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ɫ�Ɂ̟̿h� ��� Ƶ�Ǣ� �uê� ͚̿� ɩ̻��ɳ� ʱȻɨ� ʀʅh� ď� Ǒ� ȞîĮ�

ɫ�Ɂ̟̿h� ɳʽɨ� ʡɥ� ÷Ƶ̳ê� ȼ̶ɥ� ̵ó�� ğĮǢ� ɫ�Ɂ̟̿hɨ� ̼Ȓɿɫ� Êɐɩ�

÷¨����Ƶ�ǢŤ�ɩ̻��ɳh�ʃ¢̳§�Ȅɓ�ƥȎɣŐ��u̳Ćő�̳ê�|ɩ�ʖɎ̳ó�� �

�

b��§�ɨ�ɓɁȹ��̵�Ƭšcʅ ��ʊ�ʅ �̺��ʅ �̺ɤ���§�ɨ��ȍ�ǔ̺�ʖȹǢ�

ʓɎǔ̺ɥ� ƳĆŐ� ̦ʔ̳͒�� ̸̻̄Ǣ� �ȍ̳ê� ̸̄�ȍȹ� ü̻� �ʄ̳ƂǢ�  � §ʔ��

ƥƬɤ�ȍ̾ŎɣŐ�ʄ̳Ćő�̳ɀêă	�̻ú�ȍ̾Ŏ�ʅ��ʊê�§͘ɼʄƽ�ɺ�ɩ�̸̄�ȍɨ�

̺Ƈ	�§ʔ�Ĝɥ� �ʞ˕ɣŐ��ʄ̻Ǣ�ɫ˼×�ǔɩ̈�ȢŦɃ�ȹ��ȍ̳Ćő�̳ɀó�� � �

�

ğĮǢ� ��§�ɩ� ɫ�Ɂ̟̿h� ��� Ƶ�ǢŤ� �ň� �ɁʄƵ� �u� ȍȇ̂�ȢŦɃ�ȹ�

�u̳Ćő�̳§�ɝ̻Ǣê�b��§�ɨ�ɓɁȹ��̵�Ƭšcʅ ��ʊ�ʅ �̺ɥ�uʄ̳Ȼ��ȍ�

ǔ̺ȹ� ɫ�Ɂ̟̿h� ��� Ƶ�ǢŤ� ̷̡ȍ˭�	� §͘ɼʄƽ� ɺ�ɤ� �ň� ʞ˕ɫ

b��§�ɨ� ̸̄�ȍȹ� �̵� §ʔc 	� ̉ͦ� Ƴ̦ �� ̸̄�ȍ� ̺ƇƳ� ǫƽ� �ȍ§ʔɥ�

uʄ̻Ǣ� ̺Ƈİȹ� Vǔȴ� ɫ�Ɂ̟̿h� ��� Ƶ�ǢWŤ	� §ʔİȹ� �u̻Ȫ� ̳ê�

ɫ�Ɂ̟̿h����Ƶ�Ǣɨ�Êɐɥ�˅h̻Ȫ�̵ó�� � � �

�

�u̻Ȫ�̳ê�ɫ�Ɂ̟̿h����Ƶ�Ǣɨ�Êɐɤ�˄Ǵ̵�Ȟĵɨ�ǔ̺ɩ�̷̡čȮȪ�̵ó�� �

�

a� �̟h�üǛɩ�Ď�ǔȴɨ�ǥʄ��ʄ��ɩɞȹ�ü̵�Ǜǫ̵�ǦƄ�

a� �ɫ�Ɂ̿�Ȼƽ	�üǛ	�ɞ͊	�ɘɫ	�ȒiǪ�Ĝɥ�ƿǣ̵�ɫ�Ɂ̟̿hɨ�̼Ȓ����

a� �ɫ�Ɂ̿ȹ�ü̵�üɧ��͘�

a� �ɫ�Ɂ̟̿hɨ�Ǽ̾�ʓʽɉ� �ȼ̶�

a� �ɫ�Ɂ̟̿hɨ�ʀʽɿɫ�ƥƬŒ�

a� �ɳŘ�Ǽʣɨ�üǛ��ƥƬ� �

a� �ȎƳ̵�ɩ̻��ɳɉ� �ɩ̻��ɳh�ʱȻ̵�ʁʭɉ�ƥƬ�

�

ʞƥ�§ȴɨ� �ɑȹĆ� sɤ� ƥȎɣŐ� bʞƥ�§ȴƬcʅ �� ʊ� ʅ � ̺ɨ� �ȍ� ǔ̺ȹ�

ɫ�Ɂ̟̿hŤ�̷̡ȍ˭�	�ȍ̾Ŏ�ʅ �� ʊɨ� ��Êʞ��ň�̾ʄȠʀƽɺ��ʞ˕ɥ�uʄ̻Ǣ�

ɫ�Ɂ̟̿hh�ʞƥ�§ȴ��ɁʄƵ��u�ȍȇ̂�˫ŧȞɩ�ȹ��ȍh�čĆő�̻Ȫ�̵ó�� � �

�

���� Ű�èıD� ±Ľ� ĉ`ñŪê� �š� �Ćê� Xşë� �

�

Ȑ˹ʊǔȹǢ� ͓ɫ̵� Ɲɉ� sɩ� Ȼļ� ��§�� ɫ��Ɂ� ÷úɳĚɩ� ͈Ňȴʽ� Ĝ� ǔȴ�

��ȹǢ� Ƣǟ̳ê� ɫ�Ɂ̿ȹ� ü̵� üɧɩ� ɩţƝ� VnʡWȹ� ̻ú̶� Ǽ� ɰóê� ɑņŤ�

ʅ§̳�� ɰó�� ɩļ̵� ɑņê� ��§�ɨ� ɩļ̵� üɧɩ� b̳Ć¥wĵ� �ʄ͒ȹ� �̵� Ƭšc

Ǜ� Vƽú̵��ɁjǨWȹ�̻ú̶�ǼĆ�ɰóê�ȿņȹǢ�Ǉŕčȷó��̶�Ǽ�ɰ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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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ʄwĵɝɘ͗ɨ� �ň� ʞ˕ɫ� b̳Ć¥wĵ�ʄ͒ʞ˕cʅ �� ʊê� b̳Ć¥wĵ�

�ʄ͒ȹ��̵�Ƭšcʅ ��ʊɫ� Vƽú̵��Ɂ�jǨ�¤ʞWŤ�óɦ��sɩ�̻ǣ̳��ɰó�� �

�

XƬ�ʅ �� ʊȹ��ʄĎ��ɁjǨ�̾ɝɨ�ƽúǪɤ�Ǽ¥ǔȴɳh�ɳɡɿɣŐ��ʄ̶�

Ǽ�ɰê�ǔȠȹ�ü̻�jǨ̳ê�ɘǔȴɳɨ�̾ɝŐǢ� �̾ɝh�ɘǔȴɳ�ɳȏɩÀ�

̉ʄ̵�ɳ�͗ǔ�Ħê�ɳȽɫ�ɨ�ǔɿ�ɩėɥ�ɝ̵�|ɫʞ	��Ƙ�ʅ�Ƣʀ�ĆƆĮê�

�ɪɥ�ɝ̵�|ɫʞ	�Ǽ¥ǔȴɳȹ}�ǀɩɪ̵���Ť�ˀĵ̳êʞ	�Ǉɐ�ʁmT̩ʡ�

̿Ǜ�Ĝ�͙ɡǪ�ʝʠ�͙��Ħê�Ǽ¥ǔȴɳɨ��ɁȻyɩÀ�Ǽ¥ǔȴɳ�Ǵǵ�

¢Őɳɨ�¢Őʊy�uǥ�͙�Ť�À˱Ì�Ǽ�ɰêʞ�Ȼƽ�Ĝɥ�ʏ̸ɿɣŐ��ņ̳Ȼ�

̒ô̵ó��

�Z��

ó��óɦ��sɤ�̾ɝê�ƽú̵��ɁjǨ̾ɝȹ�̻účʞ�Ȟî̵ó��

�Z��

����ɘǔȴɳh�͈ȫɥ�ʽ�̳ʞ�ȡɤ��ɑɬʞĮĆ�Ǽ¥ǔȴɳȹ}�óɦ��sɤ�

̾ɝŤ�̻̄�ʞɘ̳ƂǢ�Ǽ¥ǔȴɳŐ�̳Ȼ¤� � ʭ�Ħê� �ɩ̳�Ǽ¥ǔȴɳȹ}Ć�

ċɬ̵�̾ɝŤ�̳Ćő�Ɏʼ�Ħê��ɞ̳ê�̾ɝ�

[�̦ʔ̳Ć¥�ȫǢŤ�ǔɐ̳Ȼ��ȫɥ�ʽ�̳ê�̾ɝ�

\�̳Ć¥ü¤�ʞ¥�Ŧȍȇ̂ɥ�̻̄�̳Ć¥ü¤ɥ�ʞ¥̳ê�̾ɝ�

]�̳Ć¥ü¤ɥ�ɬʄ̵�§̵�Êȹ�ɬʄ̵�͆¤�ʅǇɡŐ�ʞ¥̳ê�̾ɝ�

^�ɫyǇTƶŦ͚ǟǇ�ʞɘ�Ĝ�¢Őʊyɥ�uǥ̳ê�̾ɝ�

_�ʟȴ�ɟTʴɐƞı͗�Ȑȍ�Ɯ�ʴɐȽ��Ĝ�ɬɳŦʲˈɥ�ʞɘ̳ê�̾ɝ�

`�[�S_�ɩɍɨ�̾ɝŐǢ�͙ɡǪ�ʝʠT�ɁȻy�uǥTǴǵ�¢Őɳ�¢Őʊy�uǥ�

Ĝɨ�͙�Ť�Ƣǟȍ˭ê�̾ɝY�

�

ğĮǢ� ɩɉ� sɤ� �ʄwĵɝɘ͗� ʞ˕ȹ� ¢w̵� ̻ǣȹ� ğŢƂ� ͈Ňȴʽɨ� ɫ�Ɂ̿ȹ�

ü̵� ��§�ɨ� ɿʁ̵� üɧɤ� ɘ˒ɿɣŐ� VnʡW� Êʞ� Vƽú̵� �ɁjǨWȹ� ̻ú̳ʞ� ȡê�

|ɤ�ƿƄ̳ó�� �

�

óů	� ɩŤ� Ƶó� Ƅ͓̳}� ̳§� ɝ̻Ǣ� ��§�ɩ� ͈Ňȴʽɉ� �ȫɥ� ʽ�̶� ġ�

ɫ�Ɂ̿ȹ�ü̻�üɧ�͈Ň�Ɯ�uɯ�̶�Ǽ�ɰê�¢wŤ�ŭň̳ê�|ɩ�Ɲıʟ̶�|ɩó��ɩƗ�

ɬƽ� ��§�ȹǢê� b�h�ȫƬcǛ� ʅ � ʊɨ� � ɨ� ʼŊ�ȫɥ� ͈Ňȴʽɉ� ʽ�̳ƂǢ�

ɫ��ɁiǢŤ� ʤ�̳§Ć� ̳ʞů	� ��§�ɩ� ͈Ňȴʽɨ� ɫ�Ɂ̿ȹ� ü̻Ǣ� üɧ̶� Ǽ�

ɰóê�Êɐɥ��ȫ�ɳʽȹ�̷̡ȍ˯�Ǽ�ɰĆő	�b�h�ȫƬ�ȍ̾Ŏcʅ�ʊɨ���Ť�uʄ̶�

 
���|_sħë�ĖƦÀ�Ş � şŋ ��Ÿ¾sħŋ��Ľv�Źq�ŚŮ��\�ë�Ş � şŋ � Ş � ƣį�®È�
Ÿ¾sħ�Ōƞ� �Ÿ¾sħ�Ō²� Ɵ��į� ƙơ£ĩĦ� Ơ� {ŹŘŎ� �ĽŇ� �ŉ� `� ƭĹ� f��� � �g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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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Ɏh� ɰó�� ʼŊ�ȫɨ� Êɐȹ� ɫ�Ɂ̿� üɧ�� �ň̵� ǔ̺ɥ� ˅h̳wÀ	� Ȟɂ�

⌜�h�ȫƬ⌟� ʅ � ʊɨ ���Ť�uʄ̳Ȼ	� ¢Ő��ƬŎɨ�ʔǼȹ�ɫ��Ɂ���ňĎ�Êɐɥ�

ƬƎȹ�˅h̶�ǼĆ�ɰɥ�|ɩó�� �

�

ɩɉ� Ȟɔļ� ȧǢ� Ȱ¥̵� b̳Ć¥wĵ�ʄ͒ʞ˕cɥ� uʄ̳Ȼ	� Xɫ�Ɂ̿ȹ� üɧ̳ê�

̾ɝYĮê� ˍʞŤ� `ȹ� ˅h̳Ȼ� ƎȰɿɣŐ�  ļ̵� ̾ɝh� ͈Ňȴʽȹ� ü̵� ƽú̵�

�ɁjǨȹ�̻ú̳ʞ�ȡɦɥ�ƿƄͦ�̻Ēê�ƥȠĆ��ņ̻�Ƹ�Ǽ�ɰó��

�

O��²K¢éÛ9j�Û9âV�»\°�<��

�

��§�ɩ� ɫ�Ɂ̟̿hŤ� ̳ê� ċɫ� ʖ� ̳Àê� ɫ��Ɂɩ� �Ɂ̟hȹ� ƠɁč§�

ġƎɩó��  ļÀ� ɫ��Ɂ	� ̉ͦ� ǔȴ� ɫ�Ɂ̟̿hȹ� ü̵� �Ɂ̟h� §ʔɩ� ǀƄ͓̳��

��§�ɨ� ɫ�Ɂ̟̿hŤ� ʅüŐ� ̟h̳ʞ� Ɖ̳�� ɰóê� Ǉ̒ɩ� ʅ§č�� ɰó��

��§�ɨ�ɫ�Ɂ̟̿h�ɩ̾šɥ�àɩ��͙�ɿɣŐ�ɫ�Ɂ̟̿hŤ�̳Ćő�̳§�ɝ̻Ǣê�

ɫ��Ɂȹ� ü̵� �Ɂ̟h� ʅĆɨ� uǥɩ� ̱Ǽɿɩó�� Ȼ§ȹê� Ȯĥ}� ̟h̶� |ɫʞ� ̟h�

§ʔȹ��̵�Ǝʅh�ɰ�	�ãh�̟hŤ�̶�|ɫʞɨ�̟h�ʓʽȹ��̵�Ǝʅh�ɰó�� � �

�

���� ŖDć� hğê� XŦÊ�

�

��§�� ʖ� �§ȴ�� ʔʄƽ§�ɤ� §͘ɼʄƽ���§�� ɓɁɝɘ͗� �Ɂ̟hô�h�

�Ɂ̟hŤ� ̳�	� §˱� ��§�ɤ� ʓƋƽʶh	� ʞƥ�§ȴɤ� ̾ʄȠʀƽh	� ʞƥɳˑôʽ�

ˈɳTˈȽ§�ɤ�̻ú�ʞƥɳˑôʽh��Ɂ̟hŤ�̳}�Ďó��ô�Ǽˈɯɤ̾ɩÀ�ǖȴɤ̾�Ĝ�

¤ɢ���§�ɨ��Ɂ̟hê�¤ɢɝɘ͗ȹǢ�÷ú̵ó�� �

�

ɩ� hɓă� �Ɂ̟h� ̝ıɥ� �ȍ̵� §͘ɼʄƽɉ� ̾ʄȠʀƽɨ� �Ɂ̟h� §ʔɥ� ʖȒɣŐ�

Ǘ̜Ƶņ��̵ó�� �� Ù��Ɂ̟h�̝ıɥ�ƵƂ�§͘ɼʄƽê��Ɂ̟hɨ�̟h�ƫʓŤ�˩}�

�Ɂ�Ŧɉ� ʓɎǔȴɣŐ� Àã�	� �Ɂ�Ŧɨ� ƫʓ� Ƞȹ� ɬɳŦ� ʲˈ	� Ƞʀ�� ͔�	� Ŧþȓ	�

 
����ƛ	�ƧŊ	�ƀĬŞu�á�ġĆ�¬ŋ�ļ{Tħčv�ĎĎ�授受���Ũ�¬į�wƟ�þƣ� �
��� őű_oŋ�þř�Ƭŋ�±��ƑŝŎŋ��űň�łƟ��Ƣ�¬�uŝƟ�rŖň�çƤƞ��Ʀłŋ��Ũį�
wƟ�þƣ� �

��� uŝƟ� ũÛĎƦň� çƤƞ�� ġĆTŸƉň� Ǝƞı� őű� ±�� sħv� w½¤� Ƒŝ� ŝñŋ� Şuň�
ļ{ƞh��ä��Ʀłŋ��Ũį�wƟ�þƣ�
�� �|_sħë� Ş � şŋ ���ÂwsëÀŋ� ŤĎ�� `� ťĤwĄŋ� ŕ� ±�� sħ��uÛŁŇ� sħň�
ŹqƠ� ¯� sħĂ�œÂ� ƞı�� Ƥ�� sħň� ŌƦƞ�� �Âœ�]ƞ¡�h´� uŝưį� wƟ� ëÆ^į�
®È� Ď�þĬœ_� tĽƟ� �ÂœÉ� ƙơƟ��ŋ� �ÂşiŌ� ]�Â�Ťë^� ¬� �Âws� ëÀň�

ŤĎƞ¡Ã�ƞ���Ľň�sħĄį�ƙơĖƇ�Ď�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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ȴƋ͙ɡ� Ĝ� Ȼļ� ̟h� ʞ̦� ʖ� ̳ÀŐ� ɠŦ�Ɂɥ� ̷̡ȍˣó��  Ŧ��  � ɠŦ�Ɂɨ�

ǫƽ̟h�Êɐȹ�ɫ��Ɂ���ňɩ�ɰȮ�Ƶɩê�óɦ��sɤ�Êɐɥ��ʄ̳ɀó�� �

�

X^�ɫ��ɟ	�ɫ�˕̻��ʅʁʭ�Ĝ�ɫ�ʌʖɥ�ɝ̵�ÜŇ��͕ċ� �

���ˉʶŦʅĆ�ɓɁ�Ĝ�¢Őɳ�Ɯ�üÊɍ�ɩ̻��ɳ�ɫ�Ƶ͌Y�

�

§͘ɼʄƽɨ� �Ɂ̟h� §ʔȹ� ğŢƂ� ɫ�ȹ� �̵� Êɐɤ� ̟h� ʞ̦h� ȞîĮ�

ɠŦ�ɁɩĮê� ̟h� ʞ̦ȹ� ü̵� ǫƽ̟h� Êɐɨ� ɬƽɬ� Ǒɩó�� ǫƽ̟h� Êɐ� ʖȹê�

ɫ�Ɂ̟̿hĮê� űɩ� ÀɃʞ� ȡɥ� Ǒů� ȞîĮ	� ɫ�ȹ� �̵� ÊɐĆ� �hɫ�ɝɘ͗ɨ�

b��§�� ɫ��Ɂ� ŵçȲcɨ� ɫ��Ɂ�� ƽ̸̵ó�� Ƹ� Ǽ� ȵó�� ʂǼɉ� �ň̻ǢĆ�

ɠŦ�Ɂȹ�˃� � ʂɩ�Ʀúɩ�čȮ�ɰêă	�ɠŦ�Ɂɨ�ǫƽ̟h�Êɐɤ�˃� � hʞ�ǔ̺ɩ��

ɫ�ȹ� �ňĎ� ǔ̺ɩ�  � ʖ� � uɩƖŐ� ��� ɫ�� ǔ̺ȹ� ƦúĎ� ʂǼê� � ʂɩ� Ƞ� čê�

ǯɩó�� �

�

ƠƂ� ̾ʄȠʀƽɨ� �� Ù� uʄĎ� �Ɂ̟h� ̝ıɥ� ƵƂ� ʞƥ�§ȴ� �Ɂ̟h �� ɨ�

üƿşʞ̦Ť�ʞǵhì�Ɂ	��ɁǪ�	�ǔ͗ɿ�hˑɨ� � uŐ��Ƴ̳�	�üƿşʞ̦ɨ�̳ɝȹ�

ʖƿşʞ̦Ť� Ēȷó��  Ŧ�� ǔ͗ɿ� hˑĮê� üƿşʞ̦� ̳ɝȹ� ɬɳŦ� ͓üɉ� ǔ͗ɿ�

ʵɮɩĮê� � uɨ� ʖƿşʞ̦Ť� ̷̡ȍˣ�	� ǔ͗ɿ� ʵɮɩĮê� ʖƿşʞ̦� ̳ɝȹ�

ǫƽʞ̦Ő� ɠŦ�Ɂ�� ƴŉɿɣŐ� ɫ��Ɂ� Ĝɥ� Ēȷó��  Ŧ�� ɫ��Ɂɨ� ǫƽ̟h�

Êɐɥ�óɦ��sɩ��ʄ̽ó�ɩł}�ɫ��Ɂɩ�ćŪɿɫ�ǫƽʞ̦h�č��ǫƽ̟h�Êɐȹ�

ɫ��Ɂɨ� � ô�h� ̷̡Ď� |ɤ� ��� Ù� ̾ʄȠʄƽɨ� �Ɂ̝ıȹǢê� ʳȞƸ� Ǽ� ȵê�

ÊɐɣŐ� �� Ù��Ɂ̝ıɣŐ�uʄĎ�ƽƿɩó��� �

�

X[�ɫ��Ɂ�ʽ���ˆɨ�ÜŇ��Ǫ�ê��
�ɫ��Ɂ�˅ʠ�ȍȇ̂��ˆ	�ɫ��Ɂ�

ǥȰ� Ɯ� �̦� Ȼƽ� 
� §���§ȴ�� Êɍ�ƽǢ	� �v	� ɩ̻��ɳ	� ʞȼʓƘ� Ĝ�� ͓ǖ�

ÜŇ�� Ǫ�� 
� §�ɓɁ� Ɯ� ʓɎǔȴȹ� ü̵� ɫ�Ɂ̟̿hŤ� Ȑȍ� Ȼƽ��͘	� �ɟ	�

̟h	� �u� Ĝ�� \� ɫ��Ɂ�ǔȴ�ɨ� Ȑ̾� �u� ÜŇ�� Ǫ�� Ɯ� �ʅʁʭ� ʅĆ͒ɨ�

˱úǪ� 
�ɫ��Ɂ�ǔȴ�ɨ�Ȑ̾�Ɯ�ɫ��Ɂ�ʀ��ʄɨ��u� 
��ʅʁʭɨ�ǼŪ�Ɯ�

ȍ̾	� ȍ̾ȹ� ü̵� ̟hɉ� uǥ� Ǫ�� ]� �ʄǔ͗� �͆ɥ� ɝ̵� ÜŇ�� Ǫ�ê�

ɿʁ̵h��
�ǀ�ʄ�wĵ�uǥ�Ĝ��ʄwĵ�͔��ʊǪ�ÜŇ��Ǫ��
��v�̮̻�ʅ�

 
�� �Ũçu�Ĭ� ť� u�v� uþį� wƟ� �ĽŌt� ĂĎ¡�� ƞĎ¡ŋ� rľį�� Ŏ}rĵŌ� ŅÊrĵv�
ðƢ£ĩ� ĉö� ŨƚÂ� �ķ� � ĝ´ŋ� �� ĉö� Ɨ_� �Ľň� ñ×� u�v� uþŋ� Ŏ}rĵ� Ɨ_�
�Ľv� �Ê� ] uu�w� Ŏ}rĵ� Ñ�ī ^ ŋ� Ŏ}rĵŋ� � �sÉ� ®ÇŨ� Ġt� ŒņÖ�

Ŏ}ĵƧƗ_²�� Ð¡� ¬ŕƞŨ� Ġ��� Y\�ŅÊUŎ}rĵŹŞ�{Ž‧Ŀĵ�á��¼v�Ĉv��ŘŚƟ_�� 
�w½�
�ö~ŝ�Ş¡ư�ŐũŁ�ĬÛw½�êš�tå~ŝ	�ûÊ�øuŝ��Ʀłœ�Ŵé~ŝ�¬��á��öƎŞĖēƍ�{Žŋ�ŘŚĈ�

�ŅÊUŎ}rĵ�á�öƖçŨ�zń�¬�Ķç�¼�
�Ĉêš�¬�ûŅÊ�Ʀł�çŨ��¼�á�þƸşƂ�ŘŚĈ�
�¡�Ř�

ƤŌ��wÊČƯ�¬ņÂ�ĪÄ�á�ŨĲþƵ�ıÄį�ÝŋÉ�Ħ�Ɵ�â��ĭ�Ũ�ıö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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ƥƬ� q͒� Ĝ� �v� �ɪʝʠ� ÜŇ�� Ǫ�� 
� §͗�Ĝ�� �ʄ�ɽ� ʊǪɨ� ÜŇ��

Ǫ��
�nʡ��¢ʁ�ƥȠ��§ȴʄʵ�
���	�V�����������Ĝ�ȍ̾Ȼƽ�ĜY� �

�

ɩļ̵� ̾ʄȠʀƽɨ� �� Ù� �Ɂ̟h� §ʔɤ� §͘ɼʄƽɨ� �Ɂ̟h� §ʔ�� Ǉ�̶� ġ�

b��§�� ɫ��Ɂ� ŵçȲcȹ� ğţ� ɫ��Ɂɨ� � ô�Ť� �Ɂ̟hȹ� ƠɁ̳�� ɰê�

|ɣŐ� Ƶɫó�� ʓɎǔȴ� ɫ�Ɂ̟̿hĮê� űĆ� ǫƽ� ̟h� Êɐȹ� Ĝɺ̶� Ǒ� ȞîĮ�

ǫƽ̟h� ƥƬɤ� Xɫ��Ɂɥ� �Z�� ʓɎǔȴ� Ɂ̟̿h� Ƶ�Ǣ� Ĝɨ� ˄ʏƵ�ǢŐ�

̟h̵óY�� ̳�� ɰó�� }óh� ʂǼĆ� §͘ɼʄƽ� �Ɂ̟hɉê� öŦ� ɫ��Ɂȹ� � ʂɩ�

ğŐ�ƦʄčȮ�ɰó�� � �

� �

+ř �,� VVhX� SñŖD� ť¬� Ġ� ĉ`Sñ� X�� Äť�

ŕ�� ÏÁ� ŖDm÷�ĹĘÅÙ�� ıTē� Ģý�

hŻđĘÁ�

��� p�

ŕ���

^� ɫ��ɟ	� ɫ�˕̻� �ʅʁʭ� Ĝ� ɫ�ʌʖɥ� ɝ̵�

ÜŇ��͕ċ� �

�� �ˉʶŦʅĆ�ɓɁ�Ĝ�¢Őɳ�Ɯ�üÊɍ�ɩ̻��ɳ�

ɫ�Ƶ͌�

SñX¡��

ÄźēDĻ\Ů��

Ā¡Sñ�

ũĘßĔÁ�

��� p�

ŕ���

X[� ɫ��Ɂ�ʽ���ˆɨ�ÜŇ��Ǫ�ê�� 
� ɫ��Ɂ�

˅ʠ� ȍȇ̂� �ˆ	� ɫ��Ɂ� ǥȰ� Ɯ� �̦� Ȼƽ� 
�

§���§ȴ�� Êɍ�ƽǢ	� �v	� ɩ̻��ɳ	� ʞȼʓƘ�

Ĝ�� ͓ǖ� ÜŇ��Ǫ�� 
� §�ɓɁ�Ɯ� ʓɎǔȴȹ�ü̵�

ɫ�Ɂ̟̿hŤ� Ȑȍ� Ȼƽ��͘	� �ɟ	� ̟h	� �u� Ĝ��

\� ɫ��Ɂ�ǔȴ�ɨ� Ȑ̾� �u� ÜŇ�� Ǫ�� Ɯ�

�ʅʁʭ�ʅĆ͒ɨ�˱úǪ�
�ɫ��Ɂ�ǔȴ�ɨ�Ȑ̾�Ɯ�

ɫ��Ɂ� ʀ� �ʄɨ� �u� 
� �ʅʁʭɨ� ǼŪ� Ɯ� ȍ̾	�

ȍ̾ȹ� ü̵� ̟hɉ� uǥ� Ǫ�� ]� �ʄǔ͗� �͆ɥ�

ɝ̵�ÜŇ��Ǫ�ê�ɿʁ̵h�� 
� ǀ�ʄ�wĵ�uǥ�Ĝ�

�ʄwĵ� ͔�� ʊǪ� ÜŇ�� Ǫ�� 
� �v� ̮̻�ʅ�

ƥƬ� q͒� Ĝ� �v� �ɪʝʠ� ÜŇ�� Ǫ�� 
�

§͗�Ĝ�� �ʄ�ɽ� ʊǪɨ� ÜŇ�� Ǫ�� 
� nʡ��

¢ʁƥȠ��§ȴʄʵ�
���	� V���� ��� ���� Ĝ� ȍ̾Ȼƽ�

ĜY� �

Äźē� DĻ��

Äźē� ĭċ��

ĉ`Sñ�

�

̳ʞů� §͘ɼʄƽɨ� �Ɂ̟h� §ʔɤ� ƐŒɩwîɉ� ̾ʄȠʀƽɨ� �Ɂ̟h� §ʔĆ� ǔȴ�

ɫ�Ɂ̟̿hŤ� Ȯĥ}� ̟h̳�óê� ʂȹ� ü̻Ǣê� ɳǫ̵� ǦƄɥ� ̳ʞ� ȡ�� ôʞ� Ȼƽ	�

�͘	� �ɟ	� ̟h	� �uĮ�ů� ̳�� ɰó��  ł§� ġƎȹ� ǔȴ� ɫ�Ɂ̟̿hȹ� ü̻Ǣê�

ô̝ɿɫ�̟hŤ�̶�ǼƟȹ�ȵɥ�|ɩ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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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ɼʄƽh� ��� Ù� �§ȴ�� ʔʄƽ§�ɨ� �ɁȐɿ� Ƶ�Ǣȹ� À˱Ã� §͘ɼʄƽɨ�

�Ɂ̟h� Êɐ� ʖ� ʓɎǔȴ� ɫ�Ɂ̟̿hȹ� �̻Ǣ� ̒ô̵� Êɐɥ� ƵƂ� ɫ�Ɂ̟̿hȹ�

ü̻Ǣê� Ǽ̾̽êʞ� Ȼƽȹ� ü̻Ǣů� ͓ɫ̳ê� |ɥ� Ȣ� Ǽ� ɰó�� Ȟĵê� �§ȴ� �� uɉ�

ʔʄƽ§���� uɨ��ɁȐɿ�Ƶ�Ǣȹ�À˱Ã�̻ú�ƽƿɨ�ɬƽŤ�Ƣˌ̵�|ɩó�� �

�

XʓɎǔȴɨ�ɫ�Ɂ̟̿hŤ�͓ü̳Ȼ�yǦ�ƿȪ�ɫ�˕̻ɨ�ɂƥɥ�ɝ �̻ÜŇɥ�§ɔɫ�

|ɣŐ�̟hĎó�Y�

�

XʓɎǔȴ� � u� ƽƿȹǢ� ɫ�Ɂ̟̿hʅŤ� ȍ̳̾Ȼ� �ǔ͈Ňȴ �̔ Üċɫ�� q �͒ Ɯ�

ǟǖ͆ɺ� Ê� ̢Ňɂƥ� Ǝ͒Ť� ͓ǖ̳ê� Ĝ� ɫ�ʌʖ� Ǝ͒ɨ� Êɼ͒Ť� ˅ʠ �̵ ʂɤ�

¦ʄɿɣŐ�̟hĎó�Y�

�

XʓɎ�ǔȴȹ�ü �̵ɫ�Ɂ̟̿hŤ�͓ü �̶̱Ɏh�ɰó��̒ôĎó�Y�

�

XʓɎǔȴȹ�ü �̵ɫ�Ɂ̟̿hŤ�͔şʽ�ȹ�͕ɐ �̶̱ɎǪȹ�ü �̻ɫ��Ɂ�Ɔî˼Ŭ�

ʞ̦Ť�ɫ�Ɂ̟̿h	�ɫ�Ȑ˹ʊǔ	�ɷɼɿ�ɝ͂ɎǴ�Ƣ�Ő�jǴ̳͒ɀó�Y�

�

Xɫ�Ɂ̟̿h�§�ɓɁ�Ɯ� ʓɎǔȴ�ƿȪ�Ǜǫ��ȹǢ�̺ƇƳ�ʂǼȹ�Ǜú �̵ ̝ʭh�

ɰȮ�uǥǔ̺��͔ş͕ċȹ�ü �̵ʂ{�ÜŇɥ�ʅ� �̶̱Ɏh�ɰɥ�|ɩó�Y�

�

X��� Ùȹ�§�ɓɁ�ɫ�Ɂ̟̿h	� ��� Ùȹ�ʓɎǔȴ�ɫ�Ɂ̟̿hŤ�Ȑȍ̳ɀêă�

§�ɓɁ��ʓɎǔȴ�̟h��ȹ�ğĮ�ĆˈĎ�uǥǔ �̺ɩ̾ȹ�ü �̵ʂ{�Ɯ�͔ş�͕ċɥ�

q̳͒ê�ÜŇɥ�§ɔɬ�̱Ɏh�ɰɥ�|ɩó�Y�

�

Xɫ�Ɂ̟̿hŤ��Ɂ�ŦȹǢ�ʓɎǔȴ¬ʞ�͓ü̳��ʖʂ�Ŧ�ƿȪŤ�ȏǦ̳ɀɣƁ�

ɺ§Ɏȭǔȴȹ�ü �̵ɫ�Ɂ̟̿hŤ�˄ˀŐ�Ȑȍ̳Ȼ�ɫ�Ƶ͌ʽʅŤ�ʄǇ̳ɀó�Y�

�

ɫ��Ɂɩ� ǫƽ� ʞ̦Ő� ćŪĎ� �� Ù� ̾ʄȠʀƽɨ� �Ɂ̝ıȹ� ğĮ� ʞƥ�§ȴɥ�

�Ɂ̟h̵� ɳŘê� �� Ù� �� ə� � ɬ� ͆ɼ� �učʞ� ȡȥ§� ġƎȹ� Ǘ̜Ƹ� Ǽ� ȵʞů	�

̾ʄȠʀƽɨ� �Ɂ̟h� §ʔĆ� ʞƥ�§ȴɨ� ǔȴ� ɫ�Ɂ̟̿hȹ� ü̵� ɳǫ̵� ̟h� §ʔɩ�

ȵ§�ġƎȹ�§͘ɼʄƽɨ�̟hɉ�üċǴɩ̶�|ɣŐ�ɂǛĎó�� �

�

ğĮǢ� ɫ��Ɂȹ� ü̵� �Ɂ̟hŤ� ̻̄� ��§�ɩ� ͙�ɿɫ� ǔȴ� ɫ�Ɂ̟̿hŤ�

̳Ćő� ̳§� ɝ̻Ǣê� §͘ɼʄƽĆ� ̾ʄȠʀƽɨ� �Ɂ̟hʶĿ� ɫ��Ɂɥ� ƳĆɨ� ǫƽ�

ʞ̦Ő� ćŪȍˢȪ� ̳�	� b ��§�� ɫ��Ɂ� ŵçȲcɨ� ɫ��Ɂɨ� Êɐ	� ̉ͦ� ǔȴ�



 

   171 

ɫ�Ɂ̟̿hŤ� ǫƽ̟h� Êɐȹ� ̷̡ȍˢȪ� ̵ó��  Ŧ�� §͘ɼʄƽɉ� ̾ʄȠʀƽh� �ͦ�

ǔȴ�ɫ�Ɂ̟̿hŤ�̟h̳§�ɝ̵�§ʔɥ�ɝ�ɫ��Ɂɨ�ǫƽ̟h�Êɐȹ�˅h̻Ȫ�̵ó�� �

�

ǔȴ� ɫ�Ɂ̟̿hŤ� ̟h̳§� ɝ̵� �Ɂ̟hɨ� §ʔɤ� $$$�� ��ȹǢ� ʅȠ̵� Ɲɉ� sɩ�

��§�ɩ� ͙�ɿɫ� ɫ�Ɂ̟̿hɨ� � hʞ� ɘ˒ɫ� ̡�Ǫ	� ʖüǪ	� ʵƋǪ	� ʱȻǪ	�

̆ƄǪɥ� �ʽɿɫ� ô�� Êʞ� ʁʭȹǢ� ȲŭÀ� ɶ� ʔǼ̽êʞŤ� ͓ɫ̶� Ǽ� ɰê� |ɩȮȪ�

̵ó�� �

�

�ʽɿɣŐ�Ȟĵɨ� � hʞ�̟h�Ɂȼɨ�ʞ̦h��Ɂ̟h�§ʔɩ�ď�Ǽ�ɰɥ�|ɩó�� �

�

� ̟h� üǛɫ� ǔȴ� ǥʄɩ� ɿʁ̽ó�� �ǔȴ� ǥʄ� ʁʭȹǢ� ̡�Ǫ�� ʖüǪ� ɘ˒� ʔǼŤ�

͓ɫ̳ê�ʞ̦��

� ɫ�Ɂ̿ȹ� jʃɿɣŐ� Ƚřď� Ǽ� ɰóê� |¬ʞ� ȿĒȹ� ĒƂǢ� ȒiǪ� ̒ôɥ� ̳ɀó��

�ɳŘ�ƿǣ�ô�ȹǢ�̡�Ǫ��ʖüǪ�ɘ˒�ʔǼŤ�͓ɫ̳ê�ʞ̦��

� ̻ú� ǔȴȹ� �ňĎ� ɩ̻��ɳŤ� ̡�ɿɣŐ� ȎƳ̳�	� ɳŘ� Ǽʣ� ʁʭȹ� ȐʡɿɣŐ�

ʱȻȍˣó���ɳŘ�Ǽʣ�ô�ȹǢ�ʱȻǪ�ɘ˒�ʔǼŤ�͓ɫ̳ê�ʞ̦��

� �͘Ǣɉ����Ƶ�ǢŤ�ɩ̻��ɳɨ�ɨƗ�ɰê�ʱȻh�hì̳Ćő��u̳ɀó�� ��͘Ǣ�

ɴǪ�ʁʭɉ����Ƶ�Ǣ��u�ʁʭȹǢ�̆ƄǪ�ɘ˒�ʔǼŤ�͓ɫ̳ê�ʞ̦��

� ɫ�Ɂ̿ȹ�üɧ̳��̮̻ɳ��ʅŤ�÷Ƶ̳§�ɝ̵� ʊˑh�ɰȷó�� �üɧ� �͘� ʁʭȹǢ�

ʵƋǪ�ɘ˒�ʔǼŤ�͓ɫ̳ê�ʞ̦��

� ɫɿ	� Ɛɿ	� �ƫɿɫ�ɫ̬ĮŤ�ɿʁͦ�r˅ȷó�� ��͘�ǼŪ�ô�ȹǢ�ʵƋǪ�ɘ˒�ʔǼ

Ť�͓ɫ̳ê�ʞ̦��

�

ɩł}� �hʞ� ̟h� ɁȼȹǢ� ��§�� ǔȴ� ɫ�Ɂ̟̿hɨ� ͙�Ǫɥ� ̟hŤ� ̶� ġ	� ̟h�

Ɂȼȹ� ğĮ� Ȟĵɨ� ̦ɉ� sɩ� óţ� Ʀʂɥ� ʓê� |ɩ� ̱Ɏ̳ó�� ǔȴ� ɫ�Ɂ̟̿hɨ�

Ǫ̕ê� ̟h� üǛ� ǔȴɥ� Ȯĥ}� ǥʄ̽êʞȹ� öņ� ɰó�� Ƹ� Ǽ� ɰ�	� ɩ̻��ɳ� ʱȻê�

ǔȴ�ɫ�Ɂ̟̿hȹǢ�hɺ�̼Ȓɿɫ�ɘ˒ɩƁ	� ���Ƶ�Ǣh��učê�|ɤ�ɩ̻��ɳɨ�

�ǵɿɫ� ʱȻŤ� ɝ̻ǢĆ� ɨƗh� ɰʞů�  � ɳʽh� ɫ�Ɂ̟̿h� Ǽ̾ɨ� ʡɥ� ÷Ƶ̳§�

ġƎɩó�� �

�

� ̟h�üǛɫ�ǔȴ�ǥʄɩ�ɿʁ̽ó�����ʂ��

� ɫ�Ɂ̿ȹ� jʃɿɣŐ� Ƚřď� Ǽ� ɰóê� |¬ʞ� ȿĒȹ� ĒƂǢ� ȒiǪ� ̒ôɥ� ̳ɀó��

��ʂ��

� ̻ú� ǔȴȹ� �ňĎ� ɩ̻��ɳŤ� ̡�ɿɣŐ� ȎƳ̳�	� ɳŘ� Ǽʣ� ʁʭȹ� ȐʡɿɣŐ�

ʱȻȍˣó����ʂ��

� �͘Ǣɉ����Ƶ�ǢŤ�ɩ̻��ɳɨ�ɨƗ�ɰê�ʱȻh�hì̳Ćő��u̳ɀó�����ʂ��

� ɫ�Ɂ̿ȹ�üɧ̳��̮̻ɳ��ʅŤ�÷Ƶ̳§�ɝ̵�ʊˑh�ɰȷó����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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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ɫɿ	�Ɛɿ	��ƫɿɫ�ɫ̬ĮŤ�ɿʁͦ�r˅ȷó����ʂ��

�

ɩ� ġȹ� ��§�ɨ� �ƆƳŐ� ʭĜɥ� ĒȮ� ̟h̶� ǼĆ� ɰó�� ɫ�Ɂ̟̿hɨ� �ʂȹǢ�

�Ɔɨ� üǴê� $$$�� ��ȹǢ� ʅȍ̵� Ɲɉ� sɩ� �§ȴ	� ʔʄƽ§�	� §˱��§�� ʖ�

¤ɢ��§�	� §˱��§��� ʞƥ�§ȴ� ʖ� ɳǖɩ� � ʊ� ɘ� ɩǛɫ� ��§�ɥ� �Ɔh� ˪�

��§�ɣŐ� VhW�� ��§�ɣŐ	�  � Àźʞê� VÀW�� ��§�ɣŐ� ÀãƂ� ď� |ɩó��

̳ʞů� VÀW�� ��§�ɩĮ�� ̳þĮĆ� ��§�ɨ� ǔȴɩÀ� ��§��� ǔȴ� ��ȹ� ɰê�

§�ɨ� �ň� ǔȴɩ� ɫȏŵŵ	� qʅÜċ	� ȞċÜċȹ� ȽřčȮ� ɰóê� Ǜúͦ� ¢w� ɰê�

ʓɺɩ�ɰɥ��ɑȹê� VhW����§�ȹ�̷̡ȍ˯�ǼĆ�ɰó�� �

�

ɩł}� �Ɔ� Ĝȹ� ğĮ� VhW�� ��§��� VÀW�� ��§�ɣŐ� ÀãȮ� VhW�� ��§�ɤ�

͈ɨɨ� ǔȴ� ɫ�Ɂ̟̿h�ʄȎ� ǔȴ� ɫ�Ɂ̟̿h�� Ǽ̾� Ȼƽ� Ɯ� ʄĆŤ� hʞ�� ̟hŤ�

̳�	� VÀW�� ��§�ɤ� jɩ� ǔȴ� ɫ�Ɂ̟̿h �	 �Ǽ̾� Ȼƽ� Ɯ� ʄĆŤ� hʞ�� ̟hŤ� ̶�

ǼĆ� ɰó�� Ħê� VhW��� VÀW�ɨ� ��§�� ƆĒ� ʄȎ� ǔȴ� ɫ�Ɂ̟̿h� Ǽ̾� Ȼƽ� Ɯ�

ʄĆŤ�hʞ��̟hŤ�̳č� $$$����ȹǢ�ʅȠ�̵�üŐ�̟h�ʷĆŤ�ʭƳ̶͒�ǼĆ�ɰɥ�|ɩó��

ɂŤ� ĚȮ� VhW�� ��§�ɩ� ˄�ɨ� ̟h� Ĝ¥�� Ĝ¥�ɥ� ơ§� ɝ̻Ǣê� VÀW��

��§��� ʂ�ɩǛ�Ƶó�þ�àɤ�˃ʂ�� ʂ�ɩǛ�ɥ�ơȞȪ�̳Ćő�ůĖê�ƥƬɥ�ǔɐ̶�

ǼĆ�ɰó�� �

�

��� ŖDć� Ğıê� XŦÊ� �

�

ǔȴ� ɫ�Ɂ̟̿hê� §ȴ�� ɫ�ȹ� �̵� ʀƎǪɩ� ȵɣƂ� ʅüŐ� ̟h̳§h� Ȯŋó��

ɂŤ� ĚȮ� ɫ�Ɂ̿ɥ� ��§�ɩ� ɫ�Ɂ̟̿hŤ� ̻̄Ǣ� ȎƳ̳��  ȹ� ü̻� üɧɥ�

ȍɴ̳ê� �ɑ�  � ɫ�Ɂ̿ɩ� ȰŒ� Ĝȹ� �učȮ� ��§�ɤ� Ǉ̒ɥ� ơɥ� Ǽ� ɰó��

��§�ɩ� ɫ�Ɂ̿ɥ� ʅüŐ� ȎƳ̵� |ɩĮƂ� ɫ�Ɂ̟̿hɨ� Ƈɿɥ� öǪ̵� |ɩ§�

ġƎȹ� ɫ�Ɂ̟̿h� ɳʽȹ� ü̻Ǣê� ƽʄɿɫ� ̟hŤ� ơȞǢê� Ƞ� Ďó�� ̳ʞů� ʞ¤ɨ�

�Ɂ̟h�ʅĆ̳ȹǢê�ɩļ̵�ɫ�Ɂ̟̿hh�¦ʄɿɣŐ�̟hơɥ�Ǽ�ɰɥʞê�ɨƎɩó��

�

ğĮǢ� ��§�ɨ� ǔȴ� ɫ�Ɂ̟̿hȹ� ü̵� ̟hê�  |ɥ� ��̵� �hɫ�ɝɘ͗ȹǢ�

÷ú̳��  ļ̵� ̟hŤ� �Ɂ̟hȹ� ƠɁȍˢȪ� ̵ó�� �Ɂ̟hɉ� �ň̻Ǣê� ɩł}� ̳ê�

Ǉȋ̵�ɂh�ȵê�|Ć�Ȟîó�� �

�

 
�	 �aŌ� þĬ� Ŏ}ĵƧƗ_į� �ƤĄ�� �� ĳ{_� ƝļƞmŨÎ� �Šį� Ƥķ�� �w� Ŏ}ĵƧƗ_	�
bþ	�þƵƲr�ĵƧƗ_�¬ň�þĬ�Ŏ}ĵƧ�ėïŋ�wśįĄ�ŘŚƞl�îĽƞı�ĎƦƞ��k¡�aŌ�

þĬ�Ŏ}ĵƧƗ_ŋ�Ķ_�¥�Ď�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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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ɼʄƽɨ� ��§�� Ǜɮmǔɉ� mǔɝɘɥ� ̟h̶� ġ� VʟƋǼ̾Ǫ�WĮê� ̟h�

ƫʓȹǢ� VÊƽmǔ� ɓɁǪ�� Ɯ� ǔ͚�Ŧɨ� ɿʄǪW� ̟h� ʞ̦ê� mǔɘɨ� ̟h� ��Ť�

 üŐ� ƠɁ̳Ćő� ̳�� ɰ�	� V§�ɨ� ʼŊĆW� ̟h� ʞ̦ê� �Ƙ�ɪɝɘ͗ɨ� ʼŊĆ�

ˏʄ��Ť� üŐ�ƠɁ̳Ćő�̳��ɰó�� �

� �

§͘ɼʄƽh� ̜Ë� �� ÙĆ� �§ȴ	� ʔʄƽ§�� Ǜɮmǔ	� mǔɝɘ� ʟƋǼ̾Ȑɿ� ̟h�

̝ıɨ�̟hʞ̦Ƴ�̟h�§ʔ	�ƥƬɥ�ƵƂ�óɦ��sɩ�čȮ�ɰó�� �

Ǉ�Ļ�̟hʞ̦ê��§ȴTʔʄƽ§���ɁȐɿ�̟hɨ�Ǉ�Ļ�̟hƥƬɥ�

ʔɐ̳Ȼ�óɦɨ�ǫƽ̟h�ÊɐɣŐ�̟h̵ó�� �


� óů	� XÊƽmǔ� ɓɁǪ�� Ɯ� ǔ͚�Ŧɨ� ɿʄǪYɤ� mǔɘȹǢ� Ǽ̵̾�

ɳʽmǔ͕ċ� Ȓǔ��Ť� ƠɁ̳Ɓ	� X§�ɨ� ʼŊĆYê� �Ƙ�ɪɝɘ͗ɨ� ʼŊĆ�

ˏʄ��Ť�ƠɁ̵ó�� �


� ̉ͦ	� �Ƙ�ɪɝɘ͗ɨ� ʼŊĆ� ˏʄ��h� ÀɃʞ� ȡê� ɬƽ� ��§�ɨ� �ɑ	�

̻úʞ̦ȹ�ü̵�Ʀʂɤ�ʅɍ̳��̸�Ť�ǖˈ̵�͚	�ɩŤ� � ʂ�ůʂɣŐ�͔ǖ̳Ȼ�

ʏ̸�̟h��Ť�ǖˈ̵ó�

�

ğĮǢ� �hɫ�ɝɘ͗ȹǢĆ� ��§�ɨ� ǔȴ� ɫ�Ɂ̟̿h	� ÀȞh� ɫ��Ɂȹ� ü̻�

̟h̳�� �̟hh�§͘ɼʄƽɨ��Ɂ̟hȹ�ƠɁčĆő�̳ê�|ɩ�Ɲıʟ̶�|ɩó�� �

�

�hɫ�ɝɘ͗h� ȧȹǢ� Ȱ¥̵� ��§�� ɫ��Ɂȹ� ü̵� ˝Ǧ̐� ȴƋɉ� ̷°� ɩļ̵�

̟hŤ� Ǽ̶̾� Ǽ� ɰɣņƂ	� ˄Ǵ̵� �hɫ�ɝɘ͗� Êɨ� ɳƎɝɘ͗�

�ʄ�⌜�hɫ�ɝɘ͗Ƭ⌟� ʅ �� ʊ�ɥ� ͕ɐ̳Ȼ� V�h���§�� ɫ��Ɂ� ɩ̾ɥ� ɝ̵�

ɳƎɝɘ͗WŤ� �Ǫ̳wÀ� �hɫ�ɝɘ͗ɉ� Ǵǵ§�� ʟʅ� uʄɥ� ̳̄Ȼ�

V�h�ɫ��Ɂǭ˼WŤ�Ǜȍ§�Ő�Ǧˑ̶�Ǽ�ɰó��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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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N�C�²K8C�Dd�±�T®�²K�rg�

�

ǔȴ� ɫ�Ɂ̟̿hŤ� ̶� ġ� ��§�ɩ� ʌʖ̻Ȫ� ̶� ɫ�ɤ� ̡�ɿɫ� |ɣŐ� V�ʅɿɣŐ�

ɫʄĎ� ɫ�WɩĮ�� ǟi̳ê� |ɩ� ʖɎ̳ó��  Ŧ��  � V�ʅɿɣŐ� ɫʄĎ� ɫ�Wɩ�

Ƌȶɫʞȹ�ü̻Ǣê� $$�� ���h�ȹǢ�ǦƄ̳ɀó�� Ľă� ɉ�ċȍȹ� V�ʅɿɣŐ�ɫʄĎ�ɫ�W�

ʖȹǢ�̟h�üǛ�ǔȴ��þ��ňǪɩ�àɤ�ɫ�ɤ�Ƌȶɩ�� �ɫ�ɩ�̻ú�ǔȴ���ň̻�

rê� ̷ɨê� Ƌȶɫʞ� ɩ̻̳ê� |Ć� ʖɎ̳ó��  ĵȪ� ̻ú� ǔȴɩ� hʞ�� ɰê� ʓɎ� ɫ��

ɩȆh�Ƌȶɫʞ�̑ȟ̶�Ǽ�ɰ�� � ʓɎ�ɫ��ɩȆh�̑ȟčȮȪ�ɳŘ�Ǽʣɨ�hɩĖh�ď�

Ǽ�ɰê�ʽ˩Ŧȇ̈Ť�ůĚ�Ǽ�ɰ§�ġƎɩó�� �

�

	��²K~� 7N�C�²K8C�Ddç�;V�å°�

�

ȞĵȹǢê� �ʅ�Ŧɺʀɩ� �ʄ̵� ɫ�� ʖȹǢ� V§ȴ�� ɫ�� ɁȼWɨ� ŶįȹǢ� �ňɩ�

àɤ� |ɥ� �ƫɿɫ� ¢wɉ� ̷°� ʄŦ̳ɀó�� �ƫɿ� ¢wŤ� ɿȍ̶� ġ�  � �ƫɨ� ɞ�ɿ�

̻ǣɩĮ�� ̶� Ǽ� ɰê� ̻ú� ʊȫ� §�ɨ� �ň� ɬƠ� Þ̟Ć� ̷°� §ɼ̳ɀó��

�ʅ�Ŧɺʀɨ� ɫ�� ʖȹǢ� ɳɞ�� �ȫ�� ǔ͗�� �ȫɩ� �ͦ� �ʄ̳ê� ɫ�	� ɳɞ��

�ȫɩ� �ʄ̵� ɫ�	� ǔ͗�� �ȫɩ� �ʄ̵� ɫ�� ǾɣŐ� i� ɫ�ɩ� V§ȴ�� ɫ�W�� �ň̻�

rê� ̷ɨŤ� ǦƄ̳ɀó� �
 �Ħ̵� i� ɫ�ɩ� §ȴ� ͕ċɣŐ� ɫ̻� Ȯĥ}� Ɂ̿ɥ� ơɥ� Ǽ�

ɰêʞ��ʽɿɫ�ǔŏĚɥ�Ǵu̳Ȼ�ɩ̻Ť�Ċ�ɳ�̳ɀó���� �

�

D	� čhRĘ`�

�

ɫ�� ¢w�

ʄˑɿ� ʞɝŤ� ɳɞŐɩ� �ʄ̳�	� �ʅɿ	�

ǔ͗ɿ� Ɯ� Ǝ͒ɿ� Ƣʀɥ� ɳɞŐɩ� ˅�̶�

�Ŧ�

ɳɞ���ȫ�ʅ �ʊ	�ǔ͗���ȫ�ʅ �ʊ�

�ɞȺ�ɳɞ��ɝɘ͗�ɬƠÞ̟� ����

�

ɩ�ɫ�ɤ�ʣôɩ�ãŨ�Ǽ�ɰê��ŦĮê�ʂȹǢ�uuɫɨ��ŦŐ�̦͆čê�üƽƿɨ�óţ�

ɫ��� óŢó�� ćŪ� �hŤ� ʓɺ̳ê� ƘʋĚɩ� ͌Ǵ̳ê� ɫ�ɩ� ƝŐ� ɳ§�ʄ�ɩó��

 
�
�)HG:LA�1GBO>KLBMR	�$NF:G�.B@AML�0K:GLE:M>=��������NLBG>LL�.>?>K>G<>�#NB=>	���� ŋ�Ƥ��ö÷ň�
ļħƞĴ��� �
�� �ŌĹ� fŌ� Ŏ}ĵƧ� þÁÉ� Čgƞ�� ÚŘŇ� uu�wŌ� Ŏ}ĵƧƗ_É� Ơ� ¯	� Ƒƺ� Ɨ_� �Ă�

þĬŌ�_Ū�Ţļ�Ŏ}�ŌĒÉ�ƔĞƤĄ�ŹƆÊēƐÉ�ćsƠ�¯�¡ŀŌ�£��łơŌ��� ł� Ŏ}ĵƧ�
þÁ�� Ù¦� ug¤� œÅįĄ� ĎŬƟ� kņÂ� ı�įĄ� ČgƞĴ�t� ƞı� Ƥ�� þÁ_� þęŌ²��
kň� ƱŎ� ƮŇ� öŎƞh�� þÁį� �ķ�� �Ĭň� ŨŨƞh�� ûƕƞ�� ƕ�ň� �Ê�� kŌ� ĝ�ň�

æ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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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ļÀ� ćŪ¬ʞê� ȞîþĮĆ� ƘʋĚɩ� �h� ÊȹǢ� ɬʄ̵� ʄˑɿɫ� ʞɝŤ� ɫʄơ�	�

�ʅɿ	� ǔ͗ɿ	� Ǝ͒ɿ� Ƣʀɥ� ˅�̳�� Ƙʋɩ� ǔɐ̻� Ʌ� ̃ʞɨ� ʸȽ� ɳɘɥ� ʶƿ̶�

�ŦĆ�ɳ§�ʄ�ɨ�ÊɐɩĮ��̶�Ǽ�ɰó�� �

�

§ȴɩ�  � ʞȼȹ� wʓ̳ê� ǔıĚȹ}� ʀ̄ɿɫ� ɨƗh� ɰê� ̃ʞȹ� Ȯģ� ȍǦɥ�

yǦ̳ê��ɑ	� �ǔȴɣŐ�ɫ̻�ʞȼ�ʓƘĚɨ�ɫ�ȹ�ƽʄɿɫ�Ɂ̿ɥ�Ɨ˔�Ǽ�ɰó��Ħ̵�

ůȫ�Ȯģ�§ȴɩ� �ʞȼȹ�wʓ̳ê�ǔıĚ�ɨ�ǔʀ�͈ɨ�ȵɩ�ʄƽŐƽ˼�̻ú�̃ʞȹǢ�

ʸȽɳɘɥ� ˅ˈ̶� Ǽ� ɰê� ̀hŤ� ơɤ� �ɑ	�  � §ȴɤ� ʞȼ� ʓƘɨ� ʸȽ� ɳɘɥ� ʶƿ̶�

�Ŧ�Ħê�ɩŤ�ǟ�ǼôɣŐ�ɩɐ̶��Ŧȹ�Ɂ̿ɥ�Ɨˑ}�Ďó��

�

ɂŤ� ĚȮ� ɮȴ���ňĎ�̭ķ˿ɩǲ�ǔȴɥ�̳ê� §ȴɩ�ɫĆÖȍȞ�̧̑Ȟ�ǧȹǢ�̔ɞ�

̭ķ˿ɩǲɥ� uƢ̳ê� �ʄȹǢ� ǥʓƘɨ� ȃɥ� ɳɞŐɓ� ǔʀɫʞċɨ�!J==	� +JAGJ� 9F<�

$F>GJE=<� �GFK=FL	� !+$��� ȵɩ� ̑�̵� �ɑȹê� ǥʓƘĚɨ� ɳ§�ʄ�ȹ� Ɂ̿ɥ� Ɨ˓�

|ɩó���� �

�

Ħ� óţ� ɂŐ� Ȯé� §ȴɩ� ̆ɳ̵� hȇʀ� uƢ� Ɯ� ̑ɩ̬Įɫ� yǦ� ǔȴ� �ʄȹǢ�

ǥʓƘĚȹ}�̃ʞǼɐ�Ǣşȹ�qʅŐ�ǢƄ̳}�̳Ȼ�ǔȴʞȹǢ�wʓ̳Ā�ʓƘɩ�ƋǛ�Ħê�

ǀˉƿ̵�ƵǛɥ�ơ��̃ʞȹǢ�̅wŤ�qɎú̳ɀóƂ	� ɩê�§ȴɩ�ǥʓƘɨ�ɳ§�ʄ�ȹ�

ƽʄɿɫ�Ɂ̿ɥ�Ɨ˓�|ɩó����

�

Ħ̵� ¤ɢ��§�ɩ� ̱Ŧ̰� ʄƽɉ� ʭ�� �ȫɥ� Źɤ� ý� ̬Őʆ̈ȹǢ� ǔȴɥ� Ǽ̳̾ê�

§ȴɩ�ɳɞŐɓ�ǔʀɫʞċɨ�ȵɩ�ǔȴɥ�q̳̾ƂǢ�ǥʓƘɥ�qʅ�ɩʓȍ˭�� �ʓƲɨ�

͔�ɥ�̑�̳ɀóƂ���¤ɢ��§�ɩ�ǥʓƘɨ�ɳ§�ʄ�ȹ�ƽʄɿɫ�Ɂ̿ɥ�Ɨ˓�|ɩó�� � �

�

k	� Ĩ½�Áň� čþ�ú� `¡�

�

ɫ�� ¢w�

Ƭȧȹ� ̟Ĝ̳�� ȮĢ̵� ʭƳĆ� ȵɩ� Ƭɨ�

̟Ĝ̵�Ƶ͌Ť�ơɥ��Ŧ�

ɳɞ�� �ȫ� ʅ � ʊ	� ʅ � ʊ	� ʅ �� ʊ	�

ǔ͗���ȫ�ʅ � ʊ	�ǫ�ɫ�ǥȰ�ʅ � ʊ	�

ʅ � ʊ	�$'*�͈ȫ�ʅ � ͌�

�ɞȺ�ɳɞ��ɝɘ͗�ɬƠ�Þ̟� �� �� ��	� �

ɞȺ�ǔ͗��ɝɘ͗�ɬƠ�Þ̟� ��� �

�

 
���uōëĊƌ�ĩƝ	�ƲrĿ¢ĳƢ	�ÌŨÍ�þ�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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ɳɞ�� �ȫ� ʅ �� ʊê� ɫʏ	� ̮ƽǝ	� Ǫ	� ȰȮ	� ʏ�	� ʄˑɿ� Ħê� §˱ɨ� ɨ�	� Ƙʋɿ�

Ħê� ǔ͗ɿ� ˈȏ	� ɼǖ	� ˈǟ� Ħê� §˱ɨ� ȏƿ� Ĝɨ� ȮĢ̵� ɩɞȹ� ɨ̵� ʭƳĆ� ¤̳��

ɰêă	� Ȼ§Ǣ� V§˱ɨ� ȏƿ�ɤ� ɺȨ� Ȼƽ	� ͎ɫ� Ȼƽ	� Àɩ	� Ǫɿ� ʞ̿	� Ǫ� ʄʽǪ	� �ɿ	�

#$1��$�.� mȿ��sɤ�yq�Ǜ˹Ť�̷̡̳ê�|ɣŐ�̻ǣčȮ�ɋó�� ʭƳɩİ�ɝȹ�ȾwĎ�

¢w�ʖ�̳À�ɩǛɥ�Ɲ˸ɣŐ�ɩřȮʞê��ƿ	�ʅ̵	�Ʀʅ�Ħê�ǥ͌Ť�ű̵ó�� �

�

§ȴɨ� ͕ċɤ� ʟɘ	� ͈Ňǔ	�  Ŧ�� �vɨ� ʭƳơʞ� ȡɥ� �Ŧȹ� Ɂ̿ɥ� Ɨ˔� Ǽ� ɰó��

ɩļ̵� ɩ̻��ɳ� ƆĒê� ʴɐ� �ʄ	� ¥Ȼ� Ɯ� ʟȴ� ͛ň	� �vȹ� ü̵� ǢǇȇ� ʅ�� ĜȹǢ�

ʭƳ� ȵê� üɑŤ� ơȞȪ� ̵ó�� ÜċɳĚɤ� §ȴɨ� ʭƳȹ� ̉ͦ� ˍȫ̳ó�� ɩĚɤ� ʭƳɩÀ�

ʟɺ� Ê� �Ŕͨɥ� ú̻Ǣê� Ƞ� čƁ	� �ʄ̵� ʁʭ� ȵɩ� ʤ�Ť� ơȞǢê� Ƞ� Ďó�� §ȴɤ�

ġġŐ�ɺȨɫɨ�ʃ¢ɥ�hì̳}�̳ê�ȍǦɨ�Ǧˑ�Ĝ��sɩ�ʭƳȹ�ųǢ§�ɝ̵�¦ʄɿɫ�

ʊˑŤ�ˍ̻Ȫ�̶�̱Ɏh�ɰó��Ȯģ��ɑȹê�§ȴĚȹ}� �ɿ¡ɿɫ�ʊˑ�9>>AJE9LAN=� 9;LAGF��	�

ʚ	� ɺ§ɿɩ�� ʅĆɿɫ� ʭƳɨ� ̮̻Ť� ɯȮɅ� ̉ʄ� ʣôɥ� Ċ�� ɩļ̵� ʭƳɨ� ͠ťȹ�

Ʋ͒Ť�ʓ§�ɝ̵�¦ʄɿɫ�ʊˑĚɥ�ˍ̳ê�|ɩ�̀ɐĎó��

�

ɂŤ� ĚȮ� ƥǸ� ǖȴȹ� ǵ̻� ɰê� §ȴɩ� Ǽȓ� Ùʨ� ÅǪů� ʄ�ʟ� ȞÀɓǢŐ� ʴɐ̳��

ȻǪɤ�ƆĒ��ȫʟɩÀ�̬ŦķǢŐů��ɐ̵��ɑȹ�ɝ�§ȴɤ�ʭƳŐƽ˼�ɳɞŐɔ��ŦŤ�

˕̵̻�|ɩó���� �

�

|	� RÄć� čþê� Xš� `¡�

�

ɫ�� ¢w�

�ǔɨ�ɳɞȹ��̵��Ŧ� ɳɞ���ȫ�ʅ �� ʊ�

�

ɳɞ��ʅ��ʊê�ʄú	�ʏ��ôʽ	�ȇ̡ˎ�Ɯ�§˱�Ȼh��ň�ôʽ	�Ǉʄƽ�ôʽ	�Üċʊ̸�

Ĝ�ƆĘ�͊˹ɨ��ǔŤ��Ǫ̳wÀ�hɯ̶��ŦŤ�Ƶɺ̵ó��ɩ�ʊ̺ɤ�Üċ� � �ɥ�Ƶɺ̳��

ɰê�ǔ͗���ȫ�ʅ �ʊɉĆ�Ƚ�Ďó�� �

�

§ȴɩ� Üċʊ̸ɥ� ʊʟ̳ņ�� ̳ê� ÜċɳŤ� �ŔͦwÀ� ̻�̳ê� �ɑȹ� �ǔɨ� ɳɞȹ�

ü̵� �ŦŤ� ˕̻̳}� Ďó�� §ȴɩ� Üċʊ̸� ͕ċɩ� ǀƬɫ� �hȹǢ� ǔȴɥ� ̳ê� �ɑȹ�

Üċʊ̸� üȏȹ� Üċɳɉ� óȭ̵� Ǝʅȹ� ü̻� Þɨ̶� Ǽ� ɰê� ̸Ƭɿɫ� �ǔ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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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ɟ̶� ġ� hɺ� �ƫɝ̵� Ƶ͌ɉ� ʞɘɥ� ʅ�ơȞȪ� ̵ó�� ˈǖ� ʀ͚ɨ� ̸Ŧɿɫ� §j� ċ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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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ȴɤ� �Ć̵� ȴƋŐ� ɫ̻� ÜċɳĚɩ� yq̵� ɬ�� ǘɨ� �͊ɥ� ʳʞ� Ɖ̳�� hʋ��

ȭʡɨ� ȍjɥ� ƵÌ� Ǽ� ȵ}� čê� �ɑȹ� ɝ� �Ŧȹ� ƽʄɿɫ� Ɂ̿ɥ� Ɨˑ}� Ďó�� §ȴɤ�

ǔȴ���ȹ�ɰê�§�ɩ�ȞċÜċɥ�ȍ˭ê��ɑ�hʄ�ǟ͕ȹ�ü̵�ɫ�Ɂ̿ȹ�ʟʃ�Ƚ�ɨ�

ƥȎɣŐ�Ƚřď�Ǽ�ɰó�� �

�

ɂŤ� ĚȮ� ��§�ɩ� ʊɫ̈� Ưʶ� ͗ǔŤ� ǦŪ̻Ǣ� ɑʙƮ˭ȇ˳ȹǢ� ü�ƆŐ� Ƈ͒Ť�

�ŵ̳Ȼ�ʞ̠Ť�ʅʊ̳ê�ǔȴɥ�̳êă	� ɑʙƮ˭ȇ˳ȹǢ�ÀɃê�Ƈ͒ɨ�üƽƿɩ��hɨ�

ʓĆ� ̳ȹ� Ȟċ� Ħê� Ǫɫ� qʅ� ÜċɣŐ� ǟǖĎ� |ɩĮƂ	� ɝ� ��§�ɤ� ȞċÜċ� Ħ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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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 §ȴɩ� ƽɿʁ̵� ǖȴȠʀ� §ʔɥ� ʴ˺̳Ȼ�  |ɣŐ� ɫ̻� ÜċɳÀ� ʞȼ� ʓƘĚɩ�

ǔŲ̵� �ɑȹ� ̻ú� §ȴɤ� ɩĚɨ� ǟƄɥ� Ƶ͌ơɥ� �ŦŤ� ˕̶̻� Ǽ� ɰó�� ǟƄȹ� ɝ͈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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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Ƅȹ}��ň�ʡƴɥ�ˀĵ̵��ɑ	�	�ɝ� §ȴɤ�ǴǇɳɨ�ǟƄ���yqȹ��̵��ŦŤ�

˕̻̽ó��̶�Ǽ�ɰó��
�

�

Ƌ§Ť� ǟǖ̳ê� §ȴɩ� ǇɫĆɿɩ�� ƋʭƳɿɫ� üĻǗǛ� Ƌ§ɫ� ͓ǖ˳ɥ� ǟǖ̳��

Ǽˈ̳Ȼ	� ʀɽ� ʖɫ� ʞȼȹǢ� Ƙjɫɩ�  � Ƌ§Ő� ǔŲ̵� �ɑ	�� �ɝ� §ȴɤ� Ƌ§� ǟǖɣŐ�

ǟƄ�ȹ�ƽʄɿɫ�Ɂ̿ɥ�Ɨʿó��̶�Ǽ�ɰó�� �

�

ʹɥ� ǟǖ̳ê� §ȴɩ� ɓɁ̳ê� ʅʹǴȹǢ� ͈Ňȴʽȹ� �ɐĎ� Üċɳ� � Ƅɩ� sɤ� Ä�

ʡȎǔ�̳ê�Ĝ�ȫ� � uə�ċȠ� � Ƅɨ�Üċɳh�iʏ�Ƞʀǔ�Ő�ǔŲ̵��ɑ	�ɝ�Üċɳ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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ď� �ɑ	� ̻ú� §ȴɤ� ǇɫĆɿɫ� Ħê� �ɏɿɫ� ˍ¥� Ħê� ͊ƪŐƽ˼� ɳɞŐɔ� �Ŧȹ�

ƽʄɿɫ� Ɂ̿ɥ� Ɨ˓ó�� ̶� Ǽ� ɰó�� §ȴɩ� ǟǖ̳ê� ʅ̩ɩ� �Ǝɥ� ̳ê� ǼôɣŐ�

ȟɐď� �ɑȹĆ� ʟʃ� Ƚ�ɨ� ƥȎɣŐ� ƽʄɿɫ� Ɂ̿ȹ� Ƚřď� Ǽ� ɰó�� §ȴɤ� Ħ̵� ǔȴ�

��Ť� Ź�� ɰê� ȯȣɿɫ� ʄ�ɩ� �Ǝɥ� ɾʞŢê� �ɑ	� �ƎɣŐƽ˼� ɳɞŐɔ� �Ŧ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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ɂŤ� ĚȮ� Ȯé� §ȴȹ� ¢Ƌ̳ê� Üċɳh� ʟɺ� Ê� Ǫ̢Ň� ̮̻Ť� ɯȮ� §ȴ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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ɂŤ� ĚȮ� Ǽǖȴɥ� ̳ê� §ȴɩ� Ǵɞ̵� ɘȭȮǥȹǢ� ¢Ƌ̳Ā� ɍ�ɫ� ǥɘĚ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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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ɞȺ�ɳɞ��ɝɘ͗�ɬƠÞ̟� ����

�

ɳɞɉ� Ƞʀȹ� �̵� �Ŧê�  � ȮĢ̵� ʏşɨ� ǀƬɿɩwÀ� ɳɨɿɫ� ʽ̡� Ɯ� �¤Ć�

¤ʞ̵ó�� ʽ̡� Ħê� �¤ɤ� �hɨ� Ƭšȹ� ğĮ� �̵ɩ� ƽȻĎ� �ɑů� V̸ƬɿWɩʞů	�  �

ġȹĆ� �ǵ� Ħê� �¤ɩ� VɳɨɿWɩĮƂ� ɩê� ɳɞɉ� Ƞʀȹ� ü̵� �ŦŤ� ɝƠ̳}� Ďó��

�ǵ� Ħê� �¤ɨ� VɳɨǪWɤ� Ǉŏɨ�ɘ˒	� ˱úǪ	� ɿʁǪ	� ɂˏ� hìǪ�Ĝɨ�óȭ̵�ɎǴŤ�

�ņ̳Ȼ��ʄĎó��Ƞʀȹ�ü̵��ŦȹǢ�Ƞʀɩİ�ʽ̡�Ħê��¤�Ȼƽɉ���ȵɩ�ȏʽɿ�

Ħê�ʄȏɿ�Ǜ̻Őƽ˼ɨ�Ƶ͌Ť�̷̡̳ê�űɩó��

�

§ȴɩ� �ĆǴÀ� ʄȏƴɘ	� ɍ�ɫ� �¤ȍǦɥ� ɓɁ̳wÀ� ʅ�̳Ȼ� ʄƽɨ� ɳɨɿɩwÀ�

ǀƬɿɫ� �¤ɥ� ɐɩ̳}� ̳ê� �ɑ	� ɩ� �Ŧ� ˕̻ȹ� Ƚřď� Ǽ� ɰó�� §ȴɩ� Üċʊ̸ɥ�

ʊʟ̳ņê� Üċɳȹ}� ̢Ňɿɫ� ɝ͈ɥ� h̳wÀ� ǔǦ� ƵȠ� Ɏɘɥ� ̻̄� ̻ú� Üċɳȹ}�

Ǜ̻Ť�ɯͧ��ɑ	�§ȴɤ�̻ú�Üċɳɨ�ɳɞɉ�Ƞʀȹ�ü̵��ŦŤ�˕̻̽ó��̶�Ǽ�ɰó��

�

ɂŤ� ĚȮ� Ȯé� §ȴɩ� Üċʊ̸ɥ� ʊʟ̳ņê� Ǉʄ�ʟ� ÜċɳĚɥ� ʣô� ̢̳̾��

Æˑ̳Ȼ� ɝ͈ɥ� ̵� �ɑ	� ɝ� §ȴɤ� ̻ú� Üċɳɨ� ȏʽɨ� ɳɞɉ� Ƞʀȹ� ü̵� �ŦŤ�

˕̵̻�|ɩó���� �

�

Ĩ	� Ĉ�ć� čþê� Xš� `¡�

�

ɫ�� ¢w�

ɩċɨ�ɳɞȹ��̵��Ŧ� ɳɞ���ȫ�ʅ �� ʊ�

�ɞȺ�ɳɞ��ɝɘ͗�ɬƠÞ̟�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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ɩċɨ�ɳɞȹ��̵��Ŧê�˩}�Ö�ƽƿɣŐ�Àå�Ǽ�ɰêă	�̸ƬɿɣŐ�̵�ÀĮȹ�ɰê�

ǔıĚɩ��h�ÊȹǢ�ɳɞŔ}�ĉȞóî�	� �ȠȹǢ�Ǘ��ɥ�ǥ˺̳Ɓ	�ɳɞŔ}�ˈ�̳Ɓ	�

�ɿ�ȹ�ɯ�̶�ɳɞɩó�� �

�

§ȴɨ� ǔȴɣŐ� ɫ̻�  � ʞȼȹ� ǔê� �ċʽh� ɩʓ̻Ȫ� ̵óƂ� ɩê� ɩ� �ċʽ�

�ǪɘĚɩ� ǔê� �ɥ� ǥ˺̶� ɳɞŤ� ʅ̵̳ê� |ɩ� ď� Ǽ� ɰó�� §ȴɨ� ü�Ɔ� ǔȴɣŐ�

ɫ̻�  � ʞȼȹ� ǔê� ǔıĚɩ� óţ� �ɣŐ� ɩʓŤ� ̻Ȫ� ̵óƂ�  ļ̵� ɼʄʮɤ� ̮̻ɳɨ�

ɳɞŐɓ�ǔʀ�ɫʞ�ċɨ�!J==�+JAGJ�$F>GJE=<��GFK=FL	�!+$��Ť�ơ��̸ƬɿɣŐ�ɩřȮʈȪ�

̵ó�� §ȴɩ�Üċɳɨ�Ȼ�ɩÀ�ȏƿʝƄǢŤ�ȣǼ̳ê��ɑ	�  ļ̵�Üċɤ�ʴƋÜċɩ�ď�

Ǽ�ɰ��Üċɳɨ�ɩċɨ�ɳɞȹ��̵��ŦŤ�˕̵̻ó��̶�Ǽ�ɰó��

�

ɂŤ� ĚȮ� ʖ�� ʄƽh� ʏ�ɿ	� Ƙʋɿ� ǴǼɳɫ� ȏɺ� ˈȏɨ� ɝ�ŢɫĚɥ� ʄʽǪɥ�

ȵȨ§� ɝ̻� V˛̬Wȹ� ÕȮ� ǫâ�ɟɥ� ȍˮ� ĕ� ʣôɿɣŐ� ɩʓȍˢ� ʖ�� ʀȼȹ� ɰê�

�ɺȹǢ�Üċɥ�̳Ćő�̳êă	�ɩļ̵�ɝ�Ţ�Üċɳ�ǼƧƄɩ�ɞƄ�ȏƢ�ǄķĖȹ�Æ̩ɥ�

̳ê� §ȴȹǢ� ɬɥ� ̳ê� �ɑ	� ɝ� §ȴɤ� ɝ�Ţ� Üċɳɨ� ɩċɨ� ɳɞȹ� �̵� �Ŧ	�

ǴǼɳɨ��Ŧ	�ʏ�ɨ�ɳɞȹ��̵��Ŧ�˕̻ȹ�Ƚřčȷó��̶�Ǽ�ɰó���� �

�

ľ	� ÄÇŸą� ¾Ų¶ą� `¡�

�

ɫ�� ¢w�

ǔǟ͕ɥ�Ƶ͌ơɥ��Ŧ� ɳɞ���ȫ�ʅ �� ʊ�

�ɞȺ�ɳɞ��ɝɘ͗�ɬƠÞ̟� ����

�

ɩ� ɫ�ɤ� ȮĢ̵� uɫɨ� ǔǟ͕	� hʋ	� hʄ� Ħê� ɩȹ� Ǜɧ̳ê� �ċʽȹ� ü̵�

ɳɨɿɩ�� Ǉ̸ŦɿɩwÀ� ǀƬɿɫ� jǨǑů� ȞîĮ�  Ěɨ� Ƅɂɉ� ̟̒ȹ� ü̵� ǀƬɿɫ�

��ɣŐƽ˼�Ƶ͌ơɥ��Ŧɩó�� �

�

uɫ� ʄƵh� §ȴȹ� ɨ̻� üĻɣŐ� ɾɺč�� ʶŦčê� ĝʞ˾� ȍüȹ� ǔǟ͕ɨ� ɳɞê�

̉ͦ� ʖü̳ó�� §ȴɩ� �v	� Üċɳ� §˱� ɩ̻��ɳȹ� �̵� ʄƵŤ� ü�ƆŐ� Ǽʣ̳ê�

�ɑh� Ű§� ġƎȹ� ɩļ̵� ʄƵh� ǀƬɿɣŐ� ʶŦď� hìǪĆ� àȞʞ�� ɰó��

ʄƵ̄ȏ§ǿ� ͗ǔh� �v�� �ňĎ� Ƙm̶� Ǽ� ɰê� ăɩ˼Ť� ʄƽȹ� ǀƬɿɣŐ� Ô�ʓê�

�ɑ	� §ȴɤ��vɨ�ǔǟ͕ɨ�ɳɞŤ�˕̻̳ê�|ɩ�	� ʄƽh� �ʄƵŤ�hʞ��óţ�ɫ��

˕̻Ť�̶��ɑ�§ȴɤ� �ɫ��˕̻ȹ�§Ȼ̳ê�|ɩ�Ď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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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ɂŤ�ĚȮ�ǴǳÖ̈ɗ˩ǢǇȇ�§ȴɩ� .). ǔɐɳĚɨ�ċɨ�ȵɩ� Ěɨ�uɫʄƵŤ�óţ�

§ȴȹ}� ʅ�̵� �ɑ	� ɝ� §ȴɤ� ̵� ǔŏê� .).� ǔɐɳɨ� ǔǟ͕ɥ� Ƶɺơɥ� �ŦŤ�

˕̵̻�|ɩó���� �

�

Ħ̵� ǴǳÖ̈ɗ˩ǢǇȇ� §ȴɩ� ǫƋ� ʊǔ� Ĝɨ� ȣƞɥ� ơɳ� ̝ƬɣŐ� Ǽǔ§�ȹ�

ǔɐɳɨ�̄ȏɳŘŤ�ʅ�̵��ɑȹĆ�ǔɐɳɨ�ǔǟ͕ɥ�Ƶɺơɥ��ŦŤ�˕̻̽ó��̶�Ǽ�

ɰó��	�

�

Ņ	� ĝ[�� ÄÆ�� åÜć� čþê� Xš� `¡�

�

ɫ�� ¢w�

ʏ�	�ǔǛ	�ȭȒɨ�ɳɞȹ��̵��Ŧ� ɳɞ���ȫ�ʅ �� ʊ	�ǫ�ɫ�ǥȰ�ʅ � ʊ	�

ʅ �� ʊ�

�ɞȺ�ɳɞ��ɝɘ͗�ɬƠ�Þ̟� ����

�

ǔǛ	� ȭȒ� Ɯ� ʏ�ɨ� ɳɞȹ� �̵� �Ŧê� ʏ�À� ȏÚɥ� ǥ˺̳��  ȹ� ğĮ� Ȑʸ̶� Ǽ�

ɰê�ɳɞŤ�̡�̵ó��

�

§ȴɩ� ̉ʄ̵� ʏ�Ť� �Ƞ�ƙêóê� ɩɞŐ� ͍ɤ� ̉ʄ̵� ʄˑɿɫ� ȏÚɥ� hʞ�� ɰ�ʞ�

ȡ�óê�ɩɞŐ�ÜċɳŤ�ʭƳ̳ê��ɑ	�ʏ�	�ǔǛ	�ȭȒɨ�ɳɞȹ�ü̵��Ŧ�˕̻h�ď�Ǽ�

ɰó�� §ȴɤ� Üċɳh� ¢Ƌ� ȍj� ʖȹ� §ĆŤ� ̳wÀ� ̉ʄ̵� ʏ�� �ň� §Úɬɥ� ɝ̻�

͟ƋŤ� Ɏʼ̳ê� Ĝ� ɩĚɨ� ʏ�ɿ� Ȑʸȹ� ͈ʊ̻Ȫ� ̶� ǼĆ� ɰó�� Ħ̵� �ͦɸɩÀ� ˼Ʃ��

sɤ�� ʏ�ɿɫ� ɨƶ� ʮɐ�� �ň̻ǢĆ� Ǝʅh� Ƣǟ̶� Ǽ� ɰó�� §ȴĚɤ� ̸Ƭɿɫ� ƫɝ�

ÊȹǢ�ʏ�Ť�̶̦͆�ɳɞɉ�yq��Ƞʀ	� óţ�ÜċɳĚɨ��Ŧ	�  Ŧ��§ȴ�ˏɨ�ʄú̵�

Ɏ�ɉ�sɤ�ɩ̻��ɨ��͊ɥ�ųˈ�̱Ɏh�ɰó��

�

ɂŤ�ĚȮ�Ȯé�§ȴɩ�ÜċɳĚȹ}�̵�ȍj�ɬʬ�ˈ¢̳Ȼ�̉ʄ�ʏ�͕ċɥ�̳Ćő�̳�	�

 �ʏ�͕ċ�§őɥ�Ǜǔȹ}�ʅˈ̳}�̳Ɓ	� ļ̵�͕ċɥ�ɫǔ��ȹ�ƠɁȍˮ��ɑȹ�ɝ�

§ȴɤ�ÜċɳĚɨ�ʏ�ɨ�ɳɞȹ��̵��ŦŤ�˕̵̻�|ɩó��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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ő	� ćQW� řŮć� čþê� Xš� `¡�

�

ɫ�� ¢w�

ɨ���̦͆ɨ�ɳɞȹ�ü̵��Ŧ� ɳɞ���ȫ�ʅ �� ʊ�

�ɞȺ�ɳɞ��ɝɘ͗�ɬƠ�Þ̟� ����

�

ɳɞ���ȫ�ʅ �� ʊê�ɍƽɨ�jǨɣŐƽ˼�ɳɞŔ}�ɨ�ɥ�hʡ��ŦŤ�Ƶɺ̳��ɰó�� �

ɩ� �Ŧê� ȮĢ̵� �ɑȹĆ� ʅ̵ď� Ǽ� ȵê� �Ŧɩó�� ɝ� ʊ̺ɤ� Ħ̵� ̦͆ɨ� ɳɞȹ� ü̵�

�ŦĆ� Ƶɺ̳�� ɰêă	� ɩê� Ȯģ� ͊˹ŐĘ� ǔǛɥ� ˅�̳�	� ơȞĚɩ�	� ʀö̶� Ǽ� ɰê�

�Ŧó��

�

ɩ� �Ŧê� Ɂ͒� ʅɴɳɉ� Ʀ¥ǔ	� ˈ̒ǔ	� ́ŃǇʀ� ƥǸ�� ɦȟ� ǖȴ	� ɫ˼×� ͗ǔŤ�

̷̵̡� ƗĝȮ� ǖȴȹ� ̉Ƴ̵� ʖɎǪɥ� rêó�� ̦͆ɨ� ɳɞ� ˕̻ê� ʄƽɨ� ȣŇɥ� ơwÀ	�

ɳɨɿɣŐ�ȰŒǔh�§ǔŤ�{Ⱦ̳wÀ	�ɫ˼×�͗ǔh��vĚɩ�̉ʄ�ʄƵȹ�ʃ¢ɥ�̶�Ǽ�

ȵĆő�ůĖê��ɑȹ�Ƣǟ̵ó�� �

�

ş	� ůó� řŮă�Áň� čþ�ú� `¡�

�

ɫ�� ¢w�

ʀɽɥ�ɝ̵�ǥċ�Ɯ�ɫʏɿ	� ʏ�ɿ�Ƙʋɿ�

ʝɃŐƽ˼�ɳɞŐɔ��Ŧ�

ɳɞ���ȫ�ʅ � ʊ�

�ɞȺ�ɳɞ��ɝɘ͗�ɬƠ�Þ̟� ����

�

ɳɞ�� �ȫ� ʅ � ʊê� ʀɽ� ǥʀ�� ʭƳ	� ɿü	� ̢Ň� ǥċȹ� ̻ú̳ê� ɫʏɿ	� ʏ�ɿ�

Ƙʋɿ� ʝɃŤ� ƽ˅§ê� |ɥ� ¤ʞ̵ó�� Ȼ§Ǣ� ű̳ê� ʀɽ� ǥʀ�� ʝɃŤ� ƽ˅§ê� |ɤ�

ɳɞ�� �ȫ� ʅ �� ʊȹǢ� �ʄ̵� ̦͆ɨ� ɳɞȹ� ü̵� �ŦŐ� Ƶ͌čʞ� ȡê� ƢȰ� Ɂȼȹ�

̻úĎó�� �

�

ǪƳ	� ɺȨ	� ʏ�	� Àɩ	� ˈȏʞȼ	� ɫʏ	� Ǫɿʞ̿� Ĝɥ� ɩɞŐ� Ȯģ� uɫTʣôȹ� Ɔɏ	�

Ǉ̳	� ƃȍ	� ɝ͈� Ħê� ʭƳT̢Ňɨ� ǥʀ�� ǥċɥ� ̷ɣŐȘ� ʭƳɥ� ʄú͒TʊɺTq̳͒ê�

͙�Ť� rê� ̦͆ɥ� ͇Ƀ� ̦͆ɩĮ�� ̶� Ǽ� ɰêă	� ɩļ̵� ͇Ƀ� ̦͆ɣŐƽ˼� ɳɞŐɔ�

�Ŧê�ɫ˼×�ǔȴɥ�̳ê�§ȴɩÀ�̄ȏ�͗ǔÀ�ȰŒǔÀ�Ǵǳ�Ö̈ɗ˩ǢǇȇŤ�ʅ�̳ê�

§ȴɩ��ɨ�Ħê�ƽʓɨ̳}�͇Ƀ�̦͆ɥ�Ǹˈ̳wÀ�͇Ƀ�̦͆ɩ�̷̡Ď�§ȴɨ����Ĝȹ�

ɨ̻�˕̻ď�Ǽ�ɰ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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ɂŤ� ĚȮ� ÷Ʀ� ͗ǔh� Ȟ̬Ŧ˗� ͆ʞ� ʀ̄� �ʄɣŐ� ůĚȷó�� ̳ƂǢ� ɘȂɩh� ÷Ʀ�

ɲɥ� ��� ɰê�  ũɥ� hʞ�� ʅ̩ɥ� ��̵� �ɑ	� ͇Ƀ� ̦͆ɣŐƽ˼� ɳɞŐɔ� �Ŧȹ�

ƽʄɿɫ�Ɂ̿ɥ�Ɨʿó��̶�Ǽ�ɰó����

�

L	� Ħźć� čþê� Xš� `¡�

�

ɫ�� ¢w�

ʣ͗ɨ�ɳɞȹ��̵��Ŧ� ɳɞ���ȫ�ʅ �� ʊ�

�

ɳɞ�� �ȫ� ʅ �� ʊȹǢ� ű̳ê� Vʣ͗Wê� ̉ʄ� Ƈɿɥ� hʞ�� �uɿɫ� ̃Œɩ�

ɩřȮʞwÀ� ɨ�ɩ� Ƣ̦čê� ƆɮɩĮ�� ̶� Ǽ� ɰó��  ļƖŐ� ʣ͗ê� ʄɿɫ� ƆɮɩĘ�

̾ʠɩĘ� �͊˹ɉ���ȵ§�ġƎȹ�ʣôɣŐ�ȍɝŤ�̳ê�|Ć�ʣ͗Į��̶�Ǽ�ɰó�� �

�

ȧȹǢĆ�ÀɅ�ǔŏɩʞů�§ȴɩ�§ȴ�ɓɁȹ�Ơü̳ê�ÜċɳĚɨ�ȍɝŤ�ʠȣ̳§�ɝ̻�

ʄƽɨ� �ʰɩÀ� �ɫɨ� Ćɕɥ� Ɏʼ̵� �ɑ	� §ȴɤ� ʣ͗ɨ� ɳɞȹ� ü̵� �ŦŤ� ˕̶̻� Ǽ�

ɰó�� �

�

ɂŤ� ĚȮ� ˘ƵĝȞȹǢ�ǔȴɥ�̳ê� §ȴɩ�ɳȏɨ��ɺ� ȧȹǢ�ƪȮʠ�ȍɝȹ�üɧ̻ʕ�

|ɥ� ˘ƵĝȞ� �� ú�ȹ� Ɏʼɥ� ̽��  � Ɏʼȹ� ğĮ� �ǼƽüɘĚɩ� ÜċɳĚɥ�

ʠȣ̽óê�ʓɺɩ�ɰêă	�ɩ�ʓɺɩ�ǔȐɩĮƂ�ɝ�§ȴȹ�ɨ̻�ÜċɳĚɨ�ʣ͗ɨ�ɳɞȹ�

�̵��Ŧh�ƽʄɿɫ�Ɂ̿ɥ�ơȥó��̶�Ǽ�ɰó����

�

n	� Ý�ć� `¡�

�

ɫ�� ¢w�

Ȟċɩ�Ƶ͌ơɥ��Ŧ� ɳɞ���ȫ�ʅ �� ʊ�

�ɞȺ�ɳɞ��ɝɘ͗�ɬƠ�Þ̟� ����

�

Ȟċɩİ� �� ǫ�Ɨůɨ�ǔıɣŐ��ʅɫ�Ƭɤ�̉Ƴ̵�Ƶ͌h�̱Ɏ̵�üǛɣŐ�Ƶ��ɰó��

Ȟċ�Ŧ͈ȫȹǢê�Ȟċɩ�Ƶ͌ơɥ��ŦŤ�Ǜǫ̳}��ʄ̳ɀó�� �

�

Ȟċɥ� Ƶ̳͌ê� |ɤ� ɩĚɥ� Ǫɿ	� �ʅɿ� ʮˍŐƽ˼� Ƶ̳͌ê� |ɥ� ̷̵̡ó�� ͌́��

sɤ� ��ȴɥ� ̳ê� §ȴɩ� ɳȏɨ� ǔȴɺ� Ħê�  � ¢ʶȹǢ� Ƣǟ̳ê� ƗǪÙɳȹ� ü̵� Ǫ�

ʮˍŤ� ƌɫ̳ê� �ɑ	� ɩ� �Ŧ� ˕̻ȹ� Ƚřď� Ǽ� ɰó�� þ� ÀȞh� ĝʞ˾� ƗĝȮ� ǔȴ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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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ê� §ȴɤ� ǔɩƨ� ̢Ň	� Ȟċ� Ǫ� ��	� Ȟċ� ̡ŢÜ	� ɫȏŵŵ	� ǔɩƨ�  řƛ� Ĝɨ� ǥʀ�

Ħê� ͑Ƶh� ɳȏɨ� ŵʽȹǢ� Üˈčê� �ɑ	� Ȟċɩ� Ƶ͌ơɥ� �Ŧɨ� ˕̻ȹ� Ƚřď� Ǽ�

ɰó�� §ȴɤ�Ȟċɥ�ǪɿɣŐ�ɩƗʞ̻͒Ǣ�üʖɿɫ�ŭˡ̐ȹ�ɩɐ̻Ǣê�Ƞ� Ďó�� §ȴɤ�

Ȟċȹ}� ɝ̳͂�� �Ď� Üċɥ� ȍˢǢê� Ƞ� Ďó�� §ȴɤ� ʟʃ� Ƚ�ɨ� ƥȎɣŐ� Ȟċ�

qʅÜċȹ�Ƚřčʞ�ȡĆő�̻Ȫ�̵ó�� �

�

ɂŤ� ĚȮ� ̬Ĵȇɨ� ȍƘôʽĚɤ� Ȯé� ʀɳ§ȴɩ� ˦�� Ƙʓ�͒�ɨ� �ǖȹǢ� Ȟċ�

ÜċɣŐ� ʴ�Ď� ˤƢ̈Ť� ɘŘŐ� �¥ơȞ� ʀɳ� ʅ̩ɥ� ůĚȷó�� ̳ƂǢ�  � ʀɳ§ȴɥ�

̬Ĵȇ� Ƭɘȹ� �Ƣ̳ɀêă	� ɝ� ʓɺɩ� ǔȐɩĮƂ� ɝ� §ȴɨ� ǔȴɤ� ȞċÜċɣŐƽ˼�

ɳɞŐɔ��Ŧȹ�ƽʄɿɫ�Ɂ̿ɥ�Ɨʿó��̶�Ǽ�ɰó����

�

�	� ÐÓčć� `¡�

�

ɫ�� ¢w�

ǴǼʣôɨ��Ŧ� ɳɞ���ȫ�ʅ �� ʊ�

�ɞȺ�ɳɞ��ɝɘ͗�ɬƠÞ̟� ����

�

ɳɞ�� �ȫ� ʅ �� ʊê� ǴǼ� Ƙʋ	� ȰȮ� Ħê� ȰȮɿ� ǴǼ� ʣôɩ�  Ě� ɳȏɨ� Ǝ͒Ť�

ʛ§�	�  Ěɨ� ʏ�Ť� Ȑʸ̳�	�  Ěɨ� ȰȮŤ� ǔɐ̶� �ŦŤ� Ƶɺ̳�� ɰó�� ǥʓƘĚ�

ȼȍ� ɩ� ʊ̺ɩ� Ƶ̳͌ê� üǛȹ� ̷̡Ďó�� ɩ� �Ŧê� ɳɞ��� ǔ͗�� ʅ � ʊɨ�

ɳ§�ʄ�ɨ�ƫʓȹĆ�̷̡Ďó��̶�Ǽ�ɰó��ɩʓƘ�Ħ̵�ɩ�ʊ̺ȹ�ɨ̻�Ƶ͌ơêó�� �

�

ǴǼ� ʣôɨ� Ǝ͒� Ƶ͌ȹê� ǔÏɩÀ� Âȍɉ� sɤ� ʀ̄ɿ� ͕ċ� Ɯ� ̃ʞɨ� ɩɐ�� �ňĎ�

ǟ͕� ƥȎɨ�Ƶ͌h�̷̡ď�Ǽ� ɰó�� §ȴɨ� ǔȴɩ�ǴǼ� ʣôɨ�̃ʞ	� ǟ�	� Ǝ͒ȹ� Ɂ̿ɥ�

Ɨˑê��ɑ	�ǥʓƘ�Ɯ�ǴǼ�ʣô��͈ɨ̻Ȫ�̵ó��ɩļ̵�ǔȴɩ�ȍɴč§�ʀȹ� Ő�ɫ̻�

Ɂ̿ɥ�ơɥ� ɩ̻��ɳɉ�͈ɨ̳ƂǢ�̻ú� ǔȴɨ�Ǧ�� �ʄȹ�ɰȮǢ� Ěɨ�Ǝ͒ɿ�Ɏ��

ǔ̺ɥ�ƠɁ̽óƂ�ɝ�ǔȴɤ�ɳɞ���ȫ�ʅ �� ʊȹ�ƄȍĎ��Ŧɉ�ȭŪ̶�hìǪɩ�àó��

�

ɂŤ�ĚȮ�Ȯé�§ȴɩ�ɫĆɨ�ʓʄƽɉ(*0Ť�ʽ�̳��ü�Ɔ�ʅʹǴ�yǦɥ�˅ʠ̳ê�

�ʄȹǢ� ɳȏĚɨ� ʀ̄�� ǟ͕� ¢wŤ� ɞʞ̳ņê� ʞȼ� ʓƘĚɨ� ɾ̺ȹ� ʟƂ̽êă	� ʓ�

ʄƽh� �ʰɥ� ċɘ̻Ǣ� ̢Ňɿɫ� ƥȎɣŐ� ʞȼ� ʓƘĚɨ� ȍɝŤ� ʠȣ̵� �ɑ	� ɝ� §ȴɤ�

Vʟʃ�Ƚ�Wɨ�ƥȎɣŐ�ɩĚ�ʞȼ�ʓƘɨ�ǴǼɳɨ��Ŧȹ�Ɂ̿ɥ�Ɨʿó��̶�Ǽ�ɰ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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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ć� `¡�

�

ɫ�� ¢w�

Üċɨ��Ŧ� ǔ͗���ȫ�ʅ �ʊ�

�ɞȺ�ǔ͗��ɝɘ͗�ɬƠ�Þ̟� ����

�

Üċɨ� �Ŧȹê� Üċɥ� qɎú̳ʞ� ȡɥ� �Ŧh� ̷̡čȮ� ɰó�� Ħ̵� ƽú̳}� Üċɨ�

§͗Ť�ǎȤ§ʞ�ȡɥ��ŦĆ�̷̡Ďó��ǔ͗���ȫ�ʅ � ʊȹ��ʄĎ�Üċɤ�¢Ő�ʊyɩÀ�

ȠʀɩÀ� ƵǼ� ˏƂȹǢ� �ɿʁ̵� Üċ�ɩȮȪ� ̵ó�� Üċȹ� ü̵� �Ŧê� ɮɨ̻�� ¤ʞŤ�

̷̵̡ó�� Ħ̵� Üċȹ� ü̵� �Ŧê� ǔ͗�� �ȫ� ʅ � ʊɨ� �ʄ̳�� ɞŦ̵� ¢Őʊyɥ�

̿ɞ̶��Ŧɉ�ʅ �ʊɨ�Üċ ��ȹ�ü̵��Ŧɉ�ŵɑ�ƚʃ̳}�Ƚ�čȮ�ɰó��

�

�Ɔɉ� ɺǴȹ� ��ȵɩ� ƆĘ� §ȴɤ� ɳɨɿɣŐ� Ħê� ƽú̳}� ¢ŐɳŤ� ̻�̶� �ɑ�

Üċɨ��ŦŤ�˕̶̻�Ǽ�ɰó��Üċɨ��Ŧȹ��̻�§ȴɨ�̾ċɩ�̻ú�ǔȴɥ�̳ê�ʞȼɨ�

Ƭɥ� Ȯ§ê� |ɩ� ȞîþĮĆ� §ȴɤ� �ʅƬȹ� ğĮ� þ� àɤ� §ʔȹ� ğŤ� |ɥ� §ü� ơ��

ɰó�� �

�

§	� VĘš� r�ěMê� Xš� `¡�

�

ɫ�� ¢w�

�ʄ̳��ɞŦ̵�Üċʊyȹ��̵��Ŧ� ǔ͗���ȫ�ʅ �ʊ�

�ɞȺ�ǔ͗��ɝɘ͗�ɬƠ�Þ̟� ����

�

�ʄ̳�� ɞŦ̵� Üċʊyȹ� �̵� �Ŧê� ÜċɳĚɨ� ʶɑȹ� �̵� §ȴɨ� ̾ċ�� �ňɩ�

àó�� Üċɳȹ}ê� ʞ¥̻Ȫ� ̳êă	� Ȼ§ȹê� ɮ¤�� yqƵ͂	� §˱� Ǽúɩ� ̷̡Ďó��

˄ɾɮ¤ɤ� ��ʄ�̻Ȫ� ̵ó�� ɮ¤ɤ� Üċɳ� ɳȏ�� hʋɥ� ɝ̵� ɿʁ̵� ǟ͕ɥ� ʅ�̳§ȹ�

ˉƿ̻Ȫ� ̵ó�� §ȴɤ� ʄƽh� ʄ̵� ˄ɾ� ɮ¤ɥ� ğĮȪ� ̵ó�� §ȴɤ� Üċɳɨ� ɮ¤ɥ�

ɳɨɿɣŐ� �ʅ̳wÀ� ɞƵ̳ʞ� ű�� ʄ§ɿɣŐ� ʀȩɥ� ʞ¥̻Ȫ� ̵ó�� §ȴɤ� �ň�

ȴƋɨ� ɞ͊ɩ� Ǜúͦ� óŢþĮĆ� v�ɿɣŐ� ċɬ̵� hˑh� ɰê� ȴƋȹ� ü̻Ǣê�

Üċɳȹ}� �Ĝ̵� ƵǼŤ� ʞ¥̻Ȫ� ̵ó�� Ħ̵� ȻǪɨ� ȴƋh� ɾ̟hčʞ� ȡĆő� ɞɨ̻Ȫ�

̵ó��Üċȍjɤ�ƠĖȍ�ʅ̵čȮȪ�̳Ɓ	�ɩǛɿɣŐê�ˀ�¢ƋŤ�ʅɍ̳�� � ȍj�ɩÊŐ�

ʅ̵čȮȪ�̵ó��§ȴɤ�̉ͦ�ȻǪ	�ʼÙ�Ɯ��Ŏ�¢Őɳ	�ɺȨɫ	�ɩʓ�Üċɳ	�hǔ�Üċɳ	�

ßȴ�Üċɳ	�Ǉʄ�ʟ�Üċɳ	�ÃƘ��sɤ�ˍȫ̵�ʣôɨ��ŦŤ�ʌʖ̳Ćő�ɞɨ̻Ȫ�̵ó��

§ȴɤ� ¢Ő� ͔��� �ňĎ� Üċɳɨ� yq� Ǜ˹ɉ� Ƞʀȹ� ü̵� §ʔɥ� ɿ̸̵� Ǜ˹Ő�

ɞʞ̳Ȼ� ¢ƋʞȹǢɨ� ɝ͂ɥ� ˄Ǵ̻͒Ȫ� ̵ó�� ƆĘ� ¢Őɳê� ǪͥŖ	� ʟɺÊ� �Ŕͨ�

ĜɣŐƽ˼�ɳɞŐɗȪ�̵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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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ɂŤ� ĚȮ� ƥ£ĮăȍȹǢ� ǔȴɥ� ̳ê� ǧɞ� §ȴɤ� Ƭʄ� ˄ɾ� ɮ¤ɥ� ÜċɳĚȹ}�

ʓȷʞů	�  � Ƭʄ� ˄ɾ� ɮ¤ɩ� ƥ£Įăȍ� ʄƽh� ÜċɳĚɩ� ɿʁ̵� ǟ͕ɥ� ̶� Ǽ� ȵɥ�

ʄĆŐ� É}� ʵʄĎ� �ɑ	 �� �ɝ� §ȴɤ� ÜċɳĚɩ� ɿʁ̵� ǟ͕� Ǽʔɥ� ãŨ� �Ŧɉ� �ʄ̵�

Üċ�ʊyȹ��̵��Ŧȹ�ƽʄɿɫ�Ɂ̿ɥ�Ɨʿó��̶�Ǽ�ɰó����

�

º	� Äź¾Đê� Xš� `¡�

�

ɫ�� ¢w�

ǔ͗Ƶ͂ɥ�̷̵̡�ǔ͗Ƶɺȹ��̵��Ŧ� ǔ͗���ȫ�ʅ �ʊ�

�

ǔ͗Ƶɺȹ� ü̵� �Ŧê� ʭƳ� ȵɩ� ǔ͗Ƶɺ� ͋˺ȹ� ʃ¢̳��  � ͋˺ɥ� ɞʞ̶� Ǽ� ɰê�

�ŦŤ�̷̵̡ó�� ǔ͗Ƶɺ¥Ȼê�ʡƴ	� ÜŎ	� Ȑȴ	� ȴƋǛ�ɼ̻	� ɳØʞɘ	� ˈǖ	� ɺȨ� Ĝɨ�

ƿȪŤ�˜ƨ̶�Ǽ�ɰȮȪ�̵ó��

�

ǔ͗Ƶɺȹ� ü̵� �Ŧɉ� �ň̵� §ȴɨ� ȼ̶ɤ� �hɿ� Ŷįȹ� ğĮ� öĮʠó�� ɬƠɿɣŐ�

§ȴɤ� ¥Ȼɉ� ɮ¤ȹǢ� �ʅĎ� ¤ȩ� ɍȹĆ� ʄƽh� ǔ͗Ƶɺ� ¥ȻÀ� ǢǇȇŤ� ʅ�̶� Ǽ�

ɰê� ìŇɩ� ɾ̳čʞ� ȡĆő� ʞʽ� ȵɩ� ƬȹǢ� ʄ̵� ƿ÷¤ɥ� Æƽ̻Ȫ� ̵ó�� ŭʞŮɣŐ	�

§ȴɤ�¢ŐɳĚȹ}��ȫǛ�̸ɨ̵�ȴƋǛɼ̻�ƵǛ¤ɥ�ʞ¥̳ê�|ɥ�wʁ̻Ǣê�Ƞ�Ďó��

�

Ê	� ēĕš� ÇŸÓğą� v¢� `¡�

�

ɫ�� ¢w�

ɿʁ̵�ǟ͕Ǽʔɥ�ãŨ��Ŧ� ǔ͗���ȫ�ʅ �� ʊ�

�ɞȺ�ǔ͗��ɝɘ͗�ɬƠ�Þ̟� �	��	���	�����

�

ǔ͗�� �ȫ� ʅ �� ʊê� ɿʁ̵� ȎĻ	� ɨƶ	� ʓw� Ɯ� ʞǵɿɫ� ǟ͕͔�� uǥɥ� ̷̵̡�

ɿʁ̵� ǟ͕Ǽʔȹ� ü̵� �ŦŤ� Ƶɺ̳�� ɰêă� Ȼ§ȹê� Ɛȹ� ü̵� ɿʁ̵� ʃ¢�Ć�

̷̡čȮ�ɰó�� �

�

ɿʁ̵�ʓwȹ�ü̵��Ŧê�ôǾ̵�wʶ�ʅ�Ǒů�ȞîĮ�Ƞʀ	� ̟͒	� ʌȳǪ�ǵȹǢ�ǔê�

|ɥ� ī̵ó�� ʓ˺ɩÀ� ʓwȍǦɤ� §Ʒɿɫ� §ʔɥ� ˉʋ̻Ȫ� ̵ó�� ɩ� §Ʒɿɫ� §ʔɨ�

ɂŐê� ɬʄ̵� Ƃɿ	� ��ȍǦ� Ɯ� §˱� ǢǇȇ	� �ʅǪ	� wʓǪ	� ʃ¢Ǫ	� ɯʞ� Ɯ� ʓwɨ�

Ǝ͒ɿ�ɿʄǪ�Ĝɩ�ɰó��§ȴɩ�̭ķ˿ɩǲɥ�ɓɁ̳wÀ�yǦ�ǔȴɥ�̳wÀ�ʴ��ǔȴ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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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ɝ̻� ü�Ɔ� ̃ʞwĵŤ� ̳ê� �ɑ	�  ȹ� ğţ� qʅ� ɩʓŐ� ʞȼʓƘĚɤ� ɿʁ̵�

ʓwȹ�ü̵��Ŧȹ�ƽʄɿɫ�Ɂ̿ɥ�ơɥ�Ǽ�ɰó��qʅ�ɩʓê�˄͚ɨ�Ǽôɩ�čȮȪ�̳Ɓ	�

§ȴɤ� ʞȼ� ǔ͗ɉ� ͈ɨ̳Ȼ� Ȑ͆� hì̵� üȠɥ� Ɔǝ̻Ȫ� ̵ó�� §ȴɤ� ǔȴɣŐ� ɫ̻�

ɩʓŤ� ̳}� čê� ȻǪ�� ǥʓƘ� Ĝ�� sɤ� ˍȫ̵� ʣôȹ}� h̻ʞê� ƽʄɿɫ� Ɂ̿ɥ�

˄Ǵ̳͒§� ɝ̻� ʁʭɿ� Ƞʀ� ɺˑŤ� ŭň̻Ȫ� ̳êă	� ɩɉ� sɤ� Ƞʀɺˑȹê� ʏ̸ɿɫ�

Ɂ̿�̟h	�ǔʀ�͈ɨ�Ɯ�̄ʞ	�Ƭɿ��ʅʵ�ʅ�	��ʄ̳��ʄú̵�ƵǛ�Ɯ�wʓʞɨ�ɿʁ̵�

ɩʀ�Ĝɩ�ɰɥ�Ǽ�ɰó��

�

ɿʁ̵� ȎĻȹ� ü̵� �Ŧȹê� Ȏɏɥ� ˉʋȍ˭§ȹ� ˉƿ̵� ȭ�� ʡɨ� ɦȎ	� �̶� Ǽ� ɰ��

ʃ¢̶� Ǽ� ɰê� ɦȎ	� ɞ̻� ƐʡŐƽ˼� ɳɞŐɓ� ɦȎ	� Ǝ͒ɿɣŐ� ơȞĚȻʡ� Ǽ� ɰê�

ɦȎɥ� Żɥ� �Ŧh� ̷̡čȮ� ɰó�� §ȴɩ� ÜċɳÀ� ʞȼ� ʓƘȹ}� ȎĻɥ� ʅ�̳ê� �ɑ	�

Ħê� §ȴɨ� ̼Ȓ� ǔȴɩ� ȎĻ� �¥ɫ� �ɑ	�  � §ȴɨ� ǔȴɤ� ɿʁ̵� ȎĻȹ� ü̵� �Ŧȹ�

ƽʄɿɫ� Ɂ̿ɥ� Ɨ˔� Ǽ� ɰó�� §ȴɤ� ɳȏɨ� ͕ċɩ� ʞȼɨ� ȎĻ� �¥ɥ� ɾ̻̳wÀ�

ǔıĚɩ�ȎĻȹ�ʃ¢̳ê�|ɥ�ƥ̻̳ʞ�ȡĆő�̻Ȫ�̵ó�� �

�

Ɛȹ� ü̵� �Ŧê� ƆĘ� ǔıɩ� uɫ� Ɯ� hʄɐɣŐ� ˉƿ̳�	� Ƞʀ̳�	� ̀ɐ̶� Ǽ� ɰê�

Ǽʔɨ� Ɛȹ� ƐŦɿɣŐ� ʃ¢� hì̳�	� ɾŊ̳}� ʅ�ơê� �Ŧó�� Ɛȹ� ü̵� �ŦȹǢ�

ű̳ê� Ɛɨ� ɐĆȹê� ɦɐ	� uɫ� ɝǟ�ŦŤ� ɝ̵� Ɛ	� ɨƶ� ǫ˲	� ɦȎ� ʊŦ	� uɫ� Ɯ� hʄ�

ɝǟȹ� ǔɐčê� Ɛ� Ĝɩ� ̷̡Ďó�� §ȴɩ� ǔȴɥ� ̳ê� ʞȼɨ� ǛǼɘɥ� �ɱ� ǔɐ̳Ȼ�

Ɛɩ� ƽʋ̳}� čwÀ� Ƀȿɩ� Ď� �ɑ	� ɩê� ʓƘĚɩ� Ɛȹ� ü̵� �Ŧȹ� ƽʄɿɫ� Ɂ̿ɥ�

Ɨˑ}�Ďó�� �

�

ɂŤ� ĚȮ� ü�Ɔ� ̔� ̭ķ˿ɩǲɥ� ɓɁ̳ê� §ȴɩ� ̔Ƀɬɥ� ǟǖ̳§� ɝ̻� Ɛɥ�

�Ć̳}�ǔɐ̳Ȼ�ʞȼ� ʓƘĚɩ�ůǪɿɫ�Ɛ� ƽʋȹ�ȍöŧóƂ�ɝ� §ȴɤ�ʞȼ� ʓƘĚɨ�

Ɛȹ�ü̵��Ŧȹ�ƽʄɿɫ�Ɂ̿ɥ�Ɨ˓�|ɩó���� �

�

æ	� MHê� Xš� `¡�

�

ɫ�� ¢w�

yqȹ��̵��Ŧ� ǔ͗���ȫ�ʅ �� ʊ�

�ɞȺ�ǔ͗��ɝɘ͗�ɬƠ�Þ̟� ��	�����

�

ǔ͗���ȫ�ʅ �� ʊê�öǪ�hì̵�hɺ�àɤ�Ǽʔɨ�ȏʽɿ	�ʄȏɿ�yqȹ�ü̵��ŦŤ�

Ƶɺ̳�� ɰó�� Ħ̵� ɩ� �Ŧê� ǪɿTǟȎɨ� ɳɞŤ� ̷̵̡� yq�� ȏʽŤ� ̄ʅ̶� Ǽ� ɰê�

 
���uōëĊƌ�ĩƝ	�ƲrĿ¢ĳƢ	�ýĢ��đį¡�ôŇ�ķ�_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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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Ŧɉ� ċɨ� ȵɩ� ɩřȮʞê� ˑŘ� Ɯ� Ȑ͂ɣŐƽ˼� ɳɞŐɔ� Ǽ� ɰê� �Ŧɉ� sɩ� ɍƽ�

jǨɣŐƽ˼�ɳɞŐɔ��ŦŤ�̷̵̡ó��

�

§ȴɨ� ͕ċ�� ʅ̩ɤ� Üċɳɉ� ǴǇɳ	� �ŵɳɨ� yqȹ� ü̵� �Ŧȹ� Ɂ̿ɥ� Ɨ˔� Ǽ�

ɰó�� §ȴɤ� ȞċTʼǴÙ	� ȻǪ	� ɺȨɫ	� ǥʓƘ� �ċʽ� Ĝ� ǔ͗ɨ� ˍȫ̵� ʣôɨ� yqȹ�

ü̵� �Ŧȹ� ü̻Ǣ� iƳ̵� ʓɨh� ̱Ɏ̳ó�� ǔȴƵyȠʀ�� ͔��� �ňĎ� �ÊƬɩ�

ˍȫ̳wÀ� ʅüŐ� ȍ̾čʞ� ȡê� �ɑ	� §ȴɤ� �ÊƬǑ� ȞîĮ� �ʅ§ʔ� Ħ̵� ʔǼ̻Ȫ�

̵ó�� Ǉʄ�ʟ� ÜċɳÀ� ̳ʼ� Üċɳh� �ÊƬȹ� ɨ̻� Ƶ͌Ť� ʅüŐ� ơʞ� Ɖ̳ê� �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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ɂŤ� ĚȮ� ̴͒� §ȴɨ� ɫĆ� �ɺȹǢ� ȇ̌ń� hȇ� ãˈ� ǔ�h� Ƣǟ̳Ȼ� ɫ¢� ʓ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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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ɟ�ȹ� ƽʄɿɫ� Ɂ̿ȹ� Ƚřď� Ǽ� ɰó�� §ȴɨ� ü�Ɔ� yǦ� ǔȴ� ġƎȹ� ʞȼ� ʓ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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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ʅ�Ŧɺʀȹ�ɰê�ɫ��Ƈőɤ� 6̦ ��7��s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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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ɥ� ̷̵̡� §ȴɩ� ɝ� ɫ�ȹ� ƽʄɿɫ� Ɂ̿ɥ� Ɨˑê� |ɩ� ǀhì̳ó�� Ƹ� Ǽê�

ȵó�� }óh� ��§�ɤ� V�ʅɿɣŐ� ɫʄĎ� ɫ�W� ƆĒŤ� ʌʖ̶� ʵɮɩ� ɰ�	� ��§�ɩ�

ʄƽɉ� ǔȴ� ��ȹ� ɰê� �ɑȹ� ʄƽɨ� ɫ�˕̻ȹ� Vʟʃ� Ƚ�Wɨ� ƥȎɣŐ� Ƚřď� 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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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ɩÀ� ˅ƥ�� �ň̻Ǣ� ˕̻̳ê� ɝ� �ŦĚȹ� ʟʃ� Ƚ�ɨ� ƥȎɩÀ� §Ȼɨ� ƥȎɣŐ�

Ƚřď� Ǽ� ɰó�� Ħ̵� �¤ȍǦȹê� �ʄȍǦǑ� ȞîĮ� ʄȏƴɘ�� sɤ� ȍǦĆ� ̷̡̳§�

ġƎȹ� ǔǦ� �ĆǴŤ� ɓɁ̳ê� §ȴɩÀ� ɨŘ� ǖȴȹ� ǵ̵� ��§�ɤ� ɳɞ�� �ȫ�

ʅ � ʊh��ʄ̵�ɫ�ȹ�ƽʄɿɫ�Ɂ̿ɥ�Ɨ˔�Ǽ�ɰ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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ʝwŤ� ɫƃ̳ê� Ĝɨ� ƥȎɣŐ� �ʄ̵� ɼ̒ɥ� ơɥ� �Ŧ� ˕̻ȹ� Ƚřď� Ǽ� ɰó�� ɳɞ��

�ȫ� ʅ �� ʊh� �ʄ̵� �Ƌȹ� ʱȻ̶� �Ŧ� ȼȍ� ��§�ɩ� ʟʃ� ˕̻̳ê� �ɑê� Ű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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ɰěɩ	� ǖȴ� ȼȍ� ƆĘ� ǖȴȹǢ� ��§�ɥ� ̷̵̡� §ȴȹ� ɨ̵� ƽʄɿɫ� Ɂ̿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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ɫ�˕̻ȹ� Ƚřh� čê� �ɑh� ɰêă	�  ļ̵� �ɑ� ȼȍ� ��§�ɨ� ɫ�� ʌʖ� ʵɮ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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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ʄɿɫ� |Ć� ̷̡čȷó�� ¦ʄɿɫ� ǔŏh� ̷̡čȷó�� ̳Ȼ� ɫ�Ɂ̟̿hȹǢ� ű̳ê�

ɫ�Ɂ̿ɩ� ¦ʄɿɫ� ɫ�� Ɂ̿ɥ� ̷̡̳ê� uÚɣŐ� ɩ̶̻� ̱Ɏê� ȵɥ� |ɩó��ɩ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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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GJ� ÜŢɛɩ� /=D=FGJ�AF�

(Q9FE9J�

ƗȬŭ� ���� ʄƵ̄ȏ§ǿǖȴ�

 PPGF�

(G:AD�

Ɨ�� 'AIM=>A=<�

)9LMJ9D�"9K�

+JGB=;L��

̧̑Ȟç§î� ���� ȹÐʞ�

�JD9� � Ąŭ˩� �JD9�AF�)A?=JA9� ÀɩʞŦȞ� ���� ˆǖȴ�

�JD9� � Ąŭ˩� �JD9�AF�.=F=?9D� ǫÖl� ���� ˆǖ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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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DGO�*AD� Ɂ�� '9C=��D:=JL�

+JGB=;L�

ɑjó� ���� ȹÐʞ�

)=OEGFL� Ɨ�� "GD<;GJH�K�

(9JDAF�(AF=�

�˿űĮ� ��� �ȴ�

)=KLDé� ȇɝȇ� "JGMH
'=N=D�

�KK=KKE=FLK�

̑˭ȇ˳� ���� ɍȎȴ	�ȎɦŘ�

�JALAK@�

+=LJGD=ME�

Ɂ�� /9F??M@�+JGB=;L�

AF�2=KL�+9HM9�

ɫĆÖȍȞ� ��� ȹÐʞ�

/GL9D�.���� ̬Ĵȇ� -=?AGF9D�.AL=�

1AKALK�

ƗȬŭ� ��� ȹÐʞ�

"J==F�

-=KGMJ;=K�

�.�

˳ɳîȞ� 0;@AF<D=�/J==�

!9JE�

˳ɳîȞ� ��� ɮȴ�

+9D9<AF�

 F=J?Q�

͌ʓ� &9Q=D=C=J9�

0J9FAME�+JGB=;L�

űĮɝ� ��� �ȴ	�ȹÐʞ�

�GD=� Ɨ��  D�(M=DD=�

+AF=9HHD=�+JGB=;L�

ˤȇ˱Ŧ˗� ��� ßȴ	�ȎɦŘ�

-AG�/AFLG� � Ɂ�� .AE9F<GM�. $�� §î� ���� �ȴ�

&MGFA�

"JGMH�

ȇɝȇ� &=FQ9�+ADGL�

+JGB=;L�

ˡÎ� ���� ���ǖȴ�

 MJGH=9F�

$FN=KLE=FL�

�9FC�

ŚǯƽŢ˩� /J9FK
�<JA9LA;�

+AH=DAF=�

 Ŧȇ� ���� ¤ɢȴ�

&MGFA�

"JGMH�

ȇɝȇ� $F<A9�+JGB=;L� ɫĆ� ���� ���ǖȴ�

)=NKMF�

-=KGMJ;=K�

˙Àó� �AK@9�(AF=�AF�

 JALJ=9�

ȹŦ̈ŦȞ� ���� �ȴ�

2GJD<��9FC� Ɨ�� /@9LGF�+GO=J�

.L9LAGF�

ƗȬŭ� ���� ¤ɢȴ�

 FA�� ɩ˴ŦȞ�  FA�(Q9FE9J� ƗȬŭ� ���� ȹÐʞ�

 IM9LGJA9D�

+9DE�*AD��

Ɂ�� 'A:=JA9F�

*H=J9LAGFK�

ĮɩƮŦȞ� ���� ßȴ�

$EH=JA9D�

�J9F<K�

Ɂ�� -=?AGF
�9K=<�

#-$��

Ɂ�� ���� ßȴ�

19LL=F>9DD� ȇɛĄ� �G9D�.MHHDQ�

�@9AF�

ćɬ� ���� ȹÐ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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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9�

�GEH9FQ� �

Ɂ�� 'AL@M9FA9�#-$�� Ŧ̆ȞîȞ� ���� ʄƵ̄ȏ§ǿǖȴ�

/=DA9�

�GEH9FQ�

Ɂ�� .O=<=F�#-$�� ȇɛĄ� ���� ʄƵ̄ȏ§ǿǖȴ�

!$!��>GJ�

0FAL=<��A<�

����

˙Àó� !$!��>GJ�0FAL=<�

�A<�����

˙Àó� ���� ȇ̡ˎ	�

Ⱥ˼˿ɫż̈�

/GL9D�.���� ̬Ĵȇ� +9HM9�')"� ̧̑Ȟç§î� ���� ȹÐʞ�

 FA�� ɩ˴ŦȞ� (=PA;G��J=9���

�=N=DGHE=FL�

žȍˤ� ��� ȹÐʞ�

"GG?D=� Ɨ�� "GG?D=��=D=:JALQ�

-=;G?FALAGF��+$�

ʀǫ�� ���� ʄƵ̄ȏ§ǿǖȴ�

�

ǔȴ� ɫ�Ɂ̟̿hh� hɺ� Űɩ� ȍ̾čê� ü̦ɿɫ� ǖȴɤ� ʴ�� Ɯ� ȹÐʞ� ǖȴɩó��

Ȟ̬Ŧ˗	� ȞȍȞ	� ÅȞŽŦ˗ȹǢ� ʠ̾čê� ʴ�� ǖȴȹ� ü̻� ó�ɿ§ȴɩ� ȍ̵̾�

ɫ�Ɂ̟̿h�˙Àóɨ� ɳɘuƢ͗ǔ� )=NKMF� -=KGMJ;=K� 'L<�ɨ� ȹŦ̈ŦȞ� �Ɛ� uƢ� ǔȴ	�

ɩ˴ŦȞ� ȹÐʞ� ͗ǔ�  FA ɨ� žȍˤ� ɞʀ� uƢ� ǔȴ	� ̬Ĵȇ� ȹÐʞ͗ǔ� /GL9D�  �+ ɨ�

̧̑Ȟç§î�')"�uƢ�ǔȴ�Ť�Ǘ̜Ƹ�|ɩó�� �

�

ɫ�� ʌʖ� ʵɮ�� ɫ�ȹ� �̵� Ǜúʓɨ� ɨƋê� �¥Ųɨ� ʓĆ� §ȴ�D=9<� ;GEH9FQ�ɩ�

�¥Ųɨ� ʖj� ô�� Ɯ� űôȹǢ� Ƣǟ̳ê� ɫ�Ɂ̿ȹ� ü̻ǢĆ� ȎƳ̳�� üɧ̳Ćő�

Ɏ�̳�� ɰó�� ɩļ̵� ŶįȹǢ� ̰İĖɨ� ǴǇɳ͈ċʊ̸�.*&� �GJHGJ9LAGF�ɩ� ɩ˴ŦȞ�

̃ŭ̃� h�� ßɺȹǢ� ɬ̳ê� ɩʓÜċɳɨ� ɫ�ȹ� ü̵� Ɂ̟̿h� ǔŏŤ� Ǵu̶� |ɩó��

Ħ̵� Ąŭ˩� ɞʅ̩� ǟǖ� §ȴɫ� �JD9 ɩ� ÀɩʞŦȞ� ȍɺȹ� ʠˈ̳ƂǢ� ʠ̵̾�

ɫ�Ɂ̟̿hŤ�Ǘ̜ƵƁ�ó�ɿ§ȴɩ�ɾuƢ�hȹǢ�ǔȴɥ�̶�ġ��ņ̻Ȫ̳ê�ɎǴĚȹ�

ü̻�ȢȞƸ�|ɩó�� �

�

ɫ�Ɂ̟̿hh� ͕Ƣͦ� ʠ̾č�� ɰê� Ħ� óţ� ǖȴɣŐê� ��� ǖȴɥ� µɥ� Ǽ� ɰêă	�

ȇɝȇ�§ȴɫ� &MGFA h�ɫĆȹǢ�̒ŵ̳ê���Ǜ̩ȹ�ü̳Ȼ�ȍ̵̾�ɫ�Ɂ̟̿h�ǔŏɉ�

§ȴ��ɫ��Ƚ��§�ɫ�(Q9FE9J��=FL=J�>GJ�-=KHGFKA:D=��MKAF=KK h�ƗȬŭɨ�ʓɎ�ǖȴɫ�

���ǖȴ�ʀƠȹ�ü̻�ɫ�Ɂ̟̿hŤ�ȍ̵̾�|ȹ�ü̻�Ǘ̜Ƹ�|ɩó�� �

�

ʄƵ̄ȏ§ǿ� ǖȴȹ� ü̻ǢĆ� ɫ�Ɂ̟̿hh� ȍ̾č�� ɰêă	� ɩ� ɺȹǢê� .).�

ǢǇȇŤ� ʅ�̳ê� ü̦ɿɫ� §ȴɫ� !9;=:GGC ɩ� ċɬ̵� ǢǇȇŤ� ǔ͗ʄˑɿ� Ǜ͖ɩ� óţ�

�hȹ�ʅ�̶�ġ�˅hɿɣŐ��ņ̻Ȫ�̳ê�ɩȆĚɥ�̑ȟ̳§�ɝ̳Ȼ�ȍ̵̾�ɫ�Ɂ̟̿h�

ǔŏŤ� Ǵu̶� |ɩó��  Ŧ�� Ǵ̬̈ɛȮ� uƢ� §ȴɫ� "GG?D= ȹǢ� uƢ̳�� ɰ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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Ȩ̭Ŧˡɩǲ�� �ň̳Ȼ� ǔɐɳȹ}� Ƣǟ̶� Ǽ� ɰê� ɫ�Ɂ̟̿hŤ� uƢ� ɊŘ� ʀȹ�

ȍ̳̾Ȼ�uƢ�ʄȹ�ƠɁ̽Ā�ǔŏŤ�Ǘ̜Ƹ�|ɩó��

�

9���'413-� '1.30%'1��2&�°�����*1)#��F��ÆJ����

�

• §ȴƄ��)=NKMF�-=KGMJ;=K�'L<���˙Àó�ɳɘuƢ�§ȴ��

• ǔȴʞ��ȹŦ̈ŦȞ�ǇǠ��ǖ��

• ɫ�Ɂ̟̿h�Ǽ̾�ȍ§����� ÙS���� Ù� �ǔȴ�Ǽ̾�͚��

• ɫ�Ɂ̟̿h� ȍ̾� Ʀ��� ȹŦ̈ŦȞê� ���� Ù� ȹ̌Ƀ̮ȞŐƽ˼� ćŪ̵� ɩ͚�

ȰŒȹ�ü̵�̄ʅ	� �üȹǢ�̻̾ʞê�qʅÜċ	� ʀʽʓɨɿɫ�mȍ̄ʅŲɥ�̻̄�

sɤ� ǖŎɩ� ɺ§� ʣ�ɥ� ̳�� ɰê� Ǜ͖�� ˙Àóɨ� ɳɘuƢ͗ǔɫ� )=NKMF�

-=KGMJ;=K� 'L<�� �ɩ̳� )=NKMF�ê� �� Ùƽ˼� ȹŦ̈ŦȞȹǢ� �AK@9� �ǖɥ�

uƢ̳§�ȍɴ̳ɀêă	�ɩ�ġ�ȹŦ̈ŦȞɨ�Ȼúɫ�+=GHD=WK�!JGFL�>GJ��=EG;J9;Q�

9F<�%MKLA;=��+!�%�h�Ǵɞ̳��ɰê� .=?=F��GFLJM;LAGF��GEH9FQ ���ȫɥ�Źɦ��

.=?=F ɤ�ʄƽŤ�̻̄�ʤʣĎ�ÜċɳĚɥ��ǖ�yǦ��ʄȹ�qʅŐ�ċɘ̳ɀɣƁ	�

ÜċɳĚɤ� Ⱦȟ̵� Üċʊy� Ɯ� ǟ͕͔�ȹǢ� ʮˍŤ� ú̳ɀóê� |ɩ� ��� Ù�

� ə� �ʅɫ�ôʽŤ� ̻̄� ̢Őh� čȷɦ�� ɩȹ� )=NKMF� -=KGMJ;=K� 'L<�ȹǢê�

��� Ù� � əƽ˼� ��� Ù� � ə¬ʞ�'&'� $FL=JF9LAGF9D��GFKMDLAF? ɥ�̻̄�ǇǠ�

�ǖȹ�ü̵�ɫ�Ɂ̟̿hŤ�ȍ̾��

• ɫ�Ɂ̟̿h�ȍ̾�Êɐ��)=NKMF ê�ǇǠ��ǖ�ǔȴȹǢ�Ƣǟ̵�qʅÜċ�Ǝʅɉ�

þǀȮ� �ǖȹǢ� Ƣǟ̳ê� ʀ͊ɿɫ� Üċ�ɥ� ̷̵̡� ɫ�� ˕̻� Ǝʅȹ� ü̻�

ɫ�Ɂ̟̿hŤ� ̳ɀêă	� � ͗ɨ� ȹŦ̈ŦȞ� ͆ʞ� ʊǔ� ɩ͚� Ƣ̦Ď� ��Ť�

hʞ�� ɍƽ� ɩ̻��ɳ�� ɳǫ̳}� Ǵ̄ɥ� ̵� ͚	� ɫ�Ɂ̟̿hȹǢ� ��Ď�

ÊɐĚɥ�ɩ̳̾��ɰêʞ�Ȼƽȹ�ü̻�Ǜǫ̵�mǔŤ�ʠ̳̾ɀɦ�� �

�

���� TŻ� Ó¤�� ŖD� �Æ� Äè� ÌĘ�

�

)=NKMF ɤ� ȹŦ̈ŦȞɨ� �ǖ� uƢɥ� ɝ̻� ���� Ùƽ˼� ˵ǔ̻ɋɣƁ	� ���� Ùȹ�

ȹŦ̈ŦȞȹ� ɳ͗ǔŤ� ǫɗ� ˵ǔŤ� �ǵ̻ɋó��  ļĀ� ʖ� �� Ù	� ǇǠ� ʞȼȹ� �ǖɥ�

Ƣ�̳�� �� Ù� ̻ú� ʞȼɨ� �ǖ� uƢɥ� ɝ̻� ȹŦ̈ŦȞ� Ƭɫ� �AK@9� (AFAF?� .@9J=�

�GEH9FQ� ��(.��Ť� ǫɓó�� úȍ� �(.� ê� )=NKMF� -=KGMJ;=K� 'L<�h� ʞƿɨ� ��Ť�

Ǵɞ̳�	� ��ê� ȹŦ̈ŦȞ� �Ɂ§ȴɫ�  JALJ=9F� )9LAGF9D� (AFAF?� �GJHGJ9LAGF�

� )�(�*�h�ǴɞŤ�̳��ɰȷó�� �� Ùƽ˼�Ʒ�ɿɣŐ�ǇǠ��ǖ�yǦɩ�ȍɴčȷêă�

��� Ù� � ə	� #ME9F� -A?@LK� 29L;@ ê� )=NKMF ɨ� Ǉǡ� �ǖȹǢ� ɬȮÀê� qʅÜċ� Ɯ�

Ⱦȟ̵� Üċ͔�ȹĆ� ǀ�̳�� )=NKMF ɩ� Ǵ¡ɿɣŐ� üɧ̳�� ɰóê� |ɥ� �ʅǔ͗ȹ�

̢Ő̳ɀó�� ɩȹ� )=NKMF ɤ� ��� Ù� � ə	� ǇǠ� �ǖȹǢ�Ƣǟ̳��ɰê� ɫ�Ǝʅȹ�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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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ɧ̳§�ɝ̳Ȼ�'&'� $FL=JF9LAGF9D��GFKMDLAF? ȹ�ǇǠ��ǖȹǢ�Ƣǟ̳��ɰê�ɫ��Ǝʅȹ�

ü̵�ɫ�Ɂ̟̿hŤ�Ǽ̶̾�|ɥ�ɨŗ̳ɀó��

�

§ȴĚɤ� ɍƽȹǢ� ƽʄɿɣŐ� Ǝʅʅ§h� čê� ǔ̺ȹ� ü̻� ƽɫ̳wÀ� Ȁ§ņ�� ̳ê�

�ɑ� Űó��  ļÀ� ɩê� Ǝʅ̻�ȹ� Ćɕɩ� čʞ� ȡɥ� Ǒ� ȞîĮ� ɩ̻��ɳĚɨ� ȏŗŤ�

þɒ� ɭ}� ůĚȮ� ƎʅŤ� ȟ͒ȍ˯� ǼĆ� ɰó�� )=NKMF ɨ� �ɑ� �ʅɿɫ� Ǉ̒ɥ� ơ}� čɳ�

ɩŤ� þ� ɩǛ� ƽɫ̳wÀ�Ȁ§ʞ�ȡ�� ɿ¡ɿɣŐ�͗ǔh�̑ȟ̳��üɧʵɥ�ŭň̳§�ɝ̻�

ɫ�Ɂ̟̿hŤ�ȍ̳̾}�čȷó��ɩ��ʄɥ�̻̄�)=NKMF ɤ��wȹ�͆ʞ�yǦ��ȫȴʽȹǢ�

Ƣǟ̽Ā� qʅÜċ� ƎʅŤ� ƆĒ� ͓ɫ̻Ǣ� ƵǛ̻ʓê� ʁʭŤ� uǦ̵� |ɤ� Ȟîʞů	�

Ǝʅʅ§̶�Ǽ�ɰê��ˉʶŦʁʭɉ�ɩ̻��ɳɉɨ�Ǵ̄�ʁʭŤ�ŭň̳�ó��ƣ͉ó��

�

��� TŻ� Ó¤�� Ğö� ĉ`� ĈÖ� őÞ� �

�

ɫ�Ɂ̟̿h� Ǽ̾� ƫɝɉ� �ň̻Ǣ� )=NKMF ɤ� §ʌȹ� Ǝʅʅ§h� čȷĀ� ʓɎ� ɩȆɫ�

qʅÜċ� ɍȹĆ� �ǖȹǢ� Ƣǟ̳ê� ʀ͊ɿɫ� ɫ�� ɩȆĆ� ̷̡ȍˣó�� Ħ̵� ȹŦ̈ŦȞɨ�

ǔ͗	� ʄˑɿ�Ǜ͖ɨ�̉ǼǪɣŐ�ɫ̳Ȼ�Ƣǟ̳ê�ƵȠ� ɩȆȹ�ü̻Ǣ�̉Ƴͦ�qʊ̳ɀɣƁ	�

�ˉʶŦʁʭȹ�ü̻ǢĆ�{̃čȷó��

�

� ɫ�Ɂ̟̿hɨ�ƫɝȹ�ü̻Ǣ��wȹ�Ƣǟ̳ɀĀ�ƎʅĚ	� ʚ� qʅÜċȹ�ü̻Ǣ�Ƅ̵͓�

ʝwŤ� ̑ȟ̳ê� |ɩ� Ȯŋ§� ġƎȹ� �wɨ� ɨ͍ȹ� �̵� ͓ɫɩÀ� ƽʄ̳ê� |ɩ�

ɫ�Ɂ̟̿hɨ� Ƈ̦h� ȞîĮê� |ɥ� ƣͦ�� ɰó�� óů� �wȹ� Ƣǟ̳ɀwÀ� ͆ɼ�

Ƣǟ̳�� ɰwÀ� Ɨĵȹ� Ƣǟ̶� Ǽ� ɰê� ɫ�� Ǝʅȹ� ü̻� ͙�ɿɩ�� ƙɥů̵�

ƥȎɣŐ� Ǝʅʅ§̶� Ǽ� ɰĆő� �ˉʶŦʁʭɉ� ɩ̻��ɳɉɨ� Ǵ̄� ʁʭŤ� ͓Ū̳ê�

|ȹ�ʣʖ̵óê�|ɥ�qʊ̳ɀó�� �

�

� ˄ˀ� ʓɎ� ɫ�� ɩȆê� �ǖ� yǦɥ� ɝ̻� �ȫɥ� Źɤ� ͆ʞ͗ǔ� .=?=F ɥ� ̻̄� Ƣǟ̵�

qʅÜċ� ƎʅɀɣÀ	� ɫ�Ɂ̟̿hȹǢê� qʅ� Üċ� ɍȹĆ� �ȴ� ͆ɺȹǢ� Ƣǟ̳ê�

ʓɎ�ɫ��ɩȆŤ�Ȟĵɉ�sɩ�̷̡ȍˣó�� �

o Üċ��� Üċ͔��� �h� ƺǔ� ̬Ő ĸ�)9LAGF9D� .=JNA;=� +JG?J9E�	� ǖȴ� Ƞʀ	�

ɮ¤	�Üċȍj�Ɯ�ƶʞ	��ǔɨ�ɳɞ	�ǇʭƳ	��Ŕͨ	�ȞċÜċ�

o ɫ���ʞȼʓƘ��͔����ňĎ�ɫ�	�ʞȼ�uƢ�

o ɫ�ȹ�Ƚ�Ď�ɩȆ��ƵȠ��ɫ�	��ˉʶŦʁʭ�

�

���� TŻ� Ó¤�� ĈŦXTč� »ý� ÍĘ� �

�

)=NKMF ȹǢê� ɩ̻��ɳ�  ŝɥ� ǔȴ�� ʟjʃɿɣŐ� �ňɩ� ɰê� Vǔȴ� �ň�

ɩ̻��ɳWɉ� Ǝʅʅ§Ť� ̳�� ʓƇɥ� ̳�� ɰê� V�ʅ� ɩ̻��ɳWŐ� ÀãȮǢ� üɧɥ�



 

   225 

̳ɀó�� ǔȴ�� �ňɩ� ɰê� ɩ̻��ɳ�  ŝȹ� ü̻Ǣê� ɳŘǼʣ� �ʄȹǢ� ɫ˼ǃ� Ĝɥ�

̻̄� ɨ�ɥ� ʼˍ̳ɀ�	� �ʅ� ɩ̻��ɳĚȹ� ü̻Ǣê� ��� Ƶ�Ǣh� Ƣ̾Ď� ɩ͚� ƳĆŐ�

Ǵ̳̄Ɓ� ɨ�ɥ� ʼˍ̳ɀó��  Ŧ��  � ��Ť� ˅͚� ɫ�Ɂ̟̿h� ��Ő� ʅȍĎ� ���

ɩ̾ȹ�ü̵�mǔ��ʄȹ�ɿ¡�ƠɁ̳ɀó�� �

�

+c£ ��,� ÃÉ� ZÅW� X��� ĈŦXTč�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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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ř ��,� ]ę� ĈŦXTč�Wć� ÐŊ� m÷���� �

�
�

���� RW� ¾U�� ÄŽ� ŖD�

�

��� Ù� � ə	� ɫ�Ɂ̟̿h�Ƶ�ǢŤ�Ƣ̵̦�͚ȹ�ɫ�Ɂ̟̿h�Ǽ̾̏ɤ�˙Àó��͗ɨ�

ɫ�ɝɘ͗ɉ� ˙Àó� Ɯ� �ʅ� ɫ�ôʽ	� ɞȺ	� )=NKMF ɨ� ̆ɳɳĚɥ� ̷̵̡� óȭ̵�

ɩ̻��ɳĚ�� ��ȹ� ü̻� Ǵ̳̄ɀ��  � �ʄȹǢ� ɫ�Ɂ̟̿hɨ� ͚ǵ� ɴȴɣŐ�

��ǔ̺ȹ�ü̵�ɩ̾�ʂ{ɥ�ʞǵɿɣŐ�̶�|ȹ�ü̻�ʅȠơȥó�� ɩȹ� ��� Ù� � əƽ˼�

��� Ù� � ə¬ʞ�ɫ�Ɂ̟̿h�Ǽ̾̏ɤ�ɩ̾��ň�mǔŤ�ȍ̳̾ɀ�� ��� Ù� � ə�mǔ�

Ƶ�ǢŤ�Ƣ̳̾ɀó��

�

mǔ��ʄɤ� ��� Ù�ɫ�Ɂ̟̿h�ɩ̾�ʄɥ�ʂ{̳ê�ƥȎɣŐ�ɩřȮʉêă�ɩŤ�̻̄�

��� Ù� ɫ�Ɂ̟̿h� Ƶ�Ǣɨ� ��� ǔ̺� ɩ̾� Ǜ͖ɥ� ʂ{̳ɀó�� ɩȹ� þ̳Ȼ� ˄ˀ�

ɫ�Ɂ̟̿h� ɩ͚ȹ� ĖļÃ� ɫ�� ɩȆȹ� ü̵� ̑ȟ�� ̷°� ɫ�Ɂ̟̿hȹǢ� ǇǠ�

�ǖȹǢɨ� ɫ�� ʂ{� Ɯ� Ȑʸ� �ʄɨ� ͖͆	� ǇǠ� �ǖȹǢɨ� ɫ�� ʌʖɥ� ɝ̵� ��h�

óřȮʉó��

�

�

�

�

�

�

�

 
����ĥŋ�œÅ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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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p� ĉ`ñŪŖDô� ��� p� GÄ� ĕĨ� Jö����

�
�

� mǔƵ�Ǣȹê� ��� ÙĆ� ɫ�Ɂ̟̿hȹǢ� Êņʠ� ��ǔ̺� ƳŐ� ɩ̾� Ǜ͖ɥ�

ʂ{̳Ȼ� ͖͆�.L9LMK��� ʠ̾šɥ� �Ő� À˱Í�	� ʠ̾ɩ� ɶ� č�� ɰê� �ɑ�  � ɩɞŤ�

Ǜǫ̳}�ǦƄ̳ɀó�� �

� ̉Ƴͦ� ��� ÙĆ� ɫ�Ɂ̟̿h� ɩ͚	� ɍƽ� ɩ̻��ɳĚɩ� ˵ǔ� �ʄȹǢ� Ƣǟ̳ê�

ɫ�Ǝʅȹ� ü̻� Ǝʅʅ§Ť� ̵� |�� �ň̳Ȼ� ˵ǔ� �ʄȹǢ� Ƣǟ̶� Ǽ� ɰê� ɫ��

Ǝʅɫ� ̃ʞ�	� �ʅɿ� �Ŧ	� ȎĻ�� Ɯ� Ǝ͒ɿ� �Ŧȹ� ü̻Ǣ� ƳĆŐ� {̃Ť� ̳Ȼ�

ʅ�̳ɀó��

�

)=NKMF ɤ� ɍƽȹǢ� Ǝʅʅ§h� ɩřȮʠ� Ȓi̵� ɫ�� Ǝʅȹ� üɧ̳ê� ƥƬɣŐ�

ɫ�Ɂ̟̿hŤ� ȍ̳̾}� čȷɣÀ� ɩ� �ʄȹǢ� ɿ¡ɿɫ� ɳŘ� Ǽʣ�� üÊɍ�

ɩ̻��ɳĚ�� Ǵ̳̄ɀɣƁ	� ɩ̻��ɳĚɨ� ̮ĖƧȹ� §Ơ̳Ȼ� ɫ�Ɂ̟̿hɨ� ɩ̾�

Ǜ͖ȹ� ü̻� ʂ{̳ê� ʁʭŤ� Ʒ�ɿɣŐ� ʠ̳̾ɀó�� ɩ� �ʄȹǢ� §ȴɩ� ƆĘ� ƎʅŤ�

̻�̽ó��Ƶ§ê�Ȯŋʞů�óȭ̵�ɩ̻��ɳĚ�ɨ�Ǵ̄ɥ�ɿ¡ɿɣŐ�ʠ̳̾��ƠɁ̳ê�

�ʄɥ�̻̄�§ȴȹ�ü̵�ȏŗŤ�͗ƶ̳ê��ʄɩ�čȷɥ�|ɩĮê�ʂȹǢ�ȍǔ̳ê�Ɲh�˪�

ǔŏĮ�̶�Ǽ�ɰó��

 
����ĥŋ�œ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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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5*%. °��0'#���<z�àf¼Ö�

�

• §ȴƄ�� FA�(=PA;G��ɩ˴ŦȞ�ȹÐʞ�͗ǔɫ� FA ǔɨ�ɳ͗ǔ��

• ǔȴʞ��žȍˤ�̻Ƞʞȼ��

• ɫ�Ɂ̟̿h�Ǽ̾ȍ§����� Ù� � ə� �ǔȴ�Ǽ̾�͚��

• ɫ�Ɂ̟̿h� ȍ̾Ʀ��� ɩ˴ŦȞȹ� ƷǔŤ� ē� ó�ɿ� ǣɞ	� hȇ	� ȹÐʞ�

͗ǔɫ�  FA ǔê� ��� Ù� ɞʀ˵ǔ�� ͘ė� ͚� ɞʀɥ� Ƣ�̻� uƢɥ� ȍɴ̷��

̻ú� ̬Őʆ̈ê� žȍˤɨ� �EG;9	� (ALRGF	� /=;G9DDA� ǫ� ʞȼȹǢ� ʠ̾Ď�

ǔȴɣŐ	� ͗ǔê� żɾ� Ąŭ˩� �hɫ�§�ȹ� ɫ�� �ň� ɝ͂� ʊǔŤ� ɨŗ̻�

ʠ̾̽�	�ɩ͚�͓ɫĎ�ɝ͂�ɎǴŤ�Ɲ˸ɣŐ�ɫ�Ɂ̟̿hŤ�Ȑȍ̷��

• ɫ�Ɂ̟̿h� ȍ̾Êɐ�� ɫ�Ɂ̟̿h� Ǽ̾� ȍ� ̬Őʆ̈ê� ˄ʏ� ô�� ʠ̾�

ʖɩȷɦ�� ǔʀ�ăȇ˩˶�ŦǢˑŤ�̻̄�ˀ§�ɫ��ɝ͂��Ɂ̿	� ɩ̻��ɳŤ�

ʊǔ̷�� ɩ͚�Êɍƽ�ɩ̻��ɳɉ��ŦƵɞɳ�JA?@L
@GD<=JK�Őƽ˼�§ˀ�ɳŘ�

Ǽʣɥ� ɝ̵� ͆ʞ� ʊǔ� ʠ̾�� ɫ�Ɂ̟̿hê� � hʞ� ʓɎ� ɩȆ� 
� ɬƠ� ɫ��

ɩȆ	� Ȯȴ� ʏǔ� ˜ƕî̌ɨ� ɫ�	� ʞȼ� ǔ͗ɨ� ɫ�	� Üċɫ�	� ȻǪȹ� ü̵�

Ɂ̿	�Ƞʀ��ɫ�ȹ�ü̻�ʠ̾Đ�� �

�

���� č�� ÓĦ� �

�

ɩ˴ŦȞ�͗ǔɫ� FA ɨ�žȍˤ�ɳ͗ǔɫ� FA�(=PA;G ê� ��� Ù� � ə	�žȍˤɨ�̻Ƞ�ʞȼ�

ǫ� �ȹǢ�ʠ̾� ɂʄɫ� �J=9� �� uƢ� ̬Őʆ̈ɨ�ɫ�Ɂ̟̿hŤ�Ȑȍ̽ó�� ̟hh� ʠ̾č§�

ȫ� � uə� ʀɫ� ��� Ù� � ə	�  FA� (=PA;G ê� ɫ�� �ň� ɝ͂� ɎǴ� ȎƳ� Ɯ� ɩ̻��ɳ�

͓ɫɥ� ɝ̻� Ąŭ˩� �hɫ�§�ȹ� ʊǔŤ� ɨŗ̽ɣƁ	� ɩ� ɴȴɥ� ̻̄� Êƽ� Ɯ� ɍƽ�

ɩ̻��ɳɉ� Ȑʡɿ� Ɯ� ɷɼɿ� ɝ͂� ɎǴh� ̑ȟčȷó�� ɩ͚	� Ąŭ˩� �hɫ�§�ê�

ʊǔŤ�̻̄�̑ȟ̵�Êɐɥ�̃üŐ�ɫ�Ɂ̟̿hŤ�ʠ̾̽ó��

�

�J=9� �� uƢ� ̬Őʆ̈ɨ� ɫ�Ɂ̟̿h� ʖ� ɳŘ� Ǽʣɤ� Ǝ́� ʊǔɉ� ͆ɺ� ʊǔ� Ē� ô�Ő�

Àå� Ǽ� ɰó�� Ǝ́� ʊǔȹǢê� žȍˤɨ� �ÊƬ	� ̉ͦ� ɫ�� �ň� Ƭ�� ǔƬ� ʁʭȹ� ü̵�

ʊǔŤ�̷̡̳Ȼ�žȍˤ�Ê�ȹÐʞ�ǔȴ���ň̳Ȼ��uĎ�ɳŘŤ�{̳̃ɀ�	�ɩ�ô�ȹǢ�

ǔȴ���ňĎ�͕ċɥ�Ƀĵ�ʠ̻̾�Ʌ�ȍƘǔ͗ôʽŤ�ůÀ�ɳƎɥ��̳ɀó��ôǾͦ�ǔȴȹ�

ü̵� ʊǔůɥ� ʠ̵̾� |ɩ� Ȟð	� žȍˤh� Ǉʔ̵� ʓɎ� �ʅɫ�͈ȫɥ� ̷̵̡� �ÊƬ��

ǔƬ� ȍȇ̂	�  Ŧ�� ȍƘǔ͗ôʽɉɨ� Ǵ̄ɥ� ̻̄� ɩļ̵� Ƭɩ� ȐʅŐ� Ȯĥ}�

ɩ̾čêʞȹ� ü̵� ʊǔh� ʠ̾Ď� |ɩó�� ͆ɺ� ʊǔȹǢê� ɩ̻��ɳ	� ̉ͦ� �Ŧ� ʓʽɫ�

̻ú� ʞȼɨ� Ȯȴ� ʏǔɳ	� ̃ʞǴɞɳ	�  Ŧ�� Üċɳɉɨ� ɫ˼ǃh� ̷̡čȷó�� Üċ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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ʖȹê�ȻǪ�Üċɳɉ�ɍ�ɫ�Üċɳ	�̻ú�ʞȼ�ˈȏɨ�Üċɳɉ�žȍˤ�Ê�˱�ʞȼ�ˈȏɨ�

Üċɳh�ƆĒ�̷̡čȷó��

�

ɳŘ�Ǽʣɤ��ʽɿɣŐ�óɦ��sɤ�ƥƬɥ�̻̄�ɩřȮʉó�� �

�

� ˀ§� ɫ�� ɝ͂�� Ɂ̿� ŵ̲�� ɩ̻��ɳ� ŵ̲� ɴȴɥ� ̻̄� ͆ɺȹǢ� þ� ˕̻� hìǪɩ�

àɤ� ɫ�ɥ� ǥʄ̳ɀɣƁ	� ɩ͚� ɫ�Ɂ̟̿hɨ� ˀ§� ô�ɫ� Ǝ́� ʊǔ	�

ȍƘǔ͗ôʽɉɨ�Ǵ̄	�ɍƽ�ɩ̻��ɳɉɨ�ůÅ�Ĝɥ�̻̄�ɩŤ�͓ʄ̳ɀó�� �

� ɫ�Ɂ̟̿h� ɩʀȹ� ɩƗ� ̑ȟĎ� Ɲ� ɰê� žȍˤ� Ê� Ƚ�� ��ɉ� ɝ͂� ƿǣ� ɳŘ	�

žȍˤ� ʀƠȹ� ü̻� �uĎ� ɳŘɉ� ̟h� ɳŘȹ� ü̻� Ǝ́� ʊǔŤ� ̳ɀ�	� Ʒǔ� ʟɘ��

ɫ˼ǃŤ� ̳�� ʠ̳̾ņê� ǔȴ�� ��Ď� ͕ċɥ� ̻� Ʌ� ͆ʞ� ȍƘǔ͗ôʽ� � ��

�+*� -ɉ��=FLJG�+-*�#�ɣŐƽ˼�ɳƎɥ�ơȥó��

� žȍˤ� ʀȼȹ� ƽ̕� ʞǼh� à�� ǔƬ� ȍȇ̂ɩ� Ʌʀͦ� ɴċ̳ʞ� Ɖ̷ɥ� �ņ̳Ȼ�

žȍˤɨ�ɫ���ň�Ƭ��ʁʭȹ�ü̵�ǔʀ�ʊǔŤ�ʠ̳̾ɀó�� �

� ͆ɺ�ʊǔê� ��� Ù� � ə� �� ɬS� ə� �� ɬ�ʠ̾čȷɣƁ	� ɩ��ʄȹǢ�ɩ̻��ɳɉ�

ˀʂ� ŝ�ɫ˼ǃ�Ħê�uƳ�ɫ˼ǃŤ�ʠ̳̾ɀó��Ħ̵��Ŧ�ʓʽ�ʞȼ�ǔ͗�ʓƘ	�Ȯȴ�

ʏǔɳɉ� ̃ʞ� Ǵɞɳ	� ȻǪ�ÅǪ� Üċɳ� Ĝ�ɉɨ� ȒĆ� «ɤ� ɫ˼ǃŤ� ʠ̳̾ɀó��

Üċɳ�  ŝɤ� óȭ̵� ʟʏɨ� ʏǔɳŐ� �ǪčȷɣƁ	� ɩʓÜċɳɉ� žȍˤ� �ɿ� Ƶɞ�

Üċɳ	�̻ú�ʞȼ�ˈȏɨ�Üċɳɉ�˱�ʞȼȹǢ�Ʌ�Üċɳ�ĜɣŐ�ÀãȮ��Ǫ̳ɀó��

�

��� č�� ÂË� �

�

ɩ͚�ɳŘ�ƿǣ�ô�ȹǢ� FA�(=PA;G ê� ��� Ù� � ə�ʠ̾čȷĀ�ˀ§�ɫ��ɝ͂��Ɂ̿�

ŵ̲	� ɩ̻��ɳ� ŵ̲� ɴȴ� ��� ƿǣɥ� ̻̄� ̻ú� ̬Őʆ̈h� hʈɆ� Ǽ� ɰê� ɷɼɿ�

ɝ͂ɥ� ʄŦ̳Ȼ� ƠɁ̳ɀó�� ɫ�Ɂ̟̿h� Ǽ̾̏ɫ� Ąŭ˩� �hɫ�§�ȹǢê�  FA�

(=PA;G ȹ� ȐʡɿɣŐ� Ǽ̶̾� Ǽ� ɰê� ��Ť� ʅȍ̳�	� ô§�ʖ§�ɺ§� ƽʄɿ� Ɂ̿� Ɋ͒�

ƥȠɥ� ʅȍ̳ɀó�� Ħ̵� Ʒǔɫ�  FA� $EHJ=KKG ȹĆ� ƳĆɨ� ��h� ʅȍčȷɣƁ	� ɩļ̵�

��Ěɩ�ȐʡɿɣŐ�Ǽ̾ď�Ǽ�ɰê�ƥƬŒɩ�̷°�ʅȍčȷó�� �

�

���� č�� ÂË��Ć� TŻ�W� RW� ¾U�RW� ¾UÊ� VJ�� �

�

ɩ� ǔȴȹ� ü̵� ɫ�Ɂ̟̿hê� �͘� ǼŪ	� ɳŘ� Ǽʣ� Ɯ� ƿǣ� ô�Ť� w˓� ͚�  FA�

(=PA;G ȹ� �ʽɿɫ� ���üɧ� �͘�Ť� ʅȍ̳ƂǢ� ɊŘčȷó�� ɩ� �ʄ� ʖ� ̉ͦ�

ɫ�Ɂ̟̿h� ɩ͚�  FA h� ��� Ƶ�� ô�Ť� ɩ̵̾� ƥȎɥ� ʓƇ̶� ̱Ɏh� ɰó�� ͗ǔê�

ɫ�Ɂ̟̿hh� ɊŘĎ� ͚� ��� Ƶ�ǢŤ� ͐̚ɩʞȹ� ɁƎ̒� ɍ� ȇ̚ɫȮ� Ʃȼ̒Ć� ̷°�

�u̻� žȍˤ� Ê� ɩ̻��ɳĚɩ� ̻ú� Êɐɥ� ɩ̶̻� Ǽ� ɰ}� ̳ɀó�� Ħ̵� Ƶ�Ǣȹê�

 FA ȹ� ʅȍ̳ê� �ʽɿɫ� ��ɉ� Ʒǔɨ� ʞǵhì� ǔȴ� ÷ú� ƽǢȹ� 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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ʅȍčȷêă	�͗ǔê�Ƶ�Ǣ�ɊŘ�ɩ͚�ʞǵhì�ǔȴ�÷ú�ƽǢɨ�ʓĆŐ���Ť�ʖȒɣŐ�

̵� ɫ�ǔȴ�͘�@ME9F� JA?@LK� 9;LAGF� HD9F�ɥ� uƢ̻� ȼȍ� ɁȮɉ� ȇ̚ɫȮŐ� ʄŦ̳Ȼ�

�u̳ɀó�����

�

ɫ�Ɂ̟̿h�ɩ͚�ɩřȮʠ����Ƶ�ê�óɦ��só��

�

�  FA ê�  FA�$EHJ=KKG ɨ�Ćɕɥ�ơȞ	�ɫ�Ɂ̟̿hŤ�̻̄�ʅȍĎ���Ť�ʖȒɣŐ�̵�

Vɫ��ǔȴ��͘�@ME9F�JA?@LK�9;LAGF�HD9F�Wɥ�uƢ̳ɀó�� �

� ɳ͗ǔɫ� FA�(=PA;G�Êɨ�ʞǵhì�ǔȴ�÷ú�ƽǢȹǢĆ��ň�ɩȆŤ��ǵ�

˅ɿ̳ɀó�� � �

� ɫ�Ɂ̟̿h���ɉ�ɫ�ǔȴ�͘ɥ�ɁȮɉ�ȇ̚ɫȮŐ�ɜǔɩ̈ȹ��u̳ɀó��

�AMMIL���PPP�>GB�<HF�>G
%0�CNLM
MK:GLBMBHG�K>LI><M
?HK
ANF:G
KB@AML�AMFE��

�

�J=9� �� uƢ� ̬Őʆ̈ɨ� ɫ�Ɂ̟̿hê� ɩƗ� ü�ƆŐ� ʠ̾Ď� ɫ�� ɝ͂�� Ɂ̿ȹ� ü̵�

ʊǔ	� ɩ̻��ɳȹ� ü̵� ʊǔŤ� Ɲ˸ɣŐ� ȐȍĐȹ� ğĮ� Êɐɩ� ̪ƽ̳ɀ�	� ɫ�Ɂ̟̿h�

ȍ� ʠ̾čȮȪ� ̶� ƆĘ� ô���͘� ǼŪ	� ɳŘ� Ǽʣ� Ɯ� ƿǣ	� ��� Ƶ��h� ˉȐͦ�

ɩ̾čȷɣƁ	� ôǾ̵� Ɏȫɩ� Ȟð� ɫ�Ɂ̟̿h� ��� Ƶ�Ǣ� ʀʽh� �učȷóê� ʂȹǢ�

ɫ�Ɂ̟̿hŤ�ƆƫɿɣŐ�ʠ̵̾�ǔŏŐ�ʱ�̶�ů̳ó��

�

X��".2#,���� °�ÙÞ�UNW����àf¼Ö�

• §ȴƄ��/GL9D� �+��̬Ĵȇ�ʸȽhȇ�Ɯ�ǣɞ�§ȴ��

• ǔȴʞ��̧̑Ȟç§î��

• ɫ�Ɂ̟̿h�Ǽ̾ȍ§����� Ù� � ə� �ǔȴ�Ǽ̾�͚��

• ɫ�Ɂ̟̿h�ȍ̾Ʀ���̧̑Ȟ�')"��ʸȽȩ͒hȇ��̬Őʆ̈ê�̧̑Ȟç§î�

ʞȼȹǢ�/GL9D� �+ ɉ�  PPGF(G:AD	�*AD�.=9J;@�'AEAL=< ɉ�/ +�+)"h�

�ċɣŐ�ˈɳ̳Ȼ�Ǽ̳̾ê�ǔȴɣŐ	�/GL9D� �+ ɨ�ɨŗŐ�Ąŭ˩�

ɫ�ɝɘ͗h�ɫ�Ɂ̟̿hŤ�ʠ̷̾��

• ɫ�Ɂ̟̿h�ȍ̾Êɐ��̟h�Ǽ̾�ȍɴ̶�ġȹê�ʔǇ�Ɯ�ĝɳɫ�

�HJ=H9J9LGJQ�HJ=
>JGFL�=F<�=F?AF==JAF?�9F<�<=KA?F�KL9?=�ɩ�ʠ̾�ʖɩȷɣƁ	�

͔�	�ǔ͗	�yq�Ɂ̟̿h� .#$��h�Ǽ̾č��ɰȷɦ��üƽƿɨ�§ˀ�Ƚ�ê�

¼Ã�Ǜ͖��ʓʅƳ	�ʞȼƳŐ�ƫɝŤ��ƿ̳Ȼ�Ȼļ�ɩȆ�ʖ�Ǫ�?=F<=J�	�

Ƞʀ�K=;MJALQ�	�ƿɽ�;GF>DA;L��ǫ�ʓʅȹ�ü̻�̟hŤ�ʠ̷̾�� �

�

���� TŻ� Ó¤�

 
��� � !GB�<HF	� Y!GBXL� <HFFBMF>GM� MH� K>LI><M� ANF:G� KB@AMLZ� AMMIL���PPP�>GB�<HF�>G
%0�CNLM


MK:GLBMBHG�K>LI><M
?HK
ANF:G
KB@AML�AM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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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Ǽ̾�ʓʽ��Ǫ�

�

̬Ĵȇȹ� ƷǔŤ� ē� ó�ɿ� ǣɞ� Ɯ� ʸȽhȇ� ͗ǔɫ� /GL9D�  �+ ê�  PPGF(G:AD	� *AD�

.=9J;@� Ĝ� ȹÐʞ� §ȴĚ�� ̷°� ̧̑Ȟç§î� ʄƽɉ� +9HM9� ')"� ̬Őʆ̈� �ň� ͈ʄɥ�

Ź�� ǔȴɥ� ʠ̳̾ɀó�� ǔȴ� ȍɴ� ô�ȹǢ� /GL9D�  �+ ê� ͔�	� ǔ͗	� yq� Ɂ̟̿hŤ�

Ȑȍ̽ɣƁ	� ɩļ̵� Ɂ̟̿hh� ŭƋŦčê� ȍʂȹ� ͗ǔê� Ąŭ˩� �hɫ�§�ȹ�

ɫ�Ɂ̟̿hŤ� ɨŗ̽ó�� ̻ú� ̬Őʆ̈ɨ� ɫ�Ɂ̟̿hê� Ąŭ˩� �hɫ�§�ɨ� ʓĆ�

̳ȹ� ͌ʓ� ˨ʙķĖ� ü̴�ɨ� �ȴ�� ǔ͗ɿʵɮ� ǭ˼��.-(	� �=FLJ=� >GJ� .G;A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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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ɩł}� ɫ�Ɂ̿ɥ� ƿǣ̵� |ȹ� þ̻� .*&� �GJHGJ9LAGF ɤ� ¢Ʒ� ɘɫ� ƿǣɥ� ˅hɿɣŐ�

ȍ̳̾ɀó�� ɩê� uƳ� §ȴɨ� ̾ɝƵó� V}ɮɨ� �˒Wɥ� ̑ȟ̻Ǣ� Ǝʅɨ� ¢Ʒɩ� čê� ǔ͗�

ʄˑɿ� �ʊȹ� ü̻� ̑ȟɥ� ̶� ̱Ɏh� ɰó�� ̒ô̽§� ġƎɩó�� ¢Ʒ� ɘɫ� ƿǣɥ� ̳̄Ȼ�

.*&� �GJHGJ9LAGF ɤ� Ȏ̩ɨ� £Őƪ� hˑ� ǔȉȹǢ� Ƣǟ̳ê� Üċ� ʮˍɨ� ¢Ʒ� ɘɫɥ�

ƿǣ̳ɀó�� ƿǣȹ�ğŢƂ�ɩ˴ŦȞɨ�̃ŭ̃�h�ȴ�ȹǢ�ƽʄɿɫ�ɫ��Ɂ̿ɩ�Ƣǟ̳ê�

¢Ʒ� ɘɫɤ� oȖ� ÜċŇȹ� ü̵� ǼɎh� ʌɼ̳ê� Ǜ͖ȹǢ� ʮˍȹ� ˍȫ̵� ÜċŇɩ�

�¥č��ġƎɩĮ��̵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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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eÀ� üĉ� ÂË����

�
�

���� RW� ¾U�

� �

.*&��GJHGJ9LAGF ɤ� ��� Ù� � ə	�ɫ�Ɂ̟̿hŤ�Ǽ̵̾�*P>9Eɥ�̻̄�ɫ�Ɂ̟̿hɨ�

ʓɎ� Êɐɩ� ÷¨� ɎȫƵ�ǢŤ� Ƣ̦̳ɀ�	� ƵĆɳŘŤ� ̻̄� ̟h̵� Êɐ�� üɧ� �͘ȹ�

ü̻� ʓɎ� ɩ̻��ɳĚɫ� ʊ̸ɘĚ�� �ɞ̳ɀó�� .*&� �GJHGJ9LAGF ɤ� ɩ͚� �� Ù�

� əȹĆ�ɫ�Ɂ̟̿h�ɩ͚ȹ�ˍ̵�üɧʵĚɥ�óɦ��sɩ�͐̚ɩʞŤ�̻̄��ɞ̳ɀó�� �

�

� ̃ŭ̃� �¥ɳh� Ƭɥ� ɝƠ̳wÀ� Ⱦȟ̵� Üċʊyɥ� ʅ�̵� �ɑ� Üċɳh� ɪƄɣŐ�

ȏ�̶� Ǽ� ɰê� ʁʭŤ� ŭň̳�	� ͆ɺ� ÜċɳĚȹ}� ɪƄ� ȏ�ʅĆŤ� ͕ɐ̳Ƃ�

ǀɩɪɥ�ú̳ʞ�ȡ��ȏ�̶�Ǽ�ɰóê�|ɥ�ɬɬɩ�ȠÊ̳ɀó�� �

 
��	�ĥŋ�œÅ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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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ʌȹ��ɝ͂��hȹǢů�ȍ̳̾Ā�Ǽʔɨ�Ɔî˼Ŭɥ�ɩ˴ŦȞȹǢĆ�ʠ̳̾ɀó�� �

� ɩ˴ŦȞ� ßȴȹ� ʏǔ̳ê� ɩʓÜċɳĚɨ� ƎʅŤ� ̻�̳§� ɝ̵� ɠŦɿ� Ƌȼ͕ċ�

ʞ˕� L@A;9D�/J9<AF?�$FALA9LAN=��ȐƋ� ŝȹ�hɯ̳ɀó�� �

� uƳ� §ȴɨ� ɓɁ� ƥȎ� ɍȹĆ� �ň� Ƭ�� ʅĆ� uǥɨ� ̱ɎǪȹ� ü̻� ʁm̳ƂǢ�

ɫ�Ɂ̿ɥ� ƗŦ� ̑ȟ̳�� ɂƥ̳Ćő� ̳ê� ɫ�ȹ� �̵� ǛúʓɨɨƋ� Ƭʅ͒ȹ�

ʯǪ̳ê�ɯɺɥ�ƣ͉ó�� �

�

.*&� �GJHGJ9LAGF ɤ� �¥ŲȹǢ� ɬȮÀê� ɫ�Ɂ̿ȹ� ü̻� üɧ̳§� ɝ̳Ȼ�

ɫ�Ɂ̟̿hŤ� Ǽ̳̾ɀó�� §ȴĚɤ� ʀ͊ɿɣŐ� �¥ŲȹǢ� ƪȮʞê� ɬɩ§� ġƎȹ�

Ɂ̿Ňɩ� ȵwÀ� ɿóê� ɩɞŐ� Ǵ¡ɿɣŐ� üɧ̳ê� ͠ťɥ� wȉļ	� ɫ�Ɂ̿ɨ� ɞ͊�

ɍȹĆ� Ɂ̿Ňɥ� ƿǣ̳Ȼ� ɿ¡ɿɣŐ� ˍ̶� Ǽ� ɰê� üɧʵɥ� ŭň̳ɀóê� ʂȹ� ʓƇ̶�

̱Ɏh� ɰó�� Ħ̵� ɫ�Ɂ̿ɥ� ƿǣ̳ê� ă� ɰȮ� ¢Ʒ� ɘɫȹ� ü̵� ƿǣɥ� ʠ̳̾�� ɩļ̵�

ɘɫȹ�üɧ̳ņ��̵�|Ć�ɫǛɿɩó��

�

m���0,# °�O±Ák���µ�ÂÊ����

�

• §ȴƄ���JD9��Ąŭ˩�Ȏ̩�§ȴ��

• ǔȴʞ��ÀɩʞŦȞ� ��

• ɫ�Ɂ̟̿h�Ǽ̾ȍ§����� Ù� � ə� �ǔȴ�Ǽ̾�ʀ��

• ɫ�Ɂ̟̿h� ȍ̾Ʀ��� ɞŀɨ� Áß§ȴĚɩ� oȖ� ƿɞŤ� uƢĆǛ�ȹ�

Ǽˈ̳Ȼ� uƢĆǛ�� ǴßĚɩ� ̮̻Ť� ɯ�� ɰóê� Ǝʅʅ§h� ɰȷɦ�� ɩȹ�

�JD9 h�ÀɩʞŦȞȹ�ȍɺɥ�͓ɺ̳§�ʀȹ�ÀɩʞŦȞ�Áßȴ�Ȑ˹Ť�ʊǔ̳��

�JD9 h�ʠˈ̶��ɑȹ�Ƣǟ̶�Ǽ�ɰê�ÀɩʞŦȞɉ�ÀɩʞŦȞɨ�ÁßȴȹǢɨ�

ɫ�ȹ�ü̵�ƽʄɿɫ�Ɂ̿��Ȯģ�Ƚ�ɩ�ɰêʞȹ�ü̻�Ǘ̜Ƶ§�ɝ̻�§͘�� �

• ɫ�Ɂ̟̿h� ȍ̾Êɐ�� ɫ�Ɂ̟̿hê� ÀɩʞŦȞ� ǟɑɞ� ǟǖ�� h�ȹ�

ü̻Ǣ	�  Ŧ�� ɑɞɨ� ɞ̄�� ̒ŵȹ� ɰȮǢ� ii� �JD9 ɨ� ÀɩʞŦȞ� ʠˈɩ�

½˔�ɷɼɿ�ɫ�Ɂ̿ɥ�͓ɫ̳ê�|ȹ�ˀʂɥ�ų˅Ȯ�ʠ̾čȷɦ��ǔʀ�ăȇ˩˶�

ŦǢˑɉ� ̄�ɳŘ� Ǽʣ� ͚� ɩ̻��ɳ� ŵ̲�� óȭ̵� ɩ̻��ɳɉ� Ơ�ʊ͒Ď�

ɫ˼ǃɉ� ͆ɺƥƎɥ� ̳Ȼ� ɩ̻��ɳ�  ŝɥ� ü̦̳ê� ˃� � Ƅȹ� ü̻�

ɫ˼ǃɉ�͗ɨ�ʠ̾��

 
���� TŻ� Ó¤�� Ğö� ĉ`� ĈÖ� őÞ�

�

�JD9 ɨ� §ȴʵɮ̏�� �ʅǴǇɳȽŸɩ� Ąŭ˩� �hɫ�§�ɨ� ʞĆŤ� ơȞ� Ȑȍ̵� ɩ�

ɫ�Ɂ̟̿hê�iʏ )"* ɉ�Ƚ�§�	�0) §�	�Ƌȼ˝Ǧ˽̈ɉ�ǔȴ̑̈ÐĚ�ɨ�͈ɨ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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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ɳŘŤ� Ǽʣ̳ɀɣƁ	� ͆ɺ� ʊǔŤ� ʠ̳̾ɀó�� �JD9 h� ɫ�Ɂ̟̿hŤ�̻̄� ͓ɫ̳��

ȕȷĀ�|ɤ�óɦɨ�ʡƎĚɩȷó��

�

� �JD9 ɨ�ƿɞ�̒ŵɉ�ɞ̄ɤ�ÀɩʞŦȞ�͆ʞɨ�Ǵ�Ɔ�Áßhɨ�Ǵė��ßƽɉ� �

ƽȭhʋɨ�ǟ�ȹ�ƽʄɿɫ�Ɂ̿ɥ�Ɨˑêh��

� �JD9 ɨ�ƿɞ�̒ŵh�ÀɩʞŦȞ�͆ʞɨ�ɷɼɿɫ�ɞʅ̩�ǟǖŇɥ�ɾ̻̳êh��

� �JD9 ɨ�ƿɞ�̒ŵɉ�ɞ̄ɩ��Ê�Áß�ǔȴɥ�uƢ̳ņê�ʄƽɨ�̆ɳ�ɨʞŤ�

mǴȍ˭êh�� �

� �JD9 ɨ�ƿɞ�̒ŵɉ�ɞ̄ɩ�ÀɩʞŦȞɨ�Áß�ƿȪɨ�ʞǵ�hì̵�Ƣʀȹ�§Ȼ̳êh�

ȞîƂ�ƥ̻̳êh��

� ͆ɺ�ʊǔȹǢ�Ǜ÷̵�ɩ̻��ɳɨ�ɑņɉ�̡ƽê�ƋȶɩƁ	�Ǝ́�ʊǔɉ�̷°�͆ɺ�

ƥƎ��ʰȹ�¢w̵��JD9 ɨ�Ƚ���ê�Ƌȶɫh��

�

ɝɉ� sɩ� ɫ�Ɂ̟̿hŤ� ̻̄� ͓ɫ̳�� ȕɤ� ʓɎ� ɫ�� ɩȆ� ͍ɤ� ʓɎ� ɽʂ� ǔ̺ɥ�

ʡƎĚŐ� ʄŦ̵� |ɤ� ɫ�Ɂ̟̿hɨ� �͘� ǼŪ� ô�ȹǢ� ʱ�̶� Ǽ� ɰê� ʐɤ� ȍĆɩó��

ɫ�Ɂ̟̿hɨ� ƥƬŒ� Ǧ�ɉ� �ʽɿɫ� Ǽ̾� Ɯ� ��� Ćˈȹ� ɰȮǢ� ɳɘɥ� ͙ɡɿɣŐ�

̆Ȼ̳��ɃşŤ�ʕɩĆő�Ćɉʓ§�ġƎɩó�� �

�

��� č�� ÓĦ� �

�

�JD9 ê� )"* Ěɩ� ɑņ̳ê� üŐ� �JD9 ɨ� ƿɞ� ǔȴ� ʠˈɩ� ÀɩʞŦȞ� ʞȼ� Áßhɨ�

ɫ�ȹ� ƽʄɿɫ� Ɂ̿ɥ� ½ˑêʞ� ȎƳ̳§� ɝ̻Ǣ� Ąŭ˩� Ǜ�͗ɨǴɉ� ͆ʞ� ʞȼôʽĚɨ�

Ćɕɥ� ơȞ� ÀɩʞŦȞ� Áßȴ�� �ňĎ� ɩ̻��ɳĚ�� �ƫɝ̵� ɫ˼ǃŤ� ʠ̳̾ɀó��

̉ͦ� ɑɞŤ�ǟǖ̳ê�͆ʞ� Ǵ�Ɔ�ÁßhĚɨ�ǟǖ��ɞ̄�ʄ�ʀƠɥ�̑ȟ̳ê�|ɩ� hɺ�

ʖɎ̳ó�� Ƶ�� ̵� öj� ͆ɺ� ƥƎ� �ʰɥ� ̳ɀó�� ̤Įî�!MD9FA�ʋ� ßƽĚɩ� ɑɞŤ�

ǟǖ̳ê� Åƽʞȼɥ� ƥƎ̳Ȼ� Ǘ̜Ʒ� ��� ɑɞŤ� ǟǖ̳ê� ǔıĚɩ� üƽƿ� ȻǪɩĮê�

|ɥ� Ȣ}� čȷ�	� ɫ�Ɂ̟̿h� �ʄȹǢ� ȻǪĚɨ� ɫ�ȹ� ü̻� ʓƇ̶� ̱Ɏh� ɰɦɥ�

ɫʞ̳}�čȷó�� �

�

���� č�� ÂË�� ĉ`ñŪć� ëÁ�� �Æ�� þű� ÂË�

�

�JD9 ê� ɫ�Ɂ̟̿hŤ� ̻̄� ÀɩʞŦȞ� ȍɺ� ʠˈɩ� ÀɩʞŦȞɨ� Áßȴ�� ʀ̄ɿɫ�

ɑɞ� ǟǖ� Ɯ� ɞ̄	� ̒ŵ� �ʄ�� �ň̵� ɩ̻��ɳĚȹ}� ȮĢ̵� ɷɼɿ� ɫ�Ɂ̿ɥ� Ɨ˔�

|ɫʞ�ƿǣ̳ɀó�� ̉ͦ� �JD9� ɷɼɿɫ�Ɂ̿ɥ�̟h̳ƂǢ�ƽʄɿɫ�Ɂ̿ɨ�ɞ͊�§Ȼ�Ħê�

ʟʃ� Ƚ��ɥ� ƿǣ̳ɀ�� óȭ̵� iĆȹǢ� �Ŧ� ʓʽɨ� ɫ�ɩ� ˕̻ď� hìǪȹ� ü̻�

ƿǣ̳ɀ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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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ƿǣ� ��	� ÀɩʞŦȞ� ƾƽɨ� Ǵ�Ɔ� Áßȴȹ� ǟ�Ť� ɨʌ̳ê� ̤Įîʋ� ʖȹǢ� ʓŐ�

ɑɞŤ� ǟǖ̳ê� ȼ̶ɥ� ̳ê� ȻǪĚɩ� hɺ� ɫ�Ɂ̿ȹ� ˍȫ̵� ʣôɩĮê� |ɩ� ƣ̈́ʉó��

ɩĚɤ� ɞƇ� ǟ͕ɥ� ̻̄� ǴŤ� §Ţ§� ġƎȹ� ̃ʞǴɞ�ȹ� ü̵� ˕̻ȹĆ� ˍȫ̳Ɓ	�

ɞʅ̩ɥ�ɞ̶̄�Ǽ�ɰê�ɫ̬ĮŤ�r˅��ɰʞ�ȡ§�ġƎȹ�ȍɺ�ɽŇĆ�Éȥó�� �

�

̵̝	� ÀɩʞŦȞɨ� àɤ� ɁȭȐʊ� Ǜ͖�� ʝh̳ê� ɫ�Ő� ɫ̳Ȼ� ɞʅ̩ȹ� ü̵� ǼɎh�

ʝh̳�� ɰɣÀ� ÀɩʞŦȞ� �ÊȹǢ� ɩŤ� mú̳§Ⱥ� Ȯņɓ� Ǜ͖ɩĮê� |ɩ� ƣ̈́ʉó��

�JD9 ɨ� ƿǣȹ� ğŢƂ� ɩĚɩ� ƿɞŤ� h�̵� ɞʅ̩ɥ� ȍɺȹ� ̒ŵ̳ê� |ɩ� ÀɩʞŦȞ�

Ǵ�Ɔ� Áßhȹ� ʟʃɿɫ� ɫ�Ɂ̿ɥ� Ɨˑʞê� ȡʞů	� oȖ� ƿɞɨ� Ǽɯɩ� ͓üĐȹ� ğĮ�

ǟɑɞŤ� ǟǖ̳ê� ÁßhĚɨ� ǼɯmǴɉ� ʄƽɨ� ʞɘ� mǴ� Ĝɨ� ɷɼɿɫ� ɫ�ȹ� ü̵�

ƽʄɿɫ� Ɂ̿ɩ� À˱Ä� Ǽ� ɰó�� ̒ô̵� |ɩó�� þ� ÀȞh� ǟɑɞ� ǟǖɩ� ʞǵɿɣŐ�

mǴ̳Ƃ� Áßȴȹ� �ňĎ� ʏǔɳĚɨ� ǟ�Ǒů� ȞîĮ� ȏǥ̵� ɑɞŤ� ̱ɎŐ� ̳ê�

ÀɩʞŦȞ�ǔıĚɨ�yqȹĆ�ȟɁ̿ɥ�Ɨ˔�Ǽ�ɰóê�|ɥ�ƿǣ̳ɀó�� �

�

���� č�� ÂË��Ć� TŻ�W� RW� ¾U� �

�

�JD9 ê� ɳŘ� ƿǣɥ� ̃üŐ� ƿɞ� ǔȴɨ� ʠǿɩ� ʟʃɿɣŐ� Ǵ�Ɔ� Áßhȹ� ü̵�

ƽʄɿɫ� Ɂ̿ɥ� Ɨˑʞê� ȡþĮĆ� ÀɩʞŦȞɨ� ɑɞ� ǟǖ�� Ƶ�� Ɯ� ɞ̄�� ̒ŵȹ�

ɩŢê� Áßȴ� �¥� ǔȉŲɩ� hʞ�� ɰê� ƎʅŤ� ɫʞ̳��  ȹ� ü̵� üɧ� �͘ɥ� ǫɑ��

 � Êɐɥ� �u̳ɀó�� Ȟĵê� �u̵� V/@=�(ADCQ� O9Q� LG� �=N=DGHE=FL�Áßȴ� uƢ� �͘�W�

Êɐɨ�ɬƽɩó�� �

�

� V"�$)Wɤ� ɁȭȐʊ� ƎʅŤ� ̻�̳§� ɝ̵� ʞǵhì̳�� ͅȏɿɫ� ƥȠɥ� ʳê� |ɥ�

ƇɿɣŐ�Ǚ��ɰê�§ȴ��̴�	�ʄƽ�Ɯ�ȍƘǔ͗h�ʱȻ̳ê�ǔ͗ɿ��ʅ�̭Ĺ̥ɫă	�

"�$)��̑̈Ðȅɥ�͓ü̶�|ɩó��

� ÀɩʞŦȞ�Áßȴ�Ƣʀɥ�ɝ̵��Êɍɨ�ƶǼɩ̻��ɳɉ�ü͒ȹ�ʱȻ̶�|ɩó�� ̉ͦ�

ÀɩʞŦȞ�ʄƽh�Ǧˑ̵��h�Áßŭˡ̐ʠͣɝɘ͗ɨ�ȴƋŤ�ʞɘ̶�|ɩó�� �

� Áßȴ� hˑǔȉȹ� ǵ̵� úǔɳĚɨ� ȼĻ�ˆɥ� ɝ̳Ȼ� �ɟ̬Ő ĸ� �ˆɥ� Ɔǝ̳��

ɩ��ʄȹǢ�Ąŭ˩�ʄƽ�Ɯ�̴�ɉ�͈Ň̶��͘ɩó��

� Áßȴ	� ̉ͦ�ɞʅ̩�ƿȪȹǢ�ʼÙ�Ɯ�ȻǪɨ�ɬɳŦŤ�͓ü̳��ʴɐɥ�ɺņ̳§�ɝ̵�

̬Ő ĸ�uƢɥ�ɝ̻�Ąŭ˩ɉ�ÀɩʞŦȞ�ʄƽ�Ɯ�ü̴Ě��͈ɨ̶��͘ɩó�� �

� ˤ̛̳~��Ɂü̴ɘ��̷°��JD9 ɨ�ƿɞ�ǔȴ�ʠˈŐ�ɫ̻�ÀɩʞŦȞ�Áßȴɩ�ʟƂ̶�

ɷɼɿɫ� Ɂ̿Ěɥ� ʞǵɿɣŐ� ̑ȟ̳��  � Ɂ̿ɥ� mȍ̶� Ǽ� ɰê� ͕ċɥ� ʞǵ̳ƂǢ�

Áßȴɨ�hˑǔȉȹǢɨ�§ȴ��ʄƽ�Ɯ�)"*ɨ�ɷɼɿɫ�ȼ̶ɥ�̑ȟ̶�|ɩó��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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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9 ɨ� ɫ�Ɂ̟̿hê� ÀɩʞŦȞ� ȍɺ� ʠˈȹ� ȧǢ�  |ɩ� Ɨ˔� ɫ�Ɂ̿ȹ� ü̻�

�ʽɿɫ�Ƈ̦Ť�Ǧʄ̳��͆ɺ�ʊǔɉ��ƫɝ̵�ɩ̻��ɳ�ɫ˼ǃŤ�̻̄Ǣ�ƎʅŤ�̑ȟ̵�

͚ȹ	� ɩȹ� ü̵� �ʽɿɫ� üɧ� �͘ɥ� ǫɑ�� �u̽óê� ʂȹǢ� ɨƗh� ɰó�� Ħ̵�

ɫ�Ɂ̟̿h� ʀƠȹ� ɰȮǢ� �ʅ )"* ɫ� �ʅǴǇɳȽŸ�� �ċɣŐ� ɫ�Ɂ̟̿hŤ�

ʠ̳̾�	�Ąŭ˩�uƢ )"* Ěȹ}�ɫ�Ɂ̟̿h���ȹ�ü̵�ʊȰɥ��̽�	�ɫ�Ɂ̟̿h�

Ȑȍ��ʄȹǢ�Ȟ̬Ŧ˗�ʞȼ)"*ɉ�ɿ¡�͈Ň̽óê�ʂĆ�ʱ�̶�ů̳ó�� �

�

x���3.-*�"0#4',��.,&*-(��2&��°�²\�DF����

�

• §ȴƄ��&MGFA�/J9N=D�#GD<AF?�'L<���ȇɝȇ�Ȼ̾���§ȴ��

• ǔȴʞ��ɫĆ� ��

• ɫ�Ɂ̟̿h�Ǽ̾ȍ§����� Ù� � ə� �ǔȴ�Ǽ̾�͚��

• ɫ�Ɂ̟̿h� ȍ̾Ʀ��� &MGFA� /J9N=D� #GD<AF?� 'L<�� �&MGFA�ê� §ȴɨ� ɫ��

ʌʖ�ʵɮɥ�ɩ̳̾§�ɝ̳Ȼ�ɫ�Ɂ̟̿h�Ć�ɫ�/@=�&MGFA�#-$��LGGDCAL ɥ�

uƢ̳��ǔȴȹ�ü̵�ɫ�Ɂ̟̿hŤ�Ȑȍ�� ��� Ùȹê�ˡÎȹǢ�ɩřȮʞê�

��� ǔȴȹ� ü̵� ɫ�Ɂ̟̿hŤ� Ȑȍ̽�	� ɩȮǢ� ��� Ù� � əȹê� ɫĆ�

���ǔȴȹ�ü̳Ȼ�ɫ�Ɂ̟̿hŤ�Ȑȍ̳ɀɦ�� �

• ɫ�Ɂ̟̿h� ȍ̾Êɐ�� ɫ�Ɂ̟̿hê� Üċ� ɩȆ	� ȻǪɨ� �Ŧ	� ʞȼǔ͗ȹ�

ü̵�Ɂ̿	�Ȟċ�ɫ�ȹ�ü̻�ʠ̾Đ�� �

�

���� TŻ� Ó¤�� ĈŦXTčć� »ý� ÍĘ�

�

żɾ� ɫ�Ɂ̟̿h� Ǽ̾� ʓʽê� óȭ̵� ɩ̻��ɳ�  ŝɥ� ȎƳ̳ɀó�� ɩ̻��ɳê�

§ȴɨ� ʟɘʶĿ� §ȴɨ� ǔȴ� ͕ċɣŐƽ˼� ʟʃɿɣŐ� Ɂ̿ɥ� ơê� §ȴ� Êƽ� ɩ̻��ɳ�

 ŝ	� ͈Ňȴʽ� ʟɘʶĿ� jʃɿɣŐ� Ɂ̿ɥ� ơê� §ȴ� ɍƽ� ɩ̻��ɳ�  ŝ�͈Ňȴʽ	�

ȞɖǴȔ� ȴʽ	� ʞȼǔ͗	� Üċʊ̸� Ĝ�	�  Ŧ�� ɷɼɿɣŐ� Ɂ̿ɥ� ơɥ� Ǽ� ɰê� §˱�

ɩ̻��ɳ� ŝ¬ʞ�̢Ó}�ǥʄ̽ó��  Ŧ��ɩȹ�þ̳Ȼ�Ȑʅɿɩ��ɷɼɿɫ�ɫ�Ɂ̿ȹ�

ü̻� ʀƎɿɫ� ɳƎ�� ̄ʰŇɥ� ʅ�̶� Ǽ� ɰê� )"*� ĜĆ� ɩ̻��ɳŐ� ȎƳ̽ó�� ɩ�

ɫ�Ɂ̟̿hȹǢ�ȎƳ̵�ɩ̻��ɳ� ŝɤ�Ȟĵɉ�s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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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874� ĉ`ñŪŖD� WĘêÊ� Ù½š� ĈŦXTč� c��

�
�

��� č�� ÓĦ�

�

ɫ�Ɂ̟̿h� Ǽ̾� ʓʽê� Ǝ́� ʊǔɉ� ɳƎɥ� ̻̄� ̑ȟĎ� ʓɎ� ɫ�� ɩȆŤ� hʞ��

ɑǥǾɝŤ� ʄ̻Ǣ� i� ɩ̻��ɳ�  ŝ�� ɫ˼ǃ� Ɯ� ɗ˩ǻɥ� ʠ̾̽ó�� Ǽ̾� ʓʽê�

ɩ̻��ɳĚ�� ɫ˼ǃŤ� ̶� ġ�  Ěɩ� ȠȒ̳�� ɫ˼ǃȹ� ʱȻ̻Ǣ� ˉƿͦ� ɩȪ§̶� Ǽ�

ɰĆő� óɦ�� sɤ� ʊˑŤ� ̽ó�� ɩê� óţ� ɫ�Ɂ̟̿hȹǢ� ɩ̻��ɳĚɥ� ɫ˼ǃ̶� ġ�

ʱ�̶�ů̳ó��

�

� ɫ˼ǃȹǢ� Ȱ¥̵� Êɐɤ� §ƚŐ� ʶŦď� |ɩĮê� ʂɥ� qʊ̳�	� ÝɦɩÀ� Ý͒� Ĝɩ�

čʞ�ȡêóê�|ɥ�Ȣōó��

� ƗŦ� ɩŽɬ	� ͆ʞ� ʓǥɳ�)"*� Ĝ�ɥ� ̻̄� ɩ̻��ɳĚȹ}� ɫ�Ɂ̟̿hɨ� Ƈɿ��

Êɐȹ�ü̵�ʄƵŤ�ʅ�̽ó��

� ƆĘ�ɫ˼ǃê�ɫ˼ǃ�ʱȻɳɨ�ċɨŤ�ơȞ�ƎǢ͒̽ó��

� ɫ˼ǃȹ�ʱȻ̵�ǔıĚȹ}�Ƚį̶�Ǽ�ɰê�ʊǔɳɨ�ʄƵŤ�Ȣō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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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ƽƿɨ� ɫ˼ǃê� ɁȮŐ� ʠ̾čȷɣÀ	� ʞȼǔ͗� ü̦� Ɯ� ʓɎ͈Ňǔ� ʟɘ�ɨ�

ɫ˼ǃê�̄ȼɥ�̻̄�Ǵ̳̄ɀêă	� ǪƳȹ�ğţ��Ȓǔh�̄ȼ�ʄȹǢ�ǌʞʞ�ȡĆő�

̳§�ɝ̻�hì̳Ƃ�ȻǪ�̄ȼǔh�ʱȻ̳Ćő�̳ɀó��

� ɫ˼ǃȹ�ʱȻ̵�ɩ̻��ɳȹ}�Ɂ̿ɥ�Ɨ˔�Ǽ�ɰê�Ƙm̵�ʓʅh�ʅ§Ď��ɑ	� Ǽ̾�

ʓʽê����Ƶ�ǢŤ��u̳wÀ��ň̵�͗ɨŤ�̶�ġ�ɫ˼ǃȹ�ʱȻ̵�ɩ̻��ɳȹ}�

ƽʄɿɫ���h�Ƣǟ̳ʞ�ȡĆő�ʓɨ̳ɀó��

�

̟h̏ɤ� óɦ�� sɩ� §ȴɨ� �Ɂʠ	� ʟɘ	� ʓɎ� Ǉʙîȇ� ̑̈Ðɨ� �Ŧɳɉ� ÜċɳĚ	�

Ȟċɫ���ň� )"*	� ȍƘ� ǔ͗� Ĝ� ˃� ��� Ƅɨ� ɩ̻��ɳĚɥ�ůÀ� ʊǔŤ�ʠ̾̽ó�� ɩ�

ʖ� ��Ƅɤ�uƳɿɣŐ�ůÀwÀ�Ǵ�Ɔ� ŝɣŐ�ůÈ�	���Ƅɤ�ɗ˩ǻɨ�͊ȎɣŐ�ůÈó�� �

�

� §ȴɨ��Ɂʠ�Ɯ�ʟɘ�ɨ�ɗ˩ǻ�Ɯ�͗ɨŤ�̳ɀó��

� ͆ɺ�ƥƎ�ʊǔŤ�̻̄�ʓɎ�Ǉʙîȇ�̑̈Ðɨ��Ŧɳɉ�Üċɳɉ�ɫ˼ǃŤ�̽ó��

o ͌́��� u�͌́ȹ�͆ɺ�ʊǔ	��Ŧɳ�Ɯ�ʟɘ��uƳ�ɫ˼ǃ�

o ͈Ňȴʽ��� Ƅɨ��Ɂʠ��ʞȼǔ͗�ü̦ɉ�͆ʞ�ȮƘ�ɨ�ɫ˼ǃ�

o ȞɖǴȔ�͗ǔ��� uɨ�ɓǸ͗ǔ	�� Ƅɨ�ʼǴȴʽ�ȴʽ�ʟɘ	�� Ƅɨ�ƵȠ͗ǔ�

ʟɘɥ�ɫ˼ǃ�

o Ȼ̾hɩĖ��� Ƅɨ�Ȼ̾hɩĖ�ɫ˼ǃ�

o §Ú̩�ǻ��� �ɨ�§Ú̩�ǻ�ƥƎ�ʊǔ��ʰ�

� 0)$� !	�Ȟċ��ň�)"*ɉ� � ͗�ɗ˩ǻ�ʠ̳̾ɀó��

� ȍƘ�ǔ͗	�ʞȼ�ǔ͗�ü̦	�ǖȴ�͈͗	�̴�	�ʄƽ�Ɯ�ɞȺ�ü̦ɉɨ�͗ɨŤ�̳ɀó��

�

���� č�� ÂË�

�

ɝ� ��� ǔȴȹ� ü̵� ɫ�Ɂ̟̿hê� Ǽʣ̵� ɳŘŤ� ƿǣ̳Ȼ� Üċ�	� ȻǪɨ� �Ŧ	� ʞȼ�

ǔ͗�ʓƘ��Ȟċɨ�ɫ�ȹ�ü̵�ƽʄɿ�Ɂ̿ɥ�̑ȟ̳��ɩŤ�Ɋ̳͒��uǥ̳§�ɝ̵�üɧ�

�͘ɥ�ǼŪ̳ê�ă¬ʞ�ÀȞpó�� �

�

Ǽ̾� ʓʽê�üɧ��͘�ǼŪɥ�ɝ̻� ��� §ȴȹ�ɩƗ�ʌɼ̳��ɰê�ʊˑÀ��ʄɩ�ɰêʞ�

͓ɫ̳�	����i�ƿȪȹǢ�ȎƳĎ�ɫ�Ɂ̿ɩ�§ȴȹ�Ɨˑê�͙�Ť�̑ȟ̳�	����Ɂ̿ɥ�ơê�

ʣô�ȎƳ̳�	����ɫ�Ɂ̿�uǥɥ�ɝ̵�§ȴɨ�Ɂ̿Ň�Ĝȹ�ü̵�ƿǣɥ�̳ɀó�� �

�

���� RW� ¾U�

�

&MGFA�/J9N=D�#GD<AF?�'L<�ê�ɫ�Ɂ̟̿h���ɉ�̸ɨĎ�üɧ�͘ɥ�Ƶ�̳ɀó��óɦɤ�

 ʖ�ʇþ�ƿȪȹ�ü̳Ȼ�̑ȟĎ�ɫ�Ɂ̿�� ȹ�ü̵�üɧ�͘ɩ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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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ɫ�Ɂ̿ɨ�Êɐ��ɫĆ����ǖȴȹǢ�ȻǪɨ��͊�ɰê�Ƣʀɥ�hŐŮê�Ǝʅh�óɦ��

sɩ�͓ɫčȷó��

o ȻǪɩ�ċĜ̵�̑̈ÐŐǢ�ʱȻ̳ê�|ɥ�ƥ̻̳ê�ʇþ��Ň��ʊ�

o Űɤ�ȻǪĚɩ�hǔɉ�óţ�ɬɥ�ƆĒ�̻ÊȪ�̷�� �

o �͎ɩÀ�ɮȏɣŐ�ɫ̻��ɝʟ�ȻǪ�Ǽh�ʅ̵č��ɰɦ�� �

o ���ǖȴȹ�ʏǔ̳ê�Űɤ�ȻǪĚɩ�vȐ�ʼǴ	�̬Ľ̈�ăȇ˩	�Ŧǰǲ	�

ˡɩ˼Ŭ�Ɯ�ǫ˲�ǢǇȇɉ�sɤ�ɾǽň�Ɯ�ɾɮ¤�ȴʏȹ�ʏǔ̳��ɰɦ�� �

o ȻǪɩ����ǖȴȹǢ�ɬ̻Ǣê�Ƞ�Ďóê�ǔ͗�ʀƠɨ�ɫȎɣŐ�ɫ̻�§ȴĚɩ�

ǪʭƳ�uǥȹ�Ȯņɕɥ����ɰɦ�� �

o ˄¢�Ǫ̢Ň�ǔyɤ�ȻǪ���vɩ�ɫĆŤ�ƥƎ̳ʞ�Ɖ̳}�ůĚȮ�ɫĆ����

ǖȴɥ�ɝ͈̳��ɰɦ��

� §ʌɨ�Ɋ͒ʊˑ��ʭƳ¤ʞȹ�ü̵��Ŧh�§ȴ��͈Ňȴʽɨ�̾ċqŎȹ�ƄȍčȮ�ɰó��

� §ȴȹ�ü̵�ɝ͂��ɫĆ����ǖȴȹǢ�ȻǪɨ�ʱȻɉ�Ƣʀɥ�Ůê�ƎʅĚɤ�§ȴɨ�

ɫɼ�̨ɥ�ÅǪɣŐ�ʅ̵̳�	�ɩʟšɩ�àɩê�ƎʅŤ�ˀĵ̵ó��

� ɫ�Ɂ̿ɨ�üǛ�����ǖȴȹ�ʏǔ̳ê�ȻǪ��ɳØ	����ǖȴȹ�ʏǔ̳ê�ÅǪ�Ĝɩ�

ɩ�Ǝʅȹ�Ɂ̿ɥ�ơêó��

� §ȴɨ�Ɂ̿Ň��§ȴɤ�ɩļ̵�Ǝʅȹ�ü̳Ȼ�Ɔƫɥ�Ƶɬ�Ǽ�ɰʞů�ɫĆɨ�ǔ͗�ʊɿ�

Ʋ͒Ć�̱Ɏ̳ó��

� üɧ��͘��̸ɨĎ�üɧ��͘ɤ�óɦ��só��

o ɫĆ����ǖȴȹǢ�ȻǪɨ�ȼĻ�q͒ȹ��̵�§ȴ�Êƽ�˱ɓ͏�̾ǔ�Ȑȍ��

o ͈Ňȴʽȹ�ǪʭƳ�uǥ�ƥƬȹ�ü̵�ƆƫǔŏŤ��ɞ̳��ʴ˺̳Ćő�ɺņ̷��

o ���ǖȴ�͈͗ȹ�ȻǪɨ��Ŧɉ�ȼĻq͒ȹ�ü̵�ɩȆŤ�ʅ§̷��

o §ȴɨ�ɫ�Ɂ̟̿h�Ć�ȹ�ǪƳ�ƽƿɥ�˅hŐ�̸̷̄��

�

���v�m�DF����¸y�

�

• §ȴƄ��(Q9FE9J��=FL=J�>GJ�-=KHGFKA:D=��MKAF=KK�ɩ̳	�(�-���

• ǔȴʞ��ƗȬŭ� ��

• ɫ�Ɂ̟̿h�Ǽ̾ȍ§����� Ù� � əƽ˼� ��� Ù� � ə¬ʞ� �ǔȴ�Ǽ̾�͚��

• ɫ�Ɂ̟̿h� ȍ̾Ʀ��� (�-� h� Ąŭ˩� ɫ�Ƚ�Ǵ��9FAK@� $FKLALML=� >GJ�

#ME9F� -A?@L�ɉ� §ȴ�� ɫ�� Ƚ�Ǵ�$FKLALML=� >GJ� #ME9F� -A?@LK� 9F<�

�MKAF=KK�ɉ� �ċɣŐ� ƗȬŭ� �ʅȹ� ɰȮǢ� ʖɎ̵� ǖȴɫ� ǣɞ� Ɯ�

hȇʴ�ǖȴ�� ��ȴȹ� ü̵� ƽƎƳ� Ɂ̟̿hŤ� ̳ɀɦ�� ƗȬŭȹǢ� ���

ǖȴɩ� ƽǛ̷ȹ� ğĮ� ��� ǖȴɣŐ� Ȫ§čê� ɫ�ȹ� ü̵� ƽʄɿɫ� Ɂ̿ɥ�

ǔʀȹ�̑ȟ̳��ɂƥ̳�ɳ�Ɂ̟̿hŤ�Ȑ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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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ɫ�Ɂ̟̿h� ȍ̾Êɐ�� ƗȬŭɨ� Ƭɿ� ʅĆɿ� ̋ɥ� Ǘ̜Ƶ�	� ��� ǖȴȹ�

ü̵� ʊǔɉ� ̷°	� ��� ǖȴ�� Ƚ�Ď� ǔ͗� i� ƿȪɉ� ʣôĚȹ� ü̵� Ɂ̿ɥ�

̟h̳�� �ň� ɩ̻� ��ɳĚȹ� ü̵� ��Ő� �ǪĐ�� ͆ɺ� ʊǔ�� uɨ� ʓɎ�

��ʞȹ� ü̵� ͆ɺ� ƥƎ�ɉ� ��� yɨ� uƳ� Ɯ�  ŝ� ɫ˼ǃ	�  Ŧ�� ˃�

��� yɩ� ɧø̵� ƗȬŭ� ��vȹ� ü̵� ǦƎ� ʊǔ� ʠ̾�� ƗȬŭ� ��� ǖȴȹ�

ü̵�ɫ�Ɂ̟̿hê�)"* ɉ�Ƚ�Ǵh�ʓʽh�čȮ�ƽƎƳ�Ɂ̟̿h�.=;LGJ
�

2A<=� $EH9;L� �KK=KKE=FL�͊˹Ő�ɩřȮʢ�� ɫ�Ɂ̟̿hê�Üċ�ɩȆ	� ȻǪɨ�

�Ŧ	�ʞȼǔ͗ȹ�ü̵�Ɂ̿	�Ȟċ�ɫ�ȹ�ü̻�ʠ̾Đ�� �

�

���� TŻ� Ó¤�

�

ƗȬŭʵɮ�Ɂǭ˼�(Q9FE9J��=FL=J� >GJ�-=KHGFKA:D=��MKAF=KK�ê�ɞŀȽ̸ɨ�ƅƅ��hɨ�

ɼʄʞɘɥ�ơȞ� Ąŭ˩�ɫ�Ƚ�Ǵ��$#-�ɉ� §ȴ�ɫ�Ƚ�Ǵ�$#-��h� ��� Ù� �ċɣŐ�

ǦŪ̵� §�ɣŐ� ƗȬŭȹ� ʠˈ̵� §ȴĚŐ� ̳Ȼ¤� �ʅ§ʔȹ� ğĮ� ʵɮ�Ɂ�-=KHGFKA:D=�

�MKAF=KK��GF<M;L��͕ċɥ�̳Ćő�Ċê�ă�ˀʂɩ�ųˊʈ�ɰó��ƗȬŭʵɮ�Ɂǭ˼ê�ƗȬŭ�

�ʅȹǢ� ʖɎ̵� ƽƿɥ� ÷ú̳�� ɰê� ǣɞ� Ɯ� hȇ� ǖȴȹ� ɩȮǢ� ��� ǖȴȹ� ʀƠȹ�

ü̵�̟h�.=;LGJ
2A<=�$EH9;L��KK=KKE=FL	�ɩ̳� .2$��Ť�Ȑȍ̳ɀó��ɩ� .2$�ê�ƥƬŒȹ�

ɰȮǢê� §ʌɨ� ͔�Ɂ̟̿hɉ� ǔ͗Ɂ̟̿hƥȎɥ� ğŢʞů	� ɫ�ɨ� ȍiȹǢ� ̟hŤ�

ʠ̵̾óê�ʂȹǢ�ɫ�Ɂ̟̿hŐ�Ƹ�Ǽ�ɰó��

�

üƽƿɨ� ɫ�Ɂ̟̿hĚɩ� ̉ʄ� §ȴɨ� ǔȴɥ� üǛɣŐ� ̳ê� |ɩĮƂ�

ƗȬŭʵɮ�Ɂǭ˼h� Ȑȍ̵� .2$� ê� ̉ʄ� ǔȴȹ� Ɂ̿ɥ� ơê� uɫ�� ʣôɥ� ÔȮ	� ̵�

ǖȴƽƎɩ� ǔ͗� ʀʽȹ� Ɨˑê� ɷɼɿɫ� Ɂ̿ɥ� ̟h̳ɀó��  � ɍȹĆ�

ƗȬŭʵɮ�Ɂǭ˼h� Ȑȍ̵� .2$� ɨ� ̉ʤɣŐê� ãɿ� Ɂ̿��MEMD9LAN=� $EH9;L�ɥ�

̟h̳ɀóê�ʂɩó��ãɿ�Ɂ̿ȹ�ü̵�̟hh�̱Ɏ̵�ɩɞê�̵�ʞȼȹǢ�͕ċ̳ê�óȭ̵�

���§ȴĚɨ�͕ċɩ�ãɿɿɣŐ�ɫ�Ɂ̿ɥ�Ɨˑ��ɰȮǢ�ôɬ�ǔȴȹ�ü̵�Ƚ�ůɣŐê�

Ɂ̿ɨ�ȐʽŤ�̑ȟ̳§�Ȯŋ§�ġƎɩó�� �

�

ƗȬŭʵɮ�Ɂǭ˼� ãɿ� Ɂ̿ȹ� ü̵� ̟hŤ� ɝ̻� �͘� ô�ȹǢ� óɦ�� ɫ�ɿ� �ņ ��
Ť�

̳ɀó�� �

�

� ãɿ� Ɂ̿ɤ� ̵� ǔȴȹǢ� Ƣǟ̳ê� ôɬ� Ɂ̿Ƶó� ɂˏ̳§� ͜ȝ� Ȯņɓ� �ɑh� Űó��

§ȴ�� ú�ɩ�  ļ̵� Ɂ̿ɨ� ɷɼŇɥ� ̟h̳�� ƿǣ̳§� ɝ̻� ȾȒͦ� ÜŇ̳ʞ� ȡê�

 
��
 �)R:GF:K� �>GM>K� ?HK� .>LIHGLB;E>� �NLBG>LL	� �����	� Y)R:GF:K� 0HNKBLF� /><MHK� 3B=>� %FI:<M�
�LL>LLF>GMZ	� I����� AMMIL���PPP�FR:GF:K
K>LIHGLB;E>;NLBG>LL�HK@�I=?�/3%��0HNKBLF�


)R:G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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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ǔıɨ�ǟƄ���ȏʽɨ�ɳɞ	�yqȹ��̵��Ŧ	��ɟ�	� Ŧ��ɿʁ̵�ǟ͕�Ǽʔɥ�

ãŨ� �Ŧɉ� sɤ� ɫ�ȹ� ɺ§ɿɫ� Ɂ̿ɥ� Ɨ˔� Ǽ� ɰê� ͔�ɿ	� ǔ͗ɿ� ʊyɥ�

ʳȞÊǢ�üɧ̳ê�|ɤ�Ȯŋó��

� ãɿ� Ɂ̿ɤ� Ȓi̶� Ǽ� ɰó�� Ⱦȟ̵� §ƠȍǦȹ� ü̵� ãɿɿɫ� ƽ÷ɣŐ� ɫ̻� ȍǦɩ�

ǁ�ď�ǼĆ�ɰ�	����uƢ�͓üȹ�ğţ�Ɛ�ǔɐĻ�ãɿɣŐ�ʞȼ�ǔ͗ɨ�ȎĻ�ȠƵȹ�

�ƫɝ̵� Ɂ̿ɥ� Ɨˑê� hƑɩ� Ƣǟ̶� ǼĆ� ɰó�� �Ɨ̵� Ɂ̿�  � ɳʽŐê� Ǝʅh�

čʞ�ȡʞů� ļ̵�Ɂ̿ɩ�Ơƶč��ãɿčƂ�Ȓi̵�ɫ�Ɂ̿ɣŐ�ɩȮʡ�Ǽ�ɰó��

� ôɬ̵� ƽʄɿ� ɫ�Ɂ̿ɨ� �ɑ� ʵɮɳŤ� ȎƳ̶� Ǽ� ɰɦȹĆ� ʵɮɥ� Ə§� Ȯņɓ�

�ɑh� ʏʏ� ɰó��  Ľă� ãɿ� Ɂ̿ɨ� �ɑȹê� Ɂ̿ȹ� ü̵� ʵɮɤ� ͜ȝ� þ� ƿǖčȮ�

ɰȮǢ� ɂƥ�� Ɋ͒� ʵɮɥ� ʈȪ� ̳ê� úǔɳŤ� ȎƳ̳ê� |ɩ� þɒ� Ȯņɗʠó��

�¡ɿɣŐ� ʄƽê� ɫ�˕̻Őƽ˼� ɫ�ɥ� Ƶ̻͌Ȫ� ̶� ɨƋh� ɰɣƖŐ� ãɿ� Ɂ̿ȹ�

�̻�uƳ�§ȴȹ�ʵɮɥ�Ə§�Ȯņɓ��ɑ�ʄƽh�ɫ�Ƶ͌ɨƋŤ�ɩ̻̾Ȫ�̵ó�� �

� §ȴɤ� ɩļ̵� ãɿ� Ɂ̿ȹ� ü̻� §Ȼů� ̳�� ʵɮɤ� ʞʞ� ȡɣņ� ̶� ǼĆ� ɰó�� ̉ͦ�

§ȴɨ�͕ċĚɩ�uƳɿɣŐ�̀ɐčê��ʅ�ƫɝ�ÊȹǢ�ɩŞʠóƂ�þɒ� ļ̶�|ɩó��

§ʌ� �ʅ� ʽ�ê� ȍj�� �jȹ� z˓� §ȴĚɨ� Ɂ̿� ãɿɥ� �ņ̶� ůˬ� ˉƿͦ�

ƢʀčȮ�ɰʞ�ȡȥóê�|ɥ��ņ̻Ȫ�̵ó�� �

� ɫ�Ɂ̿ɥ� ơɥ� ɝ͂ɩ� hɺ� àɤ� ʣôɤ� ɫ�˕̻ȹ� ü̵� üɧŇɩ� hɺ� Éɤ�

ǔıĚɩ��  ł§� ġƎȹ� ú�ɩÀ� §ȴȹ� üɧɥ� Ɏ�̶� Ǽ� ɰê� ìŇĆ� hɺ� ɿȮǢ�

ãɿ�Ɂ̿ɥ�ơɥ�ɝ͂Ć�àó��

� ãɿ�Ɂ̿ɤ�ġġŐ�éŦ��Ȟʓ�ʂʠɿɣŐ�À˱Ä�Ǽ�ɰ§�ġƎȹ�ʵɮ�ɰê�úǔɳɨ�

ȏǵ̵�üʶɉ� �Ɂ̿ȹ�ü̵�ǔ͗ɿ��Ȓɥ�¹ê�|ɩ�þ�Ȯņɔ�Ǽ�ɰó��

�

��� č�� ÂË�� ĉ`ñŪ� ëÁô� þűą� ÂË� �

�

̉ʄ� ǖȴ� ʀƠȹ� ü̻� ɩŞʉóê� ʂ�� ãɿ� Ɂ̿� ̟hŤ� ̽óê� ʂȹǢ�

ƗȬŭʵɮ�Ɂǭ˼ɨ� .2$� Ť� Ưˑŭ˰̶� ̱Ɏh� ɰȮ� Ƶɫó�� ��§�ɩ� ǵ̵� ̉ʄ̵�

ǖȴȹ� �ɞ̵� ɫ�Ɂ̿ɩ� ʌɼ̳Ɓ	� ��§�ȹ� ɨ̵� ɫ�Ɂ̿Ć� ãɿɨ� �ʂȹǢ�

̟hčȮȪ�̶��ɑh�ɰ§�ġƎɩó�� �

�

ƗȬŭʵɮ�Ɂǭ˼ê� ɩţƝ� V�Ȟɘ� ���VGJH@9F9?=� LGMJAKE�W�� Ɍ�Ď�

Vƺǔ���NGDMFLGMJAKE�W	� Ȟċȹ� ü̵� Ǭȇ� ���� ȞċÜċ� Ɯ� Ȟċ� �z� qɎŤ� ʓɎ̵�

ɫ�� ɩȆŐ� Ƶ�� ɩȹ� ü̵� ɳŘ� ʊǔŤ� ̻̄� ãɿ̟h ��� Ť� ̳ɀêă	�  � ʖ� �Ȟɘ�

��ɣŐ�ɫ̵�Ɂ̿�̟h�Êɐɤ�óɦ��só��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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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ǈ�̵��hŤ�ʳê�ɍ�ɫ���vɩ�ʝh̳ƂǢ�˘ƵĝȞȹǢ�Ƹ�Ǽ�ɰê� V�Ȟɘ�

��W� ǖȴɩ� ƗȠŭȹǢĆ� Ƣʀ̶� ɝ͂ɩ� ɰó�� ��vɩ� ƅ� ȍj� ċȠ�

V�Ȟɘ�ȐʅŐ� �Ȟɘɬ� ǼĆ� ɰ�� �ȞɘʶĿ� Ƶɩ}� ̵� ȍǦɬ� ǼĆ� ɰó�Wɥ�

ƥƎ̳wÀ� ɬʓɬ� ċȠ� �ȞɘȹǢ� ɳɘƺǔŤ� ̳§� ɝ̻� Ĉɥ� ʞǀ̳ê� �ɑh�

ɰó�� ƗȬŭê� Űɤ� ǼĆɘ� �ɟ� ̴�ɉ� V�ȞɘWɩ� ɰó�� �Ȟɘ� ��ɤ� óţ�

�ȹǢ�ƽĆÿ̵��̾��ɫȏŵŵŤ�ˀĵ̽ó��˘ƵĝȞê� �� Ù�ɩ͚�ƥƎv�Ǽh�

ʝh̳ƂǢ��Ȟɘɨ�Ǽh� ����ʝh̽ó�� ļÀ�ɩ�Ȟċɨ�üóǼê��Ȟh�ȞîƁ�

ɿȮĆ� ̵� Ƅɨ� ǗȞɰê� ƽƆh� ɰê� ȞɩĚɩó�� ɩƗ� ˍȫ̵� ȞċĚɤ�

ǴȞǪȨɳɫ� Ȼ̾vĚȹ}� Üˈď� ɝ͂ɩ� ɰó��  Ěɤ� Ħ̵� ɺ§jɨ� ȒŦɿɫ�

�̄ɥ� �ɥ� ǼĆ� ɰó�� ɳɘƺǔɳĚɩ�  � ȞċĚ�� ɞümɥ� ͊Ǫ̳�� nɳ§�

ĢÀƨŦê�|Ć�ȞċĚȹ}�̮̻Ť�ɯͧó�� �

�

���Ð�a����kcÏ��²\R����°��#%'$..+����

�

• §ȴƄ��!9;=:GGC�

• ǔȴʞ��˘ƵĝȞ	�ȇŦĴ˗	�ɫĆÖȍȞ� ��

• ɫ�Ɂ̟̿h�Ǽ̾ȍ§����� Ù� �ǔȴ�Ǽ̾�͚��

• ɫ�Ɂ̟̿h�ȍ̾Ʀ���!9;=:GGC ɩ�ʅ�̳ê�ǢǇȇɉ�ɓɁ�ʄʵ�Ĝɩ�

ɅĮɫ��Ƀ̬Įɫ�ǛȹǢ�þɒ�˜ʈhê�!9;=:GGC�̭Ĺ̥ɨ�Ɂ̿Ňɥ�

ƠɁ̳Ȼ�ɫ�Ƶ͌ɨ�ƥ̿ɣŐ�þ�uǥď�Ǽ�ɰĆő�̳ɳê�ɓɁ�Ƈ̦�öǪɨ�

ɬ͔ɣŐǢ��ʅ�ɫ��ɘ˒ɨ�ȍiȹǢ�ʅüŐ�̟hơ§�ɝ̻�ćŪĎ�

ɍƽ§�ɫ��.-���JLA;D=�*F= ɥ�̻̄�˘ƵĝȞ	�ȇŦĴ˗	�ɫĆÖȍȞȹ�

ü̵�ɫ�Ɂ̟̿hŤ�ʠ̾�� �

• ɫ�Ɂ̟̿h�ȍ̾Êɐ��0)�"MA<AF?�+JAF;AHD=K�GF��MKAF=KK�9F<�#ME9F�-A?@LK�

�0)"+K�Ť�̃üŐ�ɫ�Ɂ̟̿hŤ�ʠ̾��ʔǇô�ȹǢê�żɾ�ɳŘ�ʊǔɉ�

ɩ̻��ɳ�̑ȟ�Ĝɩ�ʠ̾čȷɣƁ	�ɩ͚��h�ƥƎɥ�̻̄�ɷɼɿ��Ŧ�

ʓʽɉ�ɩ̻��ɳ	� Ŧ��ȍƘǔ͗ɉɨ�ʟʃ�Ƃ÷ɩ�ʠ̾čȷ�	�

!9;=:GGC ���ʅ�ʀƎhɉɨ�Ǵ̄�ɩ͚�ƿǣ��ʄɥ�w˓�Êƽ�Ƶ�ǢŤ�

Ƣj̳ɀɦ�� �

�

���� TŻ� Ó¤�� »ý� ÍĘ�

�

!9;=:GGC ɩ� ʠ̳̾ê� ǔȴɨ� Êɐ� ɳʽê� �hƳŐ� ˪� ʭɩh� ȵɦȹĆ� ǀ�̳�	�

!9;=:GGCɤ�uƳ��hɨ��ɞ̵�Ǝ͒ǔ͗ʄˑɿ�Ʀ�ȹ�ğĮ� !9;=:GGCɨ�ǔȴɩ�Ɨˑ}�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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ɫ�Ɂ̿ɨ� Ǫ��� ͊˹h� öĮʡ� Ǽ� ɰɦɥ� ɫȎ̳ɀó�� ̉ͦ� Ȟĵɉ� sɤ� i�ɨ� Ʀ�ɥ�

�ņ̳Ȼ�ɫ�Ɂ̟̿hŤ�uƳɿɣŐ�ȍ̳̾ê��ʄɥ�Êōó�� �

�

� ˘ƵĝȞ�

o ʄƽȹ� ɨ̵� ̦͆ɨ� ɳɞ� ˳ȣ�� ǥw� ƽʄ� Ĝɩ� ʞǵɿɣŐ� Ǝʅh� č�� ɰê�

Ǜ͖ȹǢ� !9;=:GGC ɨ� ˝̀ˎê�ɫ�ɓċhĚɩ��ʣ̶�Ǽ� ɰ}�̻ʓê�ċȍȹ�

 Ěɥ�˳ȣ̳§�ɝ̵�ʝw�ɳŘŐ�șɩê�ɩʖɿɫ�Ǜ͖ɩ�ʀuč��ɰó��

o Ƭuʄɥ� ̻̄� ̦͆ɨ� ɳɞɉ� ȰŒɨ� ɳɞȹ� ü̵� ˳ȣɩ� Ȓi̵� ʄĆŐ�

ʠ̾čê�Ǜ͖ɩó�� �

o ˘ƵĝȞ� �Ƙɨ� ĝʞ˾� §ǿȹ� ü̵� ɩ̻ɉ� ͕ɐ� ìŇɤ� ʀƠɿɣŐ� Éɤ�

Ǽʔɩó��

�

� ȇŦĴ˗�

o ɫʏ�� ʏ�h� óţ�  ŝ� ǔɩɨ� ʞǵɿɫ� ƿɽ�.AF@9D=K= ɉ� /9EAD� ʋɨ�

ƿɽ�ɣŐ� ǴǼ� Ƙʋɩ� ʭƳ�� ɫ�� ˕̻Ť� ơȞɋɣƁ	� ǴǼ� Ƙʋȹ� ü̵�

ʭƳɿ� Ȱċɤ� ɅĮɫȹǢĆ� ʞǵɿɣŐ� ɩřȮʞƁ� ̝�ɥ� q̳͒ê� ȼ̶ɥ�

̳��ɰó��

o ��Ù�Êʀ�ʏȎ�ɩ͚ȹĆ�ɫʏȹ�ü̵��Ƴɤ�ȇŦĴ˗ɨ�ǔ͗ɉ�ʄˑ�ʀƠȹ�

˪�Ɂ̿ɥ�Ɨˑ��ɰó��

o ̉ͦ� ̻ú� ɫ�Ɂ̟̿hh� ȐȍĎ� ��� Ù� ɫ�Ɉ͌ɳɉ� ȰŒɫȹ� ü̵� ɳɨɿ�

�¤	�mȍ	��Ŕͨ�Ĝɩ�ŵɑ�Ȓi̵�Ǜ͖ɩȷó��

o ȇŦĴ˗ȹǢ� !9;=:GGC ɥ�ɩɐ̳ê�ɫ�ê�ŵö� ��� ů�Ƅ	�̳ř� ���ů�Ƅȹ�

ɩţó��

�

� ɫĆÖȍȞ�

o hɺ� ɫ�h� Űɤ� �h� ʖ� ̳ÀŐ� ǇƋȉũ� ɫ�ȹ� ü̵� ̦͆ɨ� ɳɞ� ȯȣ��

hʦ�çȇ�͓ǖ	� ȻǪ��Ȟċ��ǪǴǼɳȹ�ü̵�ƞ̻ɉ�˳ȣ�Ĝɩ�Ȓi̵��h�

ʖ�̳Àɩó�� �

o ́ƬɣŐ� ɫ�ɥ� Ƶɺ̳�� ɰʞů� ɫĆÖȍȞ� ɫ�ôʽĚɤ� ɫĆÖȍȞ�

�ƘĚɩ�ʞǵɿɫ�ɫ�˕̻�Ǜ͖ȹ�áȻɰɦɥ�qʊ̻�ɋó�� �

o ̦͆ɨ� ɳɞȹ� ü̵� �Ŧ� Ƶɺɩ� ƬʅɿɣŐê� ŵɑ� qŇ̳}� čȮɰɣÀ�

ȐʡɿɣŐê� ̦͆ɨ� ɳɞŤ� Ȓi̳}� ˕̻̳�� ǴǳƗĝȮɨ� ǔɐɥ� ʅ̵̳ê�

ƳĆɨ�Ƭšɥ�ʴ˺̳Ȼ�ȍ̳̾��ɰó��

�

��� č�� Ó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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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GC ɤ� ȇŦĴ˗ɉ� ɫĆÖȍȞȹǢ� !9;=:GGC ɳʽǑ� ȞîĮ� !9;=:GGC Žȏɾ�

Ȯ̭Ŧˡɩǲ	� 2@9LK9HH	� $FKL9?J9E Ĝ� §˱� Ƚ�� ǔȴƽƎ¬ʞ� ȞɔļǢ� ɫ�Ɂ̟̿hŤ�

ɝ̵�ɳŘŤ�Ǽʣ̳ɀó�� �

�

Ħ� ɳŘǼʣ� ô�ȹǢ� ̉ͦ� ʓƇ̶� ƽƿɤ� ʟʃɿɫ� Ɂ̿ɥ� ơɥ� Ǽ� ɰê� �Ŧ� ʓʽɉ�

ɩ̻��ɳǑ� ȞîĮ� ̻ú� �hɨ� ȍƘǔ͗ɉɨ� ʟʃɿɫ� ͈ȴɥ� ŵɑ� ʖɎͦ� �ņ̳ƂǢ�

ɫ�Ɂ̟̿hŤ�ʠ̾̽óê�ʂɩó��̉Ƴͦ�ɫĆÖȍȞɨ��ɑ� �� uɨ�ȍƘǔ͗ôʽɉ�§˱�

ʀƎhɉ�ɫ˼ǃŤ�ʠ̳̾ɀó�� �

�

���� RW� ¾U�

�

!9;=:GGC ɤ� ćŪĎ� ɍƽ§�ɩ� Ȑȍ̵� ɫ�Ɂ̟̿hɨ� Ɏȫ� Ʃȼɥ� ͐̚ɩʞŤ� ̻̄�

�u̳ɀó�� ̻ú� ɎȫƷȹê� i� ɩ̻��ɳ� ͍ɤ� �Ŧ� ʓʽɨ� Ȯģ� �Ŧh� ˕̻čȷêʞh�

jĺͦ� ʄŦčȮ� ɰɣƁ	� ɩȹ� ü̵� !9;=:GGC ɨ� üɧ� �͘�� ʅȰĆ� ̷°� ǴučȮ� ɰó��

!9;=:GGC ɤ� ɩɉ� ̷°� ɫ�Ɂ̿ȹ� ü̵� üɧ� �͘ɥ� Ȯĥ}� ǼŪ̳Ȼ� ȍ̾̽êʞȹ�

ü̻ǢĆ�ɩ̻��ɳĚ��Ǵ̳̄ɀó�� �

�

ɩʶĿ�Ǉő�ǔȴɨ�Êɐȹ�Ǜɩ̵�ʂɩ�˩}�ȵó��̳þĮĆ	�ǔȴɩ�ɩřȮʞê��hɨ�

Ǝ͒ʄˑǔ͗ɿ� ̉Ǫȹ� ğĮ� ǔȴɩ� uƳ� �hɨ� ɫ�ȹ� Ɨˑê� Ɂ̿ɤ� öĮʡ� Ǽ� ɰɦɥ�

ɫȎ̳Ȼ� �hƳŐ� uƳɿɫ� ɫ�Ɂ̟̿hŤ� ̻̄� �ʽɿ� ɫ�Ɂ̿ɥ� ̑ȟ̳Ȼ� üɧ̵�

ƽƿȹǢ�ʱ�̶�ů̵�ǔŏĮ��̶�Ǽ�ɰó�� �

�

´���..(,'��','$0*26� '%.(-*2*.-�����<z����

�

• §ȴƄ��"GG?D=�

• ǔȴʞ��ʀǫ�� ��

• ɫ�Ɂ̟̿h�Ǽ̾ȍ§����� Ù� �ǔȴ�Ǽ̾�ʀ��

• ɫ�Ɂ̟̿h�ȍ̾Ʀ���"GG?D= ɤ�ʞÃ� ��� Ù�úǔɨ�ɞƄɫ�ȎƳ�ɧɐ�

̬Ő ĸ�ɫ˼̚ɩȇŤ�uƢ̳ƂǢ��.-ɥ�̵̄�̻ú�ǔȴɨ�ɫ�Ɂ̟̿hŤ�

ċȍȹ�ʠ̷̾�� �

• ɫ�Ɂ̟̿h�ȍ̾Êɐ��ʓɎǔȴɩ�ʠ̾�ʖȹ�ċȍȹ�ʠ̾Ď�ɫ�Ɂ̟̿hɨ�

̉ǪǛ	�ɫ�Ɂ̟̿h�ô��ʀƠȹ�zʾ��.-ɤ�"GG?D= ɨ�ɫ�ʞì�ƽǢɉ�

̷°�¨ƚ̳}�̟hɉ�ÞɨŤ�ʠ̳̾Ɓ	�ɫ�˕̻ɿ�ɎǴŤ�̬Ő ĸȹǢ�

ʅw̷��ċȍȹ�ɫ�Ƶ͌Ť�ɝ̵�ƥƬĚɩ�̻ú�̬Ő ĸ�ĝɳɫȹ��̸čȮ�

uƢď�Ǽ�ɰĆő�̳ɀɦ��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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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Ż� Ó¤�� Óũ� Ğı� \Î�

�

ʄƵ̄ȏ���̴� §ǿɨ�ƢʀɣŐ�ɫ̵� ǔ͗ɨ�Ʋ͒ê�ɫ�ȹ�ü̵� ƽʄɿ�Ɂ̿ɨ�ȭǛ��

 � ƫɝĆ� ǌŢ}� Ʋ͒ȍˢ� ɋó�� ɩʶĿ� ɫ�ȹ� ü̵� ƽʄɿ� Ɂ̿ɥ� ȎƳ̳wÀ� ɂˏ̳§�

Ȯņɓ� §ǿ� ǖȴɨ� ̉Ǫɥ� mȠ̶� ġ� ɫ�� Ƶ͌ȹ� ü̵� üɧʵ� ŭňɤ� §ǿɨ� uƢ�

ô�ȹǢƽ˼�ǥ̾ɿɣŐ��ņčȮȪ�̵óê�Þɨh�ʞǵɿɣŐ�ɩřȮʈ�ɋó�� �

�

ɩȹ� "GG?D= ɤ� ǜŐɩ� uƢ� ʖɩĀ� ɞƄɫ� ȎƳ� ɧɐ� ̬Ő ĸȹ� ü̵� ɫ�Ɂ̟̿hŤ�

̬Ő ĸ� uƢ� �ʄȹǢ� ʠ̷̾ɣŐȘ� ̻ú� ̬Ő ĸ� ɓɐɣŐ� Ƣǟ̶� Ǽ� ɰê� ɫ�˕̻�

hìǪɥ� ƗȽȹ� ɂƥ̳ê� ̵̝	� ɫ�Ƶ͌ɨ� ˏƂɥ� ̬Ő ĸȹ� ȍȇ̂ɿɣŐ� �̸ȍ˭�ɳ�

̳ɀó��ɩŤ�ɝ̻�"GG?D= ɤ��+$�̬Ő ĸ�§͘�ô�ȹǢƽ˼��.- ȹ}�ɷɼɿ�ɫ�Ɂ̿ɨ�

̑ȟ	�  � Ɂ̿ȹ� ü̵� ɂƥ�� Ɋ͒Ť� ɝ̵� ɫ�Ɂ̟̿hŤ� ɨŗ̳ɀó�� �.- ɤ� "GG?D= ɨ�

ʅ̩� uƢ̏�� ˀ§ô�ƽ˼� ¨ƚ̳}� ͈Ňɥ� ̳ɀêă� ɫ�Ɂ̟̿hɨ� ʀƎǪɩ� ɰê�

�.- �� ǔȴȹ� ü̻� hɺ� ɶ� Ȣ�� ɰê� ÷ú̏ɩ� ̷°� Ǽ̾ʓʽh� čȷóê� |ɩ� ʓƇ̶�

ů̵�ʂɩó�� �

�

��� č�� ÂË� �

�

�.-��"GG?D= ɤ�͈ȴɥ�̻̄�ɞƄɫ�ɫȎ��ň�ǢǇȇ�ʅ̩���ňĎ�ɷɼɿɫ�Ǝʅʂɥ�

̑ȟ̳ɀ�	� ȎƳĎ� Ǝʅʂȹ� ü̻� �.- ɩ� ǔǟ͕ɥ� Ƶ͌ơɥ� ɳɞ	� ̦͆ɨ� ɳɞ	� ƵȠ	�

Ȟċɨ� �Ŧ	� ʭƳ� ¤ʞ� Ĝ� ƅ� hʞ� ʓɎ� ɫ�� ɩȆȹ� ʣʖ̳Ȼ� ɷɼɿ� ɫ�Ɂ̿ȹ� ü̵�

Ȓː� ƿǣɥ� ʠ̳̾ɀó�� ɩ͚� �.- ɤ� ȎƳĎ� ƽʄɿɫ� ɫ�� Ɂ̿ȹ� ü̵� üɧ� �͘ɥ�

ŭň̳Ȼ�ʅ�̳ɀɣƁ	�"GG?D= ɤ�ɩŤ�ɧɐ̬Ő ĸɨ�̼Ȓ�ɎǴȹ�̸̄ȍ˭ê�ƥȎɣŐ� �

üɧ��͘ɥ�ɿɐ̳ɀó��

�

̻ú� ǔȴȹ� ü̵� ɫ�Ɂ̟̿hŤ� ̻̄� "GG?D= ɤ� Ƣǟ� hì̵� ƽʄɿɫ� ɫ�� Ɂ̿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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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이행 단계와 세부 절차

2

제 1 장. 
 이행 단계와 세부 절차
 1. 계획 수립 

     1.1.  수행 주체 구성  

     1.2.  평가 범위 설정  

     1.3.  계획서 작성 
 2. 자료 수집  
      2.1.  체크리스트 설계  

      2.2.  자료 수집 대상 및 방법 결정  

      2.3.  자료 수집  

 3. 자료 분석  
      3.1.  영향의 여부, 원인, 유형 등 분석  

      3.2.  영향의 심각성 분석  

      3.3.  대응 계획 수립 
 4.  결과 보고  
      4.1.  사후 평가  

      4.2.  결과 보고서 작성  

      4.3.  결과 보고서 보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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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Q & A  
 1.   가이드라인은 왜 나오게 되었는가? 
 2.   인권영향평가가 왜 중요한가? 
  3.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와 무슨 관계인가? 
  4.   인권영향평가란 무엇인가? 
  5.   인권영향평가에서 ‘인권’, ‘영향’, ‘평가’는 어떤 뜻인가? 
  6.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해야 하는가? 
  7.   가이드라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8.   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 인권영향평가인가? 
  9.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10. 사업 인권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4 단계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11.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12.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5가지 원칙이란 무엇인가? 
  13. 가이드라인의 한계는 무엇인가? 

제 3 장.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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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정책적 서약, 권리 
구제, 그리고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를 통해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예
방하고, 사후적으로는  인권영향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식별하는 것, 즉 인권영향을 평가하는 일은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의무 이행, 더 나아
가서는 인권 존중 책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인권경영이라고 부르면서 2018년 국가
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의 적용을 권고하였는데, 위 인권경영의 핵심적인 단계 
역시 인권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다. 위 매뉴얼은 인권영향평가를 기관운영과 주요
사업으로 나누고 있는데, 전자와는 달리 후자의 경우 공공기관은 그 실시에 어려움
을 겪고 있었다.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과 함께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가이
드라인 부재가 어려움의 주된 이유였다. 

이렇게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때에 국가인권위원회
는 2020년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사
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에 의뢰하였고, 공익법센터 어필은 위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주요’라는 
말을 빼고 ‘공공기관의 사업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이라고 붙였다. 그 이유는 
인권영향평가는 권리 주체의 입장에서 인권영향이 가장 심각한 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라고 불러 마
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
기 때문이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이 기업에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의무 이행 절차의 하나
로 요구하는 ‘인권영향을 평가하는 것(assessing human rights impact)’을 참여적
이고 분석적인 방법에 의해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인권영향평가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인권영향을 평가
하는 것’과 ‘인권영향평가’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인권영향을 평가하는 것(assessing human rights impact)’을 넓은 의미의 
인권영향평가로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를 좁은 의미의 
인권영향평가 내지 정식 인권영향평가로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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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가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할 때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전제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인권영향평가 내지 정식 인권
영향평가이므로 특별히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나 규모가 큰 기업에 대출辛보증辛보험辛

투자 등을 하는 금융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 중 금융공공기관
• 자산의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또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공공기관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관
의 관련 사업이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와 연루되어 있다는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이 확인된 경우에도 이 가이드라인은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이행할 때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단계와 절차를 
설명한 1장, 가이드라인이 인권영향평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해 Q&A형
식으로 설명한 2장 그리고 1장과 2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풀이해 놓은 3장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계획 수립,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보고라는 4가지 이행 단계와 위 4가지 단계를 세분화 한 12가지 세
부 절차(수행 주체 구성, 범위 설정, 계획서 작성, 체크리스트 설계, 자료 수집 대상과 
방법 결정, 자료 수집, 영향의 유형과 원인 분석, 심각성 분석, 대응 계획, 사후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서 보고 및 공개)를 거치되 각 단계와 절차에서 효과적
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5가지 원칙인 참여성, 투명성, 책무성, 포괄성, 중대성을 준
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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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1) 사업 인권영향평
가를 수행할 주체를 구성해야 하며 2) 평가의 적용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즉 수행 주체는 평가의 대상이 될 사업과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 해당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인권 이슈를 정해야 한다. 
3) 이렇게 세 가지 영역(사업, 이해관계자, 주요 인권 이슈)의 범위를 
정한 뒤에는 전체적인 인권영향평가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별 단계의 이행 순서는 공공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1 수행 주체 구성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경영 담당자나 인권경영 
부서뿐 아니라 인권경영위원회나 관련 사업 부서, 감사실, 컨설팅 업체와 
같은 외부 기관이나 이해관계자 등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초기 단계에서 누가 인권영향평가를 주도하고 이끌어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즉 수행 주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행 단계와 세부 절차제1장

책무성

포괄성과 
중대성

참여성과 
투명성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계획 수립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진이 인권영향평가의 중요

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권영향평가 과정에 적절하게 관여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인권영향평가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배분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상세한 이행 지침과 같은 규범적인 인프라

를 갖추어야 한다.

평가 대상이 될 사업을 선정할 때 인권영향평가의 포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히 여기서 ‘인권’은 국제

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의미하고, ‘영향’은 공공기관이 직접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사업 관계에 있는 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포함된다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사업 관계에 

있는 기관의 관련 사업 중에서 인권영향이 가장 심각하고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인권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므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떠한 이해

관계자들을 참여시킬 것인지 그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서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가 되어 

인권영향평가의 시작 시점에서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1

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용되는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원칙단계별 적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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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관을 활용할 때 장점은 전문성, 

 내부 인원의 학습 기회, 객관성, 합리성이고 

 단점은 내재화의 한계, 정책적 반영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 내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말 

① 내부 인력의 역량 파악 
수행 주체 선정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 
내부 인력이 인권영향평가를 할 역량, 즉 기술과 전문성이 있느냐이다. 인
권영향평가를 할 역량이 있는지는 그 내부 인력이 인권영향평가를 
할 대상인 사업을 선정하고,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식별하여 그 원인을 밝히
고, 그에 대응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된다. 역량은 내부 인력의 개인적인 전문성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규모나 평
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성격, 관련 사업 부서의 저항 여부와 최고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와도 관련이 있다. 

② 내부적으로 수행 주체 구성
내부 인력의 역량이 인정된다면 인권경영 담당자 개인이 인권영향평가 수
행 주체가 될 수  있고 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 팀이 수행 주체가 되는 경우 
인권경영 부서의 인권경영 담당자들로 팀을 구성할 수도 있고, 
인권경영 담당자가 평가 대상이 될 사업 부서의 담당자와 함께 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 사업 부서의 담당자와 함께 팀을 구성하는 경우에 그 구
성원이 누가 될 것인지는 뒤의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구체화될 것이다. 

③ 외부 기관을 수행 주체로 선정
만일 내부적으로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 전부를 위탁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위탁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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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Guidance 
and Toolbox, 2016, p. 55.

④ 인권 위험이 큰 사업의 경우의 수행 주체 구성
대규모 농업이나 임업 플랜테이션을 운영하거나, 채굴이나 에너지 사업을 
하거나, 규모가 큰 건설 사업을 하거나, 분쟁 지역이나 거버넌스가 
약한 저개발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등 인권 위험이 크다고 알려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내부 인력의 역량 여부를 떠나 독립성, 전문
성, 중립성을 충분히 갖춘 외부 기관에 인권영향평가를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내부 인력이 외부 기관의 인권영향평가에 개입하
거나 역할을 분담하는 것보다는 온전히 외부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공공
기관의 임직원은 외부 기관의 구성원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권영향
평가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1

⑤ 수행 주체 구성과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수행 주체의 구성 단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소극
적으로 해당 인권영향평가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으나 권리 
주체나 권리 주체를 대표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수행 주체에 포함
시킬 수도 있다. 아직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기 전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를 수행 주체에 포함하거나 아래에서 이해관계자를 
식별한 뒤에 수행 주체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모범 사례

한국관광공사가 2019년 오시아노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인권 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외부 기관을 선정할 때 이해 상충 여부

를 고려하였다. 해당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외부 기관이 “평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이해상충을 야기하며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근 2년간 공사 측에 컨설팅 또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

는 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으로 사업적 중요도와 리스크 영향도를 함께 고려하였다. 사업적 중요도는 1) 사업 규모, 2) 미디어 

노출도, 3) 사업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하였고, 리스크 영향도는 1) 사업 범위, 2) 외부 이해관계자 유형, 3) 하도급 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였다. 이 중 리스크 영향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한 것으로 평가 대상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일종에 심각성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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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가 범위 설정

인권영향평가의 범위 설정은 평가의 대상인 사업을 정하고, 인권영향평가 과
정에 참여할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인권 이슈를 정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평가 대상 사업을 정
하는 것이다.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성패가 평가 대상 사업 선정에 달려있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이 인권영향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인권영향이 심각한 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제대로 식
별하여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인권영향평가가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반면 공공기관이 일부러 인권영향이 없거나 낮은 사업을 평가 대
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가 공공기관의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1.2.1. 평가 대상 사업 선정 
공공기관은 필요하다면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인권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
선순위를 정하고 순차적으로 일부 사업에 대해 먼저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이 다양하지 않은 작은 규모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매번 다른 
사업을 선정할 필요는 없으며 보통은 1년을 주기로 평가하지만 그 주기도 사
업의 성격이나 공공기관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한 이해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정하는 기준은 인권 영향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이
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여러 사업 중에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이 가장 심각할 것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평가 사업 선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부서마다 

 자신들의 사업에서 문제점이 나올 것을 우려했으나 

 임원들을 설득하여 OO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했다.  

 OO분야는 협력업체와 연관된 분야여서 인권 리스크가

 높아 우려했음에도 OO분야 임원이 관심이 많아서 

 관련 부서 임직원들이 인권협의체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자체 체크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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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 판단의 예

심각성은 부정적인 인권 영향의 범위와 정도 그리고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여기서 범위, 정도 그리고 회복 
가능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2

•범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받는가?
•정도: 어느 정도 심하게 또는 중대하게 인권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가?
•회복 가능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인권은 회복이 가능한 상태인가?

인권영향은 심각성 판단의 3가지 기준 모두를 다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더라도 인권영향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영향 발생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사업 환경’과 ‘인권영향에 대한 
대응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3

범위

정도

회복가능성

한 명 또는 두 명

14살 아동이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의 카운터
에서 일을 도움

차별적인 이유로 해고를 당했으나 보상과 사
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바로 복직이 됨

전체 지역 사회

10살 아동이 광산에서 일을 함

적절한 안전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고 일을 하
다가 불치병에 걸림

2. Shift, Oxfam and Global Compact Network 
Netherlands, Doing Business with Respect for 
Human Rights: A Guidance Tool for Companies, 
2016, p. 52.
3. Shift, Oxfam and Global Compact Network 
Netherlands, 앞의 자료, p. 53.

심각성 판단 기준 덜 심각한 예 더 심각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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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가능성 판단의 자료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심각성의 우위

4. Pacific Institute & Shift, Guidance for 
Companies on Respecting the Human Rights to 
Water and Sanitation: Bringing a Human Rights 
Lens to Corporate Water Stewardship, 2015, p. 
54.
5.  OECD,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2018, p. 45.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관의 사업 환경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관의 인권영향에 대한 대응 능력

•인권영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관련 

   국내법의 부재와 집행력 결여

•국내법과 국제 인권 사이의 불일치

•인권영향을 관용하는 사회·문화적 관행

•부패의 존재

•분쟁의 존재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의 부재

•인권 존중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절차의 부재

•인권 침해와 관련된 기록

•부패와 관련된 관행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마찰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인권영향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 두 요소 모두를 고려하되, 심각성에 더 주목해야 한다. 

사업선정 기준으로써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의 열지도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열지도의 세로축은

 심각성이고 가로축은 발생 가능성이며 파란색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심각성이 높으면 발생 가능성이 낮아도 

우선순위가 높다. 그리고 낮은 심각성과 높은 발생 가능성의 조합보다는 높은 심각성과 낮은 발생 가능성의 조합이 더 우선순위가 

높다.4 예를 들어 잠재적인 인권영향이 생명권 침해라는 심각한 영향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이 낮아도 우선순위가 

높다고 할 수 있다.5

발생 가능성

심
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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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권 규범에 대한 이해
공공기관의 사업 중에 부정적인 인권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영향이 가장 심각한 사업을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으로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한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과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의 핵심 협약)이 
있다. 그러나 기업에 인권 존중 책임이 있다고 할 때의 인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모든 국제적인 경성 규범과 연성 
규범상의 인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인권 규범이 포괄적이라는 
이해와 아울러 이러한 인권 규범이 기업과 인권의 맥락에서 갖는 함의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국제권리장전
���9    세계인권선언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사회권 규약)

•ILO 8대 핵심 협약
���9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ILO 협약 제87호)

���9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ILO 협약 제98호)

���9    강제노동 협약(ILO 협약 제29호)

���9    강제노동 철폐 협약(ILO 협약 제105호)

���9    동등 보수 협약(ILO 협약 제100호)

���9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ILO 협약 제111호)

���9    최저연령 협약(ILO 협약 제138호)

���9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ILO 협약 제182호)

•국제권리장전에 규정된 인권 중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일정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인권 등을 더 상세하게 규정한 협약과 선언
���9    여성차별철폐협약

���9    아동권리협약

���9    장애인권리협약

���9    이주노동자협약

���9    인종차별철폐협약

���9    강제실종협약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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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ILO 협약과 권고,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참고 자료]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규범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9개의 국제 인권협약의 영문과 국문본
���http://www.kocun.org/db.asp

•ILO 협약의 목록과 국문 번역본
���https://www.nosa.or.kr/portal/nosa/SpecData/govLaborData/iloCvn

•ILO 협약과 권고
���https://www.ilo.org/global/standards/lang--en/index.htm

•조약 기구별 일반 논평: 국제 인권협약에는 해당 체약국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조약 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자유권 규약에서 자유권 규약 위원회,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 

   권리위원회가 있다. 이러한 조약 기구에서 해당 국제 인권협약상의 인권 조항을 유권해석하는 일반 

   논평(general comments)을 내놓는데, 위 협약이 규정한 인권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려면 이러한 

   일반 논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http://www.kocun.org/db.asp

���https://www.ohchr.org/en/hrbodies/pages/tbgeneralcomments.aspx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나오는 권고나 결정 등: 아래는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인권 침해에 

   대해 내리는 권고나 결정 등을 국가별, 주제별로 검색을 할 수 있다. 만일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이슈에

   특화해서 검색을 하기를 원하면 Human Rights Theme 창에 Business and Human & Human Rights

  을 넣고 검색하면 된다. (특히 해외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지역의 인권 위험도 파악할 수 있다.

���https://uhri.ohchr.org/en/search-human-rights-recommendations

③  전체적인 사업의 범위를 파악 
공공기관이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되는 방식에는 ‘야기’나 ‘기여’뿐 아니라 ‘직
접 연관’도 있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에 대해서 전반적이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공공기관 자신의 사업 전반
•공공기관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관
•공공기관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관의 관련 사업
•위 사업을 구성하는 공정이나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④  기존에 심각한 인권영향이 있다고 알려진 사업을 확인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공공기관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관의 관련 사업 
중에서 언론 보도, 시민단체의 보고서,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절차 등을 
통해 이미 심각한 인권영향이 있다고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있다면 
그 사업보다 더 심각한 인권영향이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한 해당 
사업을 평가 대상 사업으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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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전 기초 조사를 통해 고위험 영역 추리기
기존에 심각한 인권영향이 있다고 알려진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 기
초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공공기관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관
의 관련 사업 중에서 부정적인 인권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
이 심각한 사업이 속해 있을 고위험 영역을 우선 추려야 한다. 

고위험 영역은 산업, 제품이나 용역, 지역, 사업 관계에 있는 기관과도 관
련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두 개 이상의 산업에 
속해서 여러 제품을 생산하거나 다양한 용역을 제공하는데, 그 제품을 생
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 관계를 형성한 여러 
협력업체들이 있고, 그 협력업체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은 사전 기초 조사를 통해 위 산업 중에서 
고위험 산업(예를 들어 채굴 산업)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생산하는 
제품 혹은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도 고위험 제품(예를 들어 위험한 
화학 물질을 원료로 하는 제품)과 용역(예를 들어 보안 서비스)을 추릴 수 
있고, 제품을 생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업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속한 국가에 대해서도 고위험 지역(예를 들어 미얀마)을 

Nevsun Resources Ltd.의 비샤 광산 채굴 사업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단 인권영향평가

2013년 1월 Human Rights Watch는 Nevsun의 비샨 광산에서 일어나는 강제노동 및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Nevsun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폭로하였다. 이에 Nevsun은 2013년 7월 비샤 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LKL International Consulting에 비샤 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의뢰하였다. 최초 주요 인권 이슈는 광산 건설을 위해 계약을 맺은 현지 회사 Segen을 통해 

발생한 강제노동 문제였으나,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강제 노동 외에도 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른 인권 이슈(산업안전, 

임금, 노동시간, 결사의 자유, 비차별, 괴롭힘, 아동 노동, 고충처리절차, 지역 개발, 환경권 등)를 포함시켰다. Nevsun는 2014년 

4월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캐나다 국회의 인권위원회, 캐나다 및 국제 인권단체, 유엔 관련 기구, 투자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의 후속 작업으로 대응 계획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권고받았다. 이에 Nevsun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응 계획 이행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였고 2015년 

8월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주요 인권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언론 보도  분석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실제로 인권 위험이 큰 사항을 주요 인권 이슈로 선정하였다. 또한 인권 리스크 별로 리스크 발생 가능

성, 리스크 발생 시 심각도, 리스크 발생 시 책임에 대해 각각 분석하여 체크리스트 설계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모범 사례

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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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영역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인터넷 사이트

•산업별, 국가별, 기업별로 문제가 된 인권 위험: 아래 인터넷 사이트의 Search로 들어가서 Filter 
   기능을 사용하면, 다양한 문헌 (언론 기사, 보고서, 소송자료 등)에 나타난 산업별, 국가별, 기업별로 
   문제가 되었던 인권 위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

•국내연락사무소(NCP) 진정 사건 기록: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된 
   국내연락사무소에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진정(specific instance)를 제기한 사건들을 산업별, 기업별,
   국가별, 위반한 가이드라인 조항별로 검색할 수 있다. 
   https://complaints.oecdwatch.org/

•고위험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덴마크 국가인권기구가 만든 것으로 국가별 인권 위험을 알 수 
   있는 가이드이다. 
   https://globalnaps.org/human-rights-and-business-country-guides/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업체들의 과거의 인권영향 기록과 현재의 관
행을 보면서 고위험 업체를 추릴 수 있다.

사전 기초 조사는 관련 노동자나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문헌에 대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는 인터뷰 혹은 설문 조사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문
헌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해당 산업, 제품이나 용역, 기관의 인권 위험과 관련된 언론 보도
•국제기구, 정부, 국가인권기구, 시민단체, 노조 등이 발행한 보고서
•해당 사업이 수행되는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구제절차에서 나온 자료. 이러한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9    소송이나 심판의 결정문
���9    유엔 인권 조약 기구의 결정이나 권고
���9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설치된 
                  국내연락사무소 진정 사건 기록
���9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나 권고
���9   공공기관 내부의 고충처리절차에 제기된 사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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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에서의 Facebook 사업 인권영향평가

Facebook이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 자체는 국가별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acebook은 개별 
국가의 고유한 문화·사회·정치적 배경에 따라 Facebook의 사업이 미치게 될 인권영향의 성격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이 각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개별적으로 시행하였다. 

y�캄보디아

o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탄압과 선거 부정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Facebook의 콘텐츠는 
인권운동가들이 결집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그들을 탄압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쓰이는 이중적인 상황이 전개되
고 있다.
o 법 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심각한 정도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o 캄보디아 국민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y�스리랑카

o 인종과 종교가 다른 그룹 사이의 지속적인 분쟁(Sinhalese와 Tamil 족의 분쟁)으로 소수 민족이 차별과 인권 침해
를 받아왔으며,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적 언동은 온라인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편견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o 2009년 내전 종식 이후에도 인종에 대한 구별은 스리랑카의 사회와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o 특히 해당 인권영향평가가 실시된 2018년 인권옹호자와 언론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 감시, 괴롭힘 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o 스리랑카에서 Facebook을 이용하는 인구는 매달 685만 명, 하루 440만 명에 이른다.

y�인도네시아

o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중의 하나로 비무슬림 인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과 가짜 뉴스 확산, 여성과 아동과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와 탄압 등이 심각한 국가 중 하나이다. 
o 헌법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인권단체들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지속적인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있음을 강조해 왔다. 
o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이 법제적으로는 매우 강력하게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소셜미디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별도의 법률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Facebook은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에서 Facebook자체뿐 아니라 Facebook메신저 애플리케이션, Whatsapp, 
Instagram등 기타 연결 사업 부문까지 아울러서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 자료수집 단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체와 이해관계자 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시민사회와 협업을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35개의 시민사회단
체와 기타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Facebook은 독립된 외부기관이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의 요약 번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해당 요약본에는 각 이해관계자 혹은 권리 주체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가 간략히 정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Facebook의 대응 계획과 제언도 함께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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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분류

⑥ 고위험 영역에 속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와 같이 고위험 영역이 추려지면 조금 더 자세한 기초 조사를 통해 
그 위험 영역에 속한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공공기관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관
의 관련 사업 중에서 부정적인 인권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이 가장 심각한 사업을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  

1.2.2. 이해관계자 파악
인권영향평가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정해야 한다.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해서 절
차 전반에 걸쳐서 지켜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이기에 인권영향평가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자가 누
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① 포괄적으로 이해관계자를 파악
공공기관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이해(interest)를 가진 사
람이나 그룹이 이해관계자이다. 인권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권리 주체, 의무 주체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그룹의 이해가 인권인 경우에 그 사람이나 그룹은 권리 주체

가 된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노동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의 노동자와 그 가족, 해당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소비자 등이 있다.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권리 주체의 인권에 부정

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자 중에 권리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권리 주체를 파악할 때에는 아동과 여성과 장애인과 소수인종이나 선주민 등 취약한 그룹들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그룹의 이해가 영향에 대응해야 할 

의무(duty)인 경우 그 사람이나 그룹은 의무 주체가 된다. 여기에는  해당 공공기관, 

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급업체 및 도급업체 등 협력업체, 합작 투자한 조인트 벤처의 비즈니스 

파트너, 공공기관의 소속 부처와 같은 관련 정부 기관 등이 있다.

권리 주체나 의무 주체 외에 인권영향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룹이다. 

여기에는 국가인권기구, 시민단체, 유엔 인권기구, 대사관 등이 있다. 

노조와 인권옹호자의 경우 권리 주체를 대표하는지에 따라서 

권리 주체로 분류할 수도 있고 기타 이해관계자로 분류할 수도 있다.

권리 주체

의무 주체

기타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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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되는 이해관계자 파악 
공공기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의 이해가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위 이해관계자 중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를 파
악한다. 

“하다못해 망원시장에서 이해관계자 분석을 

  해도 산더미처럼 나온다. 그런데 발전소나 

  공항에서 이해관계자를 분석하는 데 5가지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 문제이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말

③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 정하기 
공공기관은 모든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이들을 사업 인권영향평가 과
정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 이해관계자가 많아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자가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사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인권영향을 모두 고
려해야 한다. 기관은 위 두 가지를 기준으로 이해관계자 지도를 
만들어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데 특히 사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인권영향은 높지만 사업에 관해 의견을 접수할 통로가 없거나 
영향력이 현저히 낮은 이해관계자를 우선순위의 이해관계자로 보고 평
가에 참여시켜야 한다.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 인권영향평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비축농산물 위생·안전 관리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을 평가하면서 파견 직원과 소비자, 

해외 공급자 및 국내 농가까지 이해관계자에 포함시켰다. 또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참여업체를 이해관계자에 포함시켰으며, 청년 해외 개척단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서는 파견직원들에 대한 인권 

영향까지도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망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폭넓게 확인하였다. 

실제로 인권영향평가 결과 공급망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부정적인 인권 영향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모범 사례 

6.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앞의 
자료,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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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보통
낮은 수준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경험하
며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이
해관계자 그룹 

우선순위 : 낮음
낮은 수준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경험하
며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이
해관계자 그룹 

우선순위 : 비교적 높음
높은 수준의 부정적 인권영향을 경험하며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또한 큰 이해
관계자 그룹

우선순위 : 비교적 높음
부정적 인권영향은 높지만 사업에 영향력
을 미칠 수 없는 인권 취약그룹

주요사업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인권영향

이해관계자가 
주요 사업에 

미치는 영향력

높음낮음

높음

[참고자료] 
이해관계자 우선순위 지도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Guidance 

and Toolbox p.98, HRIA Stakeholder power map. 

[이해관계자 (우선순위) 지도 예시]

④ 이해관계자의 대표 식별 
이해관계자, 특히 권리 주체의 숫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개
개인을 만나는 것보다는 신뢰할 만한 이해관계자의 대표인 노조나 인권옹
호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 노조나 인권옹호자에 의해서 
대표되지 않는 그룹들이 있다면 그 그룹에 속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
요가 있으며 특히 취약한 그룹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⑤ 객관적인 이해관계자 식별 
사업 인권영향평가에서 참여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이유는 공공기관 주
도의 인권영향평가가 최소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권리 
주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공공기관 주도의 평가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를 공공기관에 우호적인 정보만 주는 사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식별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정할 때 사업 부서에서 주는 명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인권영향평가 수행 주체가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샘플링할 필
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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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주요 인권 이슈 파악 

평가의 대상이 될 사업을 선정했고 이해관계자를 파악했다면 그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권 이슈를 파악해야 한다. 이미 평가 대상 사업의 선정 과
정에서 인권 이슈가 확인되었지만 그 인권 이슈 모두에 대해서 사업 인권
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주요한 것을 정해야 한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주요 인권 이슈를 파악해야 그 이슈를 가지
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그것을 가이드 삼아 평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에 어떤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있

는지 매핑을 한다. 그리고 각 프로세스마다 어떠한 실

제적 또는 잠재적 인권 위험이 있는지 뽑아낸다. 이때 

중요한 것이 실태조사인데 과거 보고서나 미디어를 리

서치하고, 지역 주민센터, 지역주민, 협력업체 노조, 전 

직원, 현 직원, 민원인,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설문 

조사 한다. 이렇게 나온 인권 위험을 공공기관의 인권

경영 담당자와 함께 협의를 하여 일부 인권 위험은 삭

제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말

①  확인된 인권 이슈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기
이미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이라는 기준을 적
용하여 문제가 되는 인권 이슈를 확인하였지만 확인된 인권 이슈가 많고 
그것에 대해 동시에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권 
이슈 중에서도 그 영향이 가장 심각하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택
하여 주요 인권 이슈로 삼아야 한다.

②  주요 인권 이슈가 제대로 정해졌는지 이해관계자를 통해 확인받기
주요 인권 이슈가 정해지면,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자, 특히 권리 주체와 
인권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주요 인권 이슈가 정해진 과
정을 설명하고 그들로부터 주요 인권 이슈가 제대로 정해졌는지 확인받
아야 한다.

“주요 사업을 먼저 정하고 그 주요 사업 절차 별로 이해

 관계자를 식별한 뒤에 그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실태조사

 를 통해서 인권 이슈 혹은 인권 위험을 파악한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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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권 이슈의 예7

기업 산업 주요 인권 이슈 출처
ABN AMRO

Ericsson

H&M

Total

Uinlever

금융

전자정보통신

의류

에너지

음식과 음료

사생활보호

차별

노동권

토지 관련 권리

사생활보호

표현의 자유

노동권

공정한 생활 임금

보건과 안전

강제노동

차별과 괴롭힘

아동노동

결사의 자유

사회보장

토지 관련 권리

노동 시간

물에 대한 접근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공정한 노동조건

토지에 대한 접근

건강권

적절한 생활 권리

권력의 남용

차별

공정한 임금

강제노동

결사의 자유

괴롭힘

보건과 안전

토지에 관한 권리

노동시간

2015년

연례 보고서

2015년

지속가능성/사회적 

책임 보고서

2015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2016년 인권 논평

2015년 인권보고서

7. Shift, Oxfam and Global Compact 
Network Netherlands, 앞의 자료,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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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획서 작성 

계획 수립의 마지막 단계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계획서는 인권영향
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평가가 
계획에 따라 제대로 수행이 되었는지 사후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 계획서는 인권영향평가의 완료 시점에 제출하
는 결과 보고서에도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의미 있는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의 시작 시점부터 이해관계
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①  계획서 초안 작성
인권영향평가 계획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 수행 주체의 구성과 역할
•인권영향평가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과 역할: 
   공공기관에 인권경영위원회가 있는 경우 인권경영위원회가 
   인권영향평가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담당하며 인권경영위원회가
   없는 경우 공공기관은 인권영향평가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의사결정기구는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평가 계획서를 승인하며 나중에 
  인권영향 평가 분석과 대응 조치가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평가 범위(평가 대상 사업, 이해관계자, 주요 인권 이슈)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책정된 예산, 
•인권영향평가의 전체 일정
•방법론
•결과 보고서의 주요 구성항목과 공개 방법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사후 평가 계획: 
   인권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가 계획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계와 절차 그리고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획서에 인권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 계획이 담겨야 한다.

② 계획서의 승인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 의사결정 기구는 인권영향평가 계획서를 검토
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한 뒤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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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주체) 편성 및 운영을 위한 방향, 인원, 기간, 조사 방법, 

 과정,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하고 개선할 것인지, 

 향후 보완 방법까지 전반적으로 담아 (계획서를) 전 직원들에게 

 먼저 공개를 하고 개요 및 방향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했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의 말

      자료 수집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설정한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이 당면한 인권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③ 계획서의 공개
이해관계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획서의 전부 
혹은 핵심적인 부분은 공개되어야 한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 적용되는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원칙단계별 적용 원칙 

인권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는 

문헌 조사나 현장 방문 조사와 더불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권리 주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참여성

체크리스트 작성과 자료 수집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 개념의 포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포괄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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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tps://www.humanrights.dk/sites/
humanrights.dk/files/media/migrated/hrca_
quick_check_english.pdf

2.1.  체크리스트 설계
체크리스트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파악한 평가 대상 사업의 주요 인권 
이슈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의 모음으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사용되는 가이드와 같은 것이다. 공공기관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에 사용
되었던 체크리스트8등 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체크리스트는 특정한 
사업의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도구이므로 파악한 주요 인권
이슈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또한 인권영향평가는 “참
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인권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체크리스트를 사업 부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답을 다는 것으로 자료 수집을 다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자가점검은) 공공기관 내부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인권 이슈를 내재화할 수 있지만, 자가점검이 

  인권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이다.   

  자가점검을 했으면 최소한 제3자 검토의견서를 

  붙이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자가점검의 근거와

 실체가 있는지 점검해 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말

①  체크리스트의 목적과 한계에 대한 이해
공공기관은 체크리스트가 인권영향을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체크리스트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심각한 인권영향을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발견하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

②  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지표 만들기
공공기관은 체크리스트를 설계할 때 평가 대상 사업이 주요 인권 이슈(예들 
들어 강제노동)의 해당하는 인권(예를 들어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따라서 주요 인권 
이슈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지표가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요 인권 이슈에 해당하는 인권 목록
•인권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지표 
•자료수집 담당자 
•자료수집 일정 
•자료 수집의 대상과 출처 (아래 2.2.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자료 수집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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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를 구성하는 지표는 숫자나 비율의 형식인 질적 지표와 이야기 
형식인 양적 지표,  판단에 기반한 주관적 지표와 자료에 기반한 객관적 지
표, 구조 관한 지표와 관행에 관한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9 
구조에 관한 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인권 이슈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만큼 인권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자료 수집을 위한 지표를 만들 때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해당 주요 인권 위험이 근거하고 있는 규범을 찾아서 해당 인권을 구성
하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 인권이 해당 
사업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그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양적, 주관적·객관적, 구조적·관행
적인 범주를 염두에 두면서 만들어야 한다.

9. OHCHR, Human Rights Indicators: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2012, 
pp. 16-19. 

체크리스트 지표의 범주화

•질적/주관적/관행 지표
 

•질적/주관적/구조 지표

•질적/객관적/관행 지표

•질적/객관적/구조 지표

•양적/주관적/관행 지표

•양적/주관적/구조 지표

•양적/객관적/관행 지표

•양적/객관적/구조 지표 

이야기 형식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기반해서 관행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고 있다.

이야기 형식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기반해서 법과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위한 공
정한 임금 수준을 상회한다. 

이야기 형식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서 관행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 (사건 기록을 근거로) 보안업체 직원에 의해서 쟁의 행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폭력을 당하였다. 

이야기 형식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서 법과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 사업이 이루어지는 국가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였다. 

 숫자나 비율의 형식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기반해서 관행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물의 양이 몇 %로 줄었다.

숫자나 비율의 형식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기반해서 법과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 몇 %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당국에 의해 피해자로 식별이 되지 못한다. 

숫자나 비율의 형식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해서 관행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의 노동자가 현재 몇 명이 고용되어 있다. 

숫자나 비율의 형식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기반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예) 법적으로 휴식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다.

③ 체크리스트 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체크리스트가 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인권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은 체크리스트 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특히 인권 전문가와 권리 주체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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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ECD, 앞의 자료, p. 64.

문헌 자료의 분류
주요 사업의 인권영향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이미 공공기관 내외부에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문헌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문헌은 다음과 같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별할 수 있다.10

•1차 자료
���9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9    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

���9    공공기관의 정책과 정책 이행의 기록  

���9    해당 사업과 관련 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 평가의 결과 

���9    고용, 빈곤 수준, 건강 및 교육 기준, 임금, 근로 조건 및 산업 보건 

                  및 안전 등에 관해 정부 기관에서 생성 한 데이터

���9    지역 사회 고충 및 민원에 관한 기록 등

���9    감사 보고서

���9    보건안전검사 보고서

���9    근로 감독 관련 보고서

•2차 자료
���9   학계,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기관 및 산업 기관의 연구 및 지표

���9   NGO와 부문별 국내 및 국제 노동조합에서 발표한 연구 및 지표

���9   해당 지역에서 수행되는 다른 사업과 관련된 정보

���9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주요 문제에 대해 지역 사회 

                (예를 들어 선주민 또는 지역 대표 조직)에서 수행한 연구

���9   해당 사업과 관련 있는 언론 보도 자료 등

2.2 자료 수집 대상 및 방법 결정

공공기관은 체크리스트의 개별 지표를 가이드 삼아 어떤 자료를 통해 
어떻게 자료 수집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자료 수집의 대상으로 크게 
문헌, 이해관계자 그리고 현장이 있고,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자료 수집의 
대상에 따라 문헌 조사, 인터뷰(개별 인터뷰와 초점 그룹 인터뷰)와 설문 조
사,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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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공기관의 건설 사업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Total E&P의 파푸아뉴기니 LNG 사업 인권영향평가

비모범 사례 

모범 사례 

A공공기관은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권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인권영향 

여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더 이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효과적인 자료수집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A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수집의 방법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미 접수된 민원 혹은 고충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효과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정보의 정확성 및 검증 가능성과 더불어 권리 주체의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인 Total E&P는 ExxonMobil, Oil Search 등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Papua LNG 프로젝트 관련 협정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 

시작 단계에서 Total E&P는 환경, 사회, 건강 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러한 영향평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덴마크 국가인권기구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인권영향평가는 덴마크 

국가인권기구의 주도 하에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의 광업과 사회적책임 센터(CSRM, Centre for Social Responsibility in Mining), 

파푸아뉴기니 내 지역 컨설팅업체인 Tanorama와 함께 진행되었다. 퀸즈랜드 대학교의 광업과 사회적 책임 센터에는 파푸아뉴기니

에서 채광업 관련 연구 조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인류학자가, 컨설팅업체 Tanorama에는 사회복지 업무 경험이 있는 지역 전문가

가 참여했다.

인권영향평가 수행 주체는 우선 사전 기초 조사를 통해 인권영향평가의 범위를 주제별, 지역별로 구분하였다. 이미 환경, 사회, 건강 

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중복을 피해 평가의 범위를 성(gender)과 관련된 이슈, 안전(security)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지

역의 특성 상 분쟁(conflict)과 관련된 이슈의 

세 주제로 한정하였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문헌 조사와 함께 총 10일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

를 포함해 총 40명에 대해서 사람 당 약 1시간 동안 개별 인터뷰를 하였다. 

또한 총 10개의 지역 사회 주민에 대해 그룹당 1~2시간 동안 초점 그룹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초점 그룹 인터뷰는 지역 사회별로 여

성과 남성 그룹으로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의 목적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되어 제시되었고, 확인된 부정적이 영향을 예방 또는 저감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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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에 분유 판매와 유통 사업을 시작하려는 Arla가 덴마크 국가인권기구의 도움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여러 NGO와 연구기관, UN기구, 무역 컨설턴트와 사업 파트너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Arla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Arla의 분유 판매와 유통은 나이지리아 현지의 소규모 낙농가의 소득과 농부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Arla의 분유 판매로 인해 나이지리아 현지의 잠재적인 유제품 생산력을 저해하는가?

•Arla의 분유 판매와 유통으로 국내 낙농 사업을 개발하려는 정부의 투자 의지를 감소시키는가? 

•Arla의 분유 판매와 유통이 나이지리아의 낙농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현장 방문 조사에서 심층면담한 이해관계자의 우려와 포부는 무엇이며, 문헌 조사화 함께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발견한 점은 

무엇인가?

Arla는 현지 NGO들이 우려하는 대로 Arla의 분유 사업 진출이 나이지리아 지역 낙농가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식별

하기 위해서 나이지리아 낙농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광범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특히 우유를 생산하는 현지 소규모 

낙농가들의 생산과 유통과정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한 달간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다. 폴라니(Fulani)족 

농부들이 우유를 생산하는 남부지역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우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

권영향평가 과정에서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Arla는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나이지리아 시장 진출이 나이지리아의 낙농업과 전통적인 우유 생산 및 유통, 판매 과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잠재적 인권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을 하였다. 특히 Arla는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의 유형(기여 또는 직접 연관)을 분석하였고 다양한 각도에서 권리 주체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나이지리아 북부의 소규모 낙농업에 생계를 의존하는 폴라니족 중에서 주로 우유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들이 

가장 인권영향에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유목 생활을 통해 소를 기르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침해에도 

취약하며, 유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경쟁력도 낮았다. 

2.3 자료 수집 

①  최적의 자료 수집 대상과 방법을 조합 
공공기관은 인권영향을 가장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자료 수집 대상과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체크리스트의 각 지표가 속한 범주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질적/주관적/관행 지표는 이해관계자, 특히 권리 

주체에 대한 인터뷰의 방식으로, 질적/주관적/구조 지표는 이해관계자 중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의 방식으로, 질적/객관적/관행 지표는 현장 방문 조사의 방식으로, 

양적/객관적/구조 지표는 통계와 같은 문헌에 대한 조사의 방식으로, 양적/

주관적/구조 지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 조사의 방식으로 확인하기 쉬울 것이다.

Arla의 나이지리아 시장 진출 사업 인권영향평가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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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수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  
공공기관은 정보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복수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고용, 교육, 승진 및 
퇴직 전 과정에서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지표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한 종류의 자료 수집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헌에 대한 
조사(이해관계자가 제기한 민원 기록, 언론 보도, 고용노동부 진정에 대
한 결정문, 성별영향평가 자료)와 이해관계자 인터뷰나 설문 조사(노동
자에 대한 인터뷰나 설문 조사), 현장 방문 조사를 필요와 적절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③ 필수적으로 이해관계자 참여
참여성은 인권영향평가 전반에 걸쳐서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이지만 가
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계는 자료 수집이다. 인권영향평가란 
‘참여적’이고 분석적인 방식에 의해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인권영향향
을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준비와 계획 단계에서 식별한 이해관계자들이 
의미 있게 자료 수집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자의 고충과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인
터뷰와 초점 그룹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설문 조사의 방식도 활용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취약한 그룹에 속한 이해관계자들이 자료 수집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나이지리아의 높은 영양실조 상황과 증가하는 인구로 인하여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나이지리아 국내에서 

이를 감당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Arla의 분석에 따르면 Arla이 분유를 가공한 유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나이지리아 소규모 낙농가에 직접적인 인권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값싼 분유의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생우유를 생산하는 낙농

가들의 수입 감소와 정부의 지원 

감소 등의 잠재적인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더 나아가 생우유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낙농업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신선한 우유를 필요로 하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Arla는 자료 분석을 토대로 분유 사업의 진술이 직접적으로 소규모 낙농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나이지

리아의 우유 생산과 보관 및 유통과 판매에 이르는 낙농업 공급 사슬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he Milky way to 

Development(낙농업 개발 계획)’이라는 대응 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공개하였다. 

11. 자료 수집 방법으로 데이터 삼각법을 적
용할 수도 있다. 문헌 조사, 현장 방문 조사,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와 설문 중에서 두 가
지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지표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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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뷰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Kuoni Travel Holding Ltd. 의 인도 관광 사업 인권영향평가모범 사례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자가 두려움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인터뷰를 하는 등 안전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인터뷰를 한 

이해관계자가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해야 한다.

Kuoni Travel Holding Ltd.는 인권영향평가를 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을 식별하였다.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직원처럼 기

업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 그룹, 협력업체 직원처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 그룹(협력업체, 아웃소싱 업체, 지역사회, 노동조합 등), 그리고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

자 그룹까지 폭넓게 선정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인권영향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NGO 등도 이해관계자로 식별했다. 평가팀은 기업의 경영진, 직원,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의 관리자와 노동자들, 아동인권 

관련 NGO, 시민 사회 등 총 184명의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조사했다. 이 중 105명은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소규모 그룹으로 만났

고, 79명은 워크숍의 형식으로 만났다. 

Kuoni Travel Holding Ltd.는 문헌 조사와 자문을 통해 파악된 주요 인권 이슈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각 이해관계자 그룹

과 인터뷰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수행 주체는 이해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그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음

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y�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녹음이나 

      녹화 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렸다.

y�미리 이메일, 현지 주선자(NGO 등)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인권영향

     평가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y�모든 인터뷰는 인터뷰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문서화했다.

y�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조사자의 정보를 알렸다.

y�대부분의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었으나, 지역사회 대표 및 주요 협력사 

     직원과의 인터뷰는 통역을 통해 소통하였는데, 성별에 따른 관심사가 

     통역 과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여성 통역사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y�인터뷰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에 

      관해서는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거나 관련한 회의를 할 때 인터뷰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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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 방문 조사 
사업의 물리적 환경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실태, 건축물의 장애인 접근성, 특정 구조물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방문 조사가 필요하
다. 공공기관은 현장 방문 조사의 물리적 범위와 소요 자원을 적절히 식
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발견한 사항을 기
록으로 남겨야 한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해당 사업 부서가 

  답변을 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후 현장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였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담당자의 말 

창원경륜공단에서는 문헌 조사, 설문,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인권 영향 요소에 대해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를 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장애인 및 여성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

어 있는지, 인권경영헌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 반 괴롭힘 정책 선언문 등이 게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안전보건 

절차 및 활동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확인을 하였다.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창원경륜공단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산업보건안전 

이슈를 넘어 인권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창원경륜공단의 경륜 사업 인권영향평가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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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분석 

자료분석 단계는 인권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단계로 
1) 인권영향 여부, 원인, 유형을 분석하고, 2) 인권영향의 심각성을 분석한 
이후, 3) 인권영향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인권영향 여부, 유형, 심각성에 대한 분석은 이후 구체적인 대응 계획의 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영향뿐 아니라 잠재적 영향까지 확인하며, 공공기관

이 인권영향에 연루되는 다양한 방식(야기, 기여, 직접 연관)과 함께 그 영향이 누적적인지 혹은 과거 유산

(legacy)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해야 하므로 인권영향평가 개념의 포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응하는 활동의 우선순위는 영향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데, 이는 인권 침해의 범위, 정도, 그리고 피해의 회복 가능성 또는 복구 불능성 등 중대성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는 결국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찾아서 그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책무성의 

원칙에 따라 식별된 인권영향에 대한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러한 대응 계획에는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이나 고충처리절차 개선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영향의 여부, 대상, 원인과 유형을 분석할 때뿐 아니라 인권영향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에도 이해관계

자, 특히 권리 주체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응 계획을 포함한 분석 결과에 권리 주체가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포괄성 

중대성

책무성

참여성

3.1. 영향 여부, 원인, 유형 등을 분석
자료 수집 단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후에는, 
이를 가지고 사업과 관련한 부정적인 인권영향이 있는지, 영향을 받는 사
람, 영향의 유형, 영향의 원인 등을 분석해야 한다. 

① 인권영향의 여부와 인권영향의 대상 분석
인권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권리 주체의 어떤 권리에 대한 부정적인 영
향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선주민, 여성, 이주민 등 취약한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인권영향의 유형 분석
인권영향의 유형에는 실제적 영향과 잠재적 영향이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 
두 가지 영향을 모두를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 적용되는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원칙단계별 적용 원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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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영향 중에는 누적적인 영향과 과거 유산(legacy)영향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이러한 유형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누적적 영향은 
예측과 예방이 훨씬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누적 영향은 느
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효과적인 문제 제기와 누적적인 영향에 연루된 공
공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운 반면, 누적되면서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다. 

•누적적인 영향(cumulative impact): 
   공공기관의 행위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지만  다른 기관의 행위와 결합해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과거 유산 영향(legacy impact): 
   과거 유산 영향은 선행 사업 주체가 남겨 놓은 부정적인 인권 
   영향과 관련된 영향이다.

•잠재적 영향(Potential Impact): 현재에는 영향이 없지만 
   사업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의미한다.
•실제적 영향(Actual impact): 이미 발생했거나 현재 발생 중인 
   영향을 의미한다. 

잠재적 영향과 실제적 영향의 예

누적적 영향과 과거 유산 영향의 예

•팜오일 사업을 하는 S 기업은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을 확장할 경우 상수원 부족 문제로 인해 

   지역 주민이 이주를 해야 하는 등 물에 대한 권리와 주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잠재적 영향)
•바이오연료 사업을 하는 M 기업은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폐수를 강으로 방류하여 물이 오염되고 강의 물고기가 폐사하여 

   수상가옥에 살면서 강물을 식수와 물고기 양식장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적 영향)

•바이오연료 사업을 하는 M 기업은 허용되는 기준치를 넘지 않는수준에서 폐수를 강으로 방류하였지만 그 강 주변의 농장에서 

  배출한 폐수와 합쳐져 누적적으로 강물이 오염되고 강의 물고기가 폐사하여 수상가옥에 살면서 강물을 식수와 물고기 양식장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에 영향을 미쳤다. (누적적 영향) 
•선행 사업 주체가 열대 우림을 대규모 팜 농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열대 우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선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팜 농장을 S 기업이 인수받아 그 농장에서 팜 오일 사업을 하면서 선주민과 지역주민의 

   생존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 유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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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권영향의 원인 분석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야기한 인권영향뿐 아니라 발생에 기여한 인권영
향,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권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야기: 부정적인 인권영향이 공공기관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직접 발생한다는 뜻은 공공기관의 행위와 부정적
인 인권 영향 사이에 다른 기관의 중간 매개 행위가 없다는 것이다. 

•기여: 공공기관이 다른 기관이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공기관이 
다른 기관이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나 부추기
거나 장려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하나 이상의 다른 기관과 
함께 누적적으로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적적
인 영향은 기여의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영향에 연루되는 것이다.

•직접 연관: 공공기관이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야기’하거나 부정적인 인
권 영향에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과 사업 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
의 행위가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일으키는 경우, 그 부정적인 인권 영향이 
공공기관의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공공기관과 
그 부정적인 인권 영향 사이에는 직접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야기의 방식으로 인권영향에 연루되는 사례

기여의 방식으로 인권영향에 연루되는 사례

•공공기관은 사업 진행을 위한 직원 고용 과정에서 선주민 지원자는 고용하지 않는 차별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야기의 방식으로 

   공공기관이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전자회사 경영진이 노동조합을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고의 위협을 가한 경우는 그 전자회사는 야기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제약회사가 부적절할 광고를 통해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진통제를 마케팅을 한 경우 제약회사는 야기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담배 제조 회사가 담배를 광고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마케팅을 한 경우 담배 회사는 야기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팜오일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적절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라고 한 경우 

   야기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공공기관은 공사 과정에서 법규에서 허용 가능한 양의 오염물질 (예: 비산먼지)을 발생시켰지만 근처 

   다른 지역 공사장의 오염물질과 합쳐지면서 지역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공공기관은 기여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전자회사가 자신에게 리모컨을 공급하는 회사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노동자를 해고하라고 

   종용을 한 경우 그 전자회사는 기여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인터넷 회사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였고 정부는 그 정보를 가지고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찾아서 기소한 경우 그 인터넷 회사는 기여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어느 건설 회사가 비인도적으로 처우를 받고 있는 제소자를 구금하기 위한 시설을 지어준 경우 

   그 건설회사는 기여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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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관의 방식으로 인권영향에 연루되는 사례12

•공공기관이 어느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회사가 그 빌린 돈으로 강제노동을 사용하여 건물을 지은 경우 공공기관은 

  직접 연관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공공기관이 자신이 투자한 조인트 벤처가 공급하는 목화 펄프로 지폐를 만들고 있는데,  그 조인트 벤처와 원료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업체에서 목화를 재배하면서 아동노동을  사용하고 경우 공공기관은 직접 연관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제약회사가 부작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하여 진통제를 약국에 공급하였으나 약국에서 소량으로 다시 포장을 

   하면서 위 정보를 삭제한 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판 경우 제약회사는 직접 연관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가스 회사가 분쟁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인구의 이동이 갑자기 일어났고 그로 인해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가스 회사는 직접 연관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연기금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투자운영사를 통해서 철강기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철강기업은 다른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구성을 했고 조인트 벤처가 토지 강탈을 야기하거나 토지 강탈에 기여한 경우 공공기관은 직접 연관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광물 회사가 인도에서 채굴 사업을 하면서 주정부와 MOU를 맺었고, 주정부는 그 MOU에 따라 광물 운반을 위한 철도를 

   닦아주기로 하였는데, 위 철도 건설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시위를 하자 주정부 경찰은 시위하는 주민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한 경우 그 광물 회사는 직접 연관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벤처 캐피털 회사가 광물 회사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광물회사가 주정부와 MOU 맺어서 주정부는 그 MOU에 따라 

  철도를 건설을 하는데 그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주정부 경찰이 불법 체포한 경우 그 벤처 캐피털 회사는 직접 연관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음료 회사가 코코아를 어떤 브로커로부터 공급받고, 그 브로커는 로컬 도매상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 로컬 도매상은 수천 명의 

  농부에게 코코아를 공급받는데, 그 농부 중 일부는 아동노동에 의존을 하는 경우 음료 회사는 직접 연관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전자 회사가 그 부품을 다양한 협력업체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그 중에 한 협력업체는 콜탄을 사용해서 부품을 만들고, 

  분쟁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광물 업자는 그 부품 제조 업체에 콜탄을 공급하는데, 그 광물업자가 사설 경비업체를 사용해서 

  콜탄 채굴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우 전자 회사는 직접 연관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회사가 감시 프로그램을 사설 정보 업체에 라이선스를 하였고, 정부가 그 사설 정보업체를 통해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감시하고 구금하고 체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 회사는 직접 연관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된 것이다.

12. Debevoise Business Integrity Group, 
Practical Definitions of Cause, Contribute, 
and Directly Linked to Inform Business 
Respect for Human Right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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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영향의 원인이 분석이 되어야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해당 사업 중 어떠한 행위(작위뿐 아니라 부작위)가 권리주체
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해야 한다. 기여나 직접 연관의 
방식으로 연루가 된 경우, 문제가 되는 사업 관계에 있는 기관이 누구이며 
그 기관의 어떠한 행위가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해야 한다. 특히 직접 연관
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과 공공기관의 어떤 운영, 생산,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원인 분석의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root causes) 역시 파악할 필요가 있
다. 

④ 이해관계자와 협의 
영향의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해야 
한다. 특히 권리 주체와 협의해야 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도 협의해야 한다. 

3.2 영향의 심각성 분석
인권영향의 여부와 그 유형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인권영향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① 심각성 판단의 필요성 파악 
인권은 불가분적이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식별된 모든 인권영향을 관
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어떤 영향을 먼저 해결해야 할 지 순서를 정하면 된다. 심각성 판단은 어떤 
영향을 먼저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순서를 정하는 것일 뿐이며, 어떤 영향
은 해결해야 하고 어떤 영향은 방치해도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다룬 후에는 그다음 심각한 
영향으로 넘어가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영향이 아니지만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부터 대응할 수도 있다. 

“(식별된 부정적인 인권영향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다. 

  개선할 부분이 식별되면 그에 대해 전부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인권경영 담당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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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각성 판단의 기준에 대한 이해 
심각성의 판단 기준은 평가 대상 사업 선정 시 고려했던 기준인 부정적인 
인권 영향의 범위와 정도 그리고 회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단할 수 있다.  

심각성 평가 지표의 예시13

③ 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의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영향의 심각성 분석에 있어서도 영향의 유
형과 원인 분석의 경우와 같이 이해관계자와 협의해야 한다. 

•특정 오염이 이해관계자 건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생물종 구성 혹은 다양성 변화의 정도

•사용 가능한 수자원대비 사용하고 

   있는 물 사용량의 비율

•폐기물 량

•영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

•영향을 받은 생물종의 숫자

•훼손된 자연의 원복 가능성 정도

•복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미친 영향의 정도

•ILO 핵심 협약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 대우)과 관련된 영향인지 

   여부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에 접근하는 

    것을 침해하는 정도

•영향을 받은 노동자의 수

•구조적 영향 여부와 정도 

   (예: 특정 지역, 산업에 국한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영향)

•특정 인구 집단(예: 여성, 

   이주노동자 등)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도

•영향이 보상이나복직 등의 방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정도

•영향을 받은 인권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여부

환경부정적 영향

정도

범위

회복 가능성

노동

13. OECD, 앞의 자료, p.45.

[참고 자료]  인권영향의 범위, 정도, 회복 가능성 평가 지표

OECD, OCE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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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K Corporation의 토마토 가공품 공급사업 인권영향평가모범 사례

SOK Corporation은 공급망에서의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의무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통해 감사(audit)를 받고 인증 받은 원재료

를 사용하는 등의 정책은 갖고 있지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위험의 근본 원인(root causes)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었다. 

그러다 2018년 이탈리아의 토마토 가공업자들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수행하였다. 해당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탈리아가 전형적으로 인권 위험이 높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제3자 감사를 통해서는 인권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탈리아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탈리아에 이주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에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Caporale

라고 불리는 불법 취업 알선업자들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되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또한 농장에서 장시간 열악한 노동 조건에

서 일을 하며 노동착취를 당할 뿐 아니라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SOK Corpoation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SOK Corpoation은 인권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Oxfam을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였는데, Oxfam에서는 

인권영향평가를 하면서 식별한 인권영향의 유형 및 심각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인권영향의 유형과 관련해서 인권영향이 SOK 

Corporation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곳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토마토 가공품을 구매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권영향이기 

때문에 있는 SOK Corporation은 그 인권영향에 기여 혹은 직접 연관의 방식으로 연루되었다고 분석을 하였다. 

SOK Corpoation은 주요 인권 이슈인 강제노동, 저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주거 환경, 보건과 안전 

위험, 사법 구제절차에 접근 가능성 부족, 결사의 자유 제한, 성희롱과 성차별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을 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심각성, 실재적 인권영향 발생/잠재적 인권 위험 발생 가능성, 영향에 연루되는 유형, 영향력의 정도라는 범주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다. 예를 들어 강제노동이라는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석을 하였다.

•강제노동: 본 평가를 위해 심도 있게 조사된 두 공급자들은 ‘정규’노동자들과 계약을 맺을 때 공식적인 계약서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강제노동과 관련된 가장 질 나쁜 관행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도 노동자들은 모집이나 통근과 관련해 Caporale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권영향을 분석한 것에 더해 SOK Corporation는 근본 원인 분석을 추가로 하였다. 이는 개별 기업의 행위보다 ‘게임의 

규칙’을 파악해서 문제의 근본이 되는 사회 정치적 구조에 대해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하여 SOK Corporation은 식품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이탈리아 토마토 가공업계에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착취에 취약한 노동력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SOK Corporation은 2019년 2월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한 Oxfam을 통해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이 담긴 요약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한 내용과 대응 계획에 대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인 조합원들과 공유를 하였다. 

SOK Corporation에서는 이후 2020년 10월에도 인권영향평가 이후에 취한 대응책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를 하였다. 

심각성 실제적/잠재적 책임 영향력

중간 규모, 중대 정도, 구제 가능 가능성 높은 기여 중 또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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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응 계획 수립
인권영향 여부와 유형과 원인 그리고 심각성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면 
공공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인권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
다.  

①  대응 계획의 수립   
공공기관은 식별한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하거나 저감(완하) 시키거나 부
정적 영향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복원시키거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보상
이나 배상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식별된 인권영향의 원
인, 공공기관의 관여 정도와 통제력, 심각성, 요구되는 조치의 
기술적, 재정적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공기관은 효과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 과정에 
관련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응 방법에는 
예방, 저감, 복원, 보상이 있다. 여기서 복원과 보상은 모두 구제에 해당하는 
대응 방법이다.  

예방, 감소, 복원, 보상
1. 예방: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야기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배제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피하는 방식 

2. 저감:     부정적 인권 영향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때,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

3. 복원:     구제의 일환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식. 

4. 보상:     구제의 일환으로 다른 저감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조치로, 부정적인 인권영향에 대하여 현물이나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식

공공기관이 인권영향을 ‘야기’한 경우 예방하고 저감하고 구제(복원이나 보
상) 하는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예방을 최우선적인 대응 수단으로 삼아
야 하고 예방을 할 수 없을 경우 차례로 저감, 구제로 가야 한다. 

만일 공공기관이 인권영향에 ‘기여’한 경우에는 자신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그 영향을 중단, 예방, 구제해야 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거나 (영
향력이 없는 경우) 영향력을 구축해서 남아있는 영향을 저감시키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인권영향에 ‘직접 연관’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것이 구제가 아니므로, 영향력을 사용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거나 저감하는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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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응 방법으로써의 영향력 행사 고려 
공공기관이 직접 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제3자가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거나 공공기관과 사업 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의 행위가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발생시킨 제3자나 다른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공공기관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인권영향이 예방되거
나 저감되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인권 준수 서약서를 받는 정도로 공급망 관리를 다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협력업체에 인권침해가 없

는지 조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갑질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세금 쓰는 것인데 그러한 요구는 할 수 있다. 공

급 과정도 인권 친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런 정도의 요

구는 현실적으로 갑질의 축에도 들지 않는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말 

영향력 활용의 예14

누적적인 영향의 경우 대응

•부정적 인권영향을 야기한 제3자 또는 다른 기관과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 계약서에 관련 인권 기준을 포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계약 조건에는 위 기준 위반이 심각하거나 반복적이거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협력업체와 협조하여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영향 (공장에서 오염수 배출 등)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교육, 시설 개선, 관리 체계 개선 등) 하도록 지원한다. 

•심각한 영향을 저감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도가 실패한 후 더 이상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업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누적적인 영향이 식별된 경우 공공기관은 영향력을 사용해서(영향력이 없는 경우 영향력을 구축해서) 
누적적인 영향에 기여하고 있는 다른 기관과 협의하여 영향에 기여하는 것을 멈추고 다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14. Pacific Institute & Shift, 앞의 자료,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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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응 계획서 작성 
공공기관은 인권영향에 대한 대응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응 계획서에
는 식별된 인권영향의 유형, 심각성, 필요한 대응 조치, 담당자(인력, 관련 
부서), 소요 기간, 필요 예산, 대응 계획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지표, 이행 모니터링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대응 계획서 보고 및 승인   
대응 계획서는 경영진과 인권영향평가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응 계획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인권영향평가와 고충처리절차

대응 계획에는 다음 3가지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이행 계획: 공공기관은 전체적인 대응 계획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 지표(정량적/정성적)를 마련해야 하며 그리고 

   모니터링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모니터링 과정에서 어떻게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것인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을 대응 계획에서 미리 

   정해야 한다.

•고충처리절차 개선 계획: 대응 계획 안에는 기존의 고충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존의 고충처리절차가 

   인권영향 평가를 식별하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다면 

   기존의 고충처리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대응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과거 대응 계획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과거에 수행했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대응 계획의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과거 대응 계획에 이행 모니터링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과거 대응 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 평가는 이미 

   이루어졌을 것이다).

사업 인권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고충처리절차와 별개로 공공기관은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고충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고충처리절차는 인권영향평가의 범위를 벗어나
는 것이지만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충처리절차를 통해서 공공기관에 문제가 제기된 인권 이슈를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 효과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고충처리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일단 민원을 전체적으로 받고, 민원의 내용에

  따라 인권경영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인지, 성희롱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사안인지, 갑질 사안인지 등을 판단해서 

  각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당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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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단계에서 적용되는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원칙단계별 작용 원칙 
•투명성 : 결과 보고 단계에서 투명성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권이자 인권 기반 접근

의 핵심 원칙이기 때문이다. 인권영향평가 결과가 공개되어야 권리 주체와 의무 주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평가 결과에 대응하여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대응 계획을 포함해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인권영향평가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해당 공공기관이 인권 존중 의지를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책무성 : 결과 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되어 궁극적으로 대응 계획이 이행되어 권리 구제로 연결되기 위해서

는 결과 보고서가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인권영향평가가 단순히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한 효과적인 것이었는지 사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결과 보고 

인권영향평가의 마지막 단계는 1) 인권영향평가 자체를 사후 평가하고, 2)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3) 공개하는 것이다.

4.1. 사후 평가

① 인권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
인권영향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절차가 처음 수립된 계획서에 따른 필수 단
계를 빠짐없이 밟으면서, 동시에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의 원칙인 참여성, 
투명성, 책무성, 포괄성, 그리고 중대성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
었는지 사후 평가를 해야 한다. 이 단계는 향후 더 나은 인권영향평가를 계
획하고 시행할 때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사후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의 전체 일정이 준수되었는지
•인권영향평가에 수행에 투입된 자원(예산, 인력)이 적절했는지  
•이해관계자가 인권영향평가 각 단계에 참여했는지
•고충처리절차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공공기관이 수립한 대응 계획이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
•대응 계획 실행에 투입된 자원(예산, 인력 등)이 적절했는지 등

② 제3자로부터 검증
공공기관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이 단계에서도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
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혹
시 작용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 등의 
적절한 제3자로부터 검증을 받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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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인 사업 선정이 적절했다. (사업 선정 절차에서 포괄성과 중대성 원칙 준수를 확인하는 지표)

•인권영향에 간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심각성 판단을 하였다. 

    (자료 분석 단계에서 포괄성과 중대성 원칙 준수를 확인하는 지표)

•해당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식별하고, 자료 수집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시켰다. 

   (자료 수집 단계에서 참여성 원칙 준수를 확인하는 지표)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개하였다. 

   (계획서 작성 절차와 결과 보고서 공개 절차에서 투명성 원칙 준수를 확인하는 지표)

•인권 영향에 대응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가 있었다.

   (대응 계획 절차에서 책무성 원칙 준수를 확인하는 지표)

•인적, 물적, 규범적인 인프라를 적절히 갖추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책무성 원칙 준수를 확인하는 지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노조위원장과 

  감사실에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어디서 본 것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생각해 낸 아이디어이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말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의 5가지 원칙과 사후평가
효과적인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5가지 원칙들은 4개의 단계와 12개의 절차를 밟을 때 모두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행 단계와 세

부절차 별로 더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들이 있다. 

사업 인권영향평가에서 포괄성과 중대성의 원칙이 특별히 지켜져야 하는 단계 및 절차는 준비와 계획 단계 중 평가 대상 사업 선정 

절차와 자료 분석 단계이다. 위 단계와 절차에서 해당 원칙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인 사업 선정이 적절했는가”와 

“인권영향에 간접적으로 연루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심각성 판단을 하였는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참여성 원칙은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자료 수집 단계에서 중요하며, 투명성의 원칙은 계획서 작성, 

대응 계획, 결과 보고서 보고와 공개 절차에서 중요하다. 이 단계 내지 절차에서 해당 원칙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식별하고 절차, 특히 자료 수집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시켰는가”와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이해

관계자의 의미 있는 참여가15 가능하도록 공개하였는가”하고 질문해야 한다. 

책무성의 원칙은 대응 계획 절차와 준비와 계획 단계에서 중요하다. 사업 인권영향평가가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평가

를 시작하기 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인적, 물적, 규범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에는 부정적인 

인권 위험을 대응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계획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고, 

인권영향평가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 인권영향평가가 고충처리절차와 연동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단계 내지 절차에서 해당 원칙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 인권영향평가 단계에 인권 영향을 대응하고 피해자

를 구제를 담보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는가”와 “인적, 물적, 규범적인 인프라를 적절히 갖추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사후 평가의 기준이 되는 6가지 평가 영역의 지표

15. OECD, 앞의 자료, p. 49. 는 이해관계자의 의미 있
는 참여의 특징으로 ‘양 방향 소통’, ‘신의 성실한 소통’, 
‘반응이 있고 지속적인 소통’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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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결과 보고서 작성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의 동기
•평가 대상이 된 사업의 선정 과정과 이유와 판단 근거가 된 자료
•(인권영향 여부, 대상, 유형, 원인, 심각성 등) 분석한 핵심 결과
•대응 계획(여기에는 부정적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대응 계획뿐 
  아니라 대응 계획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과 고충처리절차 개선 
  계획과 과거에 수행한 인권영향평가의 대응 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의 수행 주체와 그 역할
•인권영향평가 수행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와 자금의 출처
•인권영향평가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과 역할
•인권영향평가의 전체적인 방법론
•자료 수집의 대상과 방법
•식별한 이해관계자의 목록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절차와 방법
•사후 평가 결과
•결과 보고서 공개 방법과 공개되는 결과 보고서에 담길 내용의 범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누리 카드 사업 등에 관한 인권영향평가모범 사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 인권영향평가 실행 절차와 결과를 포괄적으로 다룬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인권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의의와 인권영향평가의 실행 절차, 평가결과가 상세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세부 체크

리스트와 평가 결과 전부를 수록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대응 계획에 해당하는 권고 사항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모니터링을 할 여지까지 두고 있다.16

16. https://www.arko.or.kr/board/view/2
233?bid=&page=&cid=1602985



공공기관의 사업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45

4.3 결과 보고서 보고 및 공개

① 인권경영위원회와 최고 경영진에 보고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의무 이행 절차를 시작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평가(사업 인권영향평가)와 통합 
이후의 절차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결과 보고서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결과 보고서의 보고를 통해 최고 경영진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응 계
획의 내용을 통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는 
인권경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최고 경영진에 보고가 되어
야 한다. 

인권경영위원회나 최고 경영진은 결과 보고서를 승인하면서 보고서의 
내용 중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최소한 다음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평가 대상 된 사업의 선정 과정과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인권영향 여부, 대상, 유형, 원인, 심각성 등을 분석한 인권영향평가의
    핵심 결과
•인권영향에 대한 대응 계획
•인권영향평가의 수행 주체와 그 역할
•인권영향평가의 전체적인 방법론 
•자료 수집의 대상과 방법
•식별한 이해관계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절차와 방법

② 이해관계자와 소통
공공기관은 결과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방식(대면, 온라인, 협의, 그룹 미팅 등)으로 사전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를 차년도 인권영향평가 및 보고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결과 보고서의 공개
결과 보고서는 반드시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 공개는 향후 이해관계자 참여의 전제가 될 뿐 아니라 사업 인권영향
평가 자체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 보고서
를 사업 부서에 회람하거나 최고 경영진에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공개라고 
할 수 없다. 결과 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보고서 중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그 내용은 인권영향평가 의사결
정기구나 최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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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 보고서의 접근성 제고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때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
서 결과 보고서는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등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별도의 보고서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과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해외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
관은 이해관계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언어로 작성
해야 한다. 보고서가 자료집 등의 형태로 발간되는 경우, 시각 장애인이 
해당 보고서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보고서를 전자 문서화하여 
배포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 공개 시 유의사항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를 하되, 이해관계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통해 이해관계자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당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 보고서에 대한 접

근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공개 방식과 내용을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

결과 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원칙과 기준 참고 자료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보고 프레임워크와 원칙: 인권경영의 보고 기준을 담고 있는 자료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UN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원칙, 항목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내부 자료의 

예시 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UN Guiding Principles Reporting Framework with implementation guidance, Shift, 2015

•GRI 주제별 표준 412: 인권평가: 인권(영향)평가라는 주제를 대중에게 보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보통

은 조직의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해 GRI의 공통 표준과 함께 사용되는 표준이다. 해당 표준은 조직의 크기, 종류, 산업군과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인권영향을 보고하고자 하는 모든 조직이 활용할 수 있다.

GRI Standards 412: Human rights assessment, GR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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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제2장

Q1. 가이드라인은 왜 나오게 되었는가?
A :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매뉴얼’을 발간하고 공공기관에 그 
적용을 권고하면서, 인권경영의 핵심적인 단계로 인권영향평가를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할 것을 공공기관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
다.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실시를 하고 있었지만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의 경우에는 2020년 9월 8일 현재 공공기관 중 약 
25%만이 실시를 하였다.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와 달리 공공기관이 주요사
업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
족도 있지만 전자와는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국문으로 된 자세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참고 자료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에 의뢰하였고, 공익법센터 어필
은 위 연구를 수행하면서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할 
때 참고할 자료로 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Q2. 인권영향평가가 왜 중요한가?

A :  10년 전만 해도 인권은 경영과 가장 무관한 것처럼 보였으나 2011년 유
엔 인권 이사회에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기업도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의 인권경영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말은 단지 “인권적으로 경영하
라”라는 식의 알맹이가 없는 구호가 아니다. 그 말은 기업이 경영 시스템을 바
꿔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일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그 인권침해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인권 침해’ 대신에 ‘인권영향’이라는 말을 사
용했는데 그 이유는 기업은 자신이 직접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인권 침해에 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이란 기업이 경영 시
스템을 바꿔서 인권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하고 만일 인권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그 인권영향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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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의 인권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인권영향을 찾
아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찾아내야 예방도,피해자 
구제도, 다른 대응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업의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영향을 찾아내어 분석하는 인권영향평가는 기
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Q3.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와 
        무슨 관계인가?

A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보호, 존중 그리고 구제라는 세 가지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는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기업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와 기업 모두 인권의 침해가 발
생한 경우 효과적인 구제에 접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서 국가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기업(State-
owned enterprise)으로 정의되는 공공기관도 인권 존중 책임을 지는 것
은 마찬가지이다. 공공기관은 국가와 같이 인권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
고 볼 수는 없지만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행위가 
국가에 귀속되어 국제법상 국가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인권 존중 책임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기업이 정책적 서약과 권리 구제와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를 통해서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
고 기업이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를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업의 활동
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를 통해 발견한 사실을 기
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통합’하고, 발견한 사실에 기초해 ‘행동’하고, 부정
적인 영향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의 효과성을 ‘추적’하고, 
어떻게 그 영향에 대응했는지 ‘소통’해야 한다. 

그런데 상당주의의무 이행절차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활동인 ‘통합’,
 ‘행동’, ‘추적’, ‘소통’의 전제가 되는 것이 인권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평
가’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그에 대한 대응 계획이 
없다면 뒤따를 ‘통합’, ‘행동’, ‘추적’, ‘소통’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와 상당주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공
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정책적 서약과 권리 구제와 상당주의를 통
해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는데, 이 상당주의의무 이행의 핵심적인 수단 
내지 가장 우선적인 절차가 인권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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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인권영향평가란 무엇인가?

A :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기업이 연루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인권에 관
한 부정적인 영향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식별하는 과정이다.

주의할 점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상당주의의무 이행 절차의 일
환으로 ‘인권영향을 평가(assessing human rights impact)하라’고만 규정하
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영향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
법 중 참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인권영향을 식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와 ‘인권영향을 
평가(assessing human rights impact)’를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오해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
를 좁은 의미의 인권영향평가 혹은 정식 인권영향평가로 후자를 넓은 의미의 
인권영향평가로 부르려고 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인권영향평가 중에 정식 
인권영향평가가 아닌 것은 간이 인권영향평가17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의미가 있는 것은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가 있
고 그에 따라 인권영향을 평가해야 하지만, 규모와 사업 환경과 속한 
산업 등 공공기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
의 정도가 다르고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의 정도가 다르다면 인권영향을 평가
해야 하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다. 

17. 간이한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가이드라인의 주된 관심 사항은 아니다. 간이 하게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해도 되는 공공기관은 기존에 해오던 기관 인권영향평가, 감
사, 사회환경 영향평가 등을 사업 인권영향 식별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변용하여 수
행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은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의무가 있으므로, 
간이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 후 그 선정 이유에 관해서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함께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8. https://www.socialimpactassessment.com/documents/IAIA%202015%20
Social%20Impact%20Assessment%20guidance%20document.pdf

[참고 자료]  
다른 영향평가에 통합시켜 인권영향을 평가하는 방법

간이한 인권영향평가의 방법에는 환경영향평가나 사회환경 

영향평가를 할 때 인권의 관점에서 수행할 수도 있다. 

Frank Vanclay, Anna Maria Esteves, Ilse Aucamp and Daniel Frank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Social Impact Assessment: 

Guidance for assessing and managing the social impacts of projects’,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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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인권영향평가에서 ‘인권’, ‘영향’, ‘평가’는 
       어떤 뜻인가?

A : 여기서의 ‘인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이다. 여기에는 최소한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과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결
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8개의 
핵심 협약)상의 인권이 들어가 있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12). 
그러나 기업에 인권 존중 책임이 있다고 할 때의 인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모든 국제적인 경성 규범과 연성 규범상
의 인권을 의미한다. 국제권리장전인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 그리고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 목록은 아래와 같다.

•자기결정권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자유 및 파업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가정 보호와 혼인에 대한 권리 (아동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생명권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권리와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고문, 굴욕적, 비인도적 처우로부터의 자유로울 권리
•노예와 강제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권리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전쟁을 위한 선전 및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혐오 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
•공무에 참여할 권리
•소수자의 권리
•노동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에 관한 권리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음식, 주거, 물, 위생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 수준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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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관한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로부터 오는 이익을 향유할 
   권리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에 한정된다. 기업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식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인
해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다. 부정적인 영향에 한정한다는 말이 갖는 다른 의미는 사회 공헌 등 기업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의 영향은 ‘인권에 관한’ ‘부정적인’ 영향이다. 인권영향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해 공공기관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인권영향평가에서의 영향은 권리 주체에 대한 영향을 의미한다. 

기업이 부정적인 영향에 연루되는 방식도 ‘야기’하는 경우뿐 아니라
 ‘기여’와 소위 ‘직접 연관’되는 경우도 포함한다(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13). 여기서의 영향은 실제적인 영향뿐 아니라 잠재적인 영향도 해당
하며, 실제적인 영향에는 누적적인 영향과 소위 과거 유산의 영향(legacy 
impact)도 포함된다.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식별된 인권영향에 대응해서 결국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의무 이행을 통해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평가’ 역시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식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별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도 포함되며, 이 식별과 
대응 계획에 수반하는 일련의 단계와 절차가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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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해야 하는가?

A :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정원이 2명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부터 
10,000명이 넘는 공기업까지 다양하다. 7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
연기관의 자산을 모두 합쳐도 20조 원이 안 되지만, 공기업 중에는 2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진 기관도 있다.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 
있고 교과서적인 인종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지역인 미얀마
에서19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도 있다. 교육 서비스업과 같은 인권 위험이 낮
은 산업에 속한 공공기관이 있고, 인권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농업과 
임업 플랜테이션 산업, 채굴 및 에너지 산업, 대규모 건설 산업에 속한
 공공기관도 있다.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영향을 평가해야 하지만 규모가 작고 인권 위험이 
높지 않은 산업과 지역에 속해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정식 인권영향평
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반대로 규모가 크고 인권 위험이 
높은 산업과 지역에 속해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 간이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에 그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참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에 의해 체계
적이고 구조적으로 인권영향을 식별하는 정식 인권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이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나 그러한 기업에 대출㤾보증㤾보험㤾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공공기관20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은 규모, 업종(속한 산업), 

운영 환경, 소유, 구조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적

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

을 다하기 위한 수단의 규모와 복잡성은 그러한 요

소와 기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14

19. https://www.ohchr.org/Documents/HRBodies/
HRCouncil/FFM-Myanmar/EconomicInterestsMyanmar
Military/A_HRC_42_CRP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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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인 경우도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사업을 선정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정식 인권영향평
가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사업이나 공공기관과 사업 관계에 있는 기관의 관련 사업이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와 연루되어 있다는 상당히 근거 있는 주장의 
존재

Q7. 가이드라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A :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담당자가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
시할 때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 모든 공공기관 인권경영 담
당자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좁은 의미의 인권영향평가, 즉 정식 인권영향평가이
므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중 금융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중 자산이 2조 원 이상인 기관 등의 인권경영 담당자가 사용하
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밖에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외부 기관의 
담당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공공기관의 소속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
체의 관련 공무원,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도 인권영향
평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사업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것이지만 가이드라인의 대부분의 
내용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20. 감사원은 2014 년,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2014.10.7.)에서 예금보
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 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은행, 한
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거래소 이
상 12개의 공공기관을 금융공공기관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금융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중 현재 
대출ᨿ보증ᨿ보험ᨿ투자 등의 금융기능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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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왜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인권영향평가인가?  

A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인권영향평가를 기관
운영과 주요사업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의 
범주이면서 동시에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의 범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인권영향평가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
기에는 부적절하다.

인권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사업을 
선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사업을 선정 
기준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아니라 권리 주체의 입
장에서 가장 인권 위험이 높은 사업이다.

그런데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라는 말은 마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를 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요라는 말을 빼고 단지 사업 인권영향평
가라고 지칭하였다. 

Q9.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A :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제1장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단계 및 세부 절
차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이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4가지 이행 단계와 12가지 세부 절차를 통해 사업 인
권영향평가를 할 것인지 설명하였다. 또한 12가지 세부 절차 안에서도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활동들을 소개하였다.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이 인권경영 또는 공공기관의 인권 존중 책
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잘 이행하려면 그것이 인권경영이나 인권 존중 
책임이나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여기 제2장에서 다루었다.

가이드라인에서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기업과 인권 영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해 온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제1장과 제2장에 나오는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정확
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3장 용어 정의에서는 자주 쓰는 단어들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다.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공기업 인권영향평가 현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
안 연구’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앞에서 밝혔는데, 위 연구에서 발
견한 내용들 중에 유의미한 것들은 가이드라인의 해당 부분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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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orld Bank, Stud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2013.
22.  IFC & IBLF, 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 2014.
23.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앞의 자료, 2016.

여기에는 사업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모범 사례와 공공기관 인권경
영 담당자나 이해관계자의 심층면담 내용 등이 있다. 

Q10. 사업 인권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4 단계는 
          어떻게 나온 것인가? 

A :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단계는 다양하게 범주화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제작한 인권영향평가 연구(Stud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보고서에서는 인권영향평가의 단계를 다음의 9 단계로 구
분하고 있다. 1) 준비(preparation), 2) 선별(screening), 3) 범위 설정
(scoping), 4) 증거 수집(evidence gathering), 5)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consultation), 6) 분석(analysis), 7) 결론과 권고 내리기(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8) (인권영향평가 자체에 대한)사후 평가와 모니터링
(evaluation and monitoring), 9) 결과 보고서의 준비(preparation of the 
report).21

IFC와 IBLF가 공동으로 제작한 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는 1) 준비, 2) 식별, 3) (이해관계자의) 참
여, 4) 평가, 5) 저감, 6) 관리, 7) (인권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사후 평가의 
7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다.22

덴마크 국가인권기구에서 제작한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1) 계획과 범위 설정, 2) 자료 수집과 기준 파악(baseline development), 
3) 영향 분석 4) 영향 저감과 관리, 5) 보고 및 (인권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사후 평가의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다.23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단
계를 1) 계획수립, 2) 체크리스트 지표 마련, 3) 체크리스트 교육, 
4) 자료 제출, 5)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 6) 결과 보고서 보고 및 공개로 
제시하고 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위의 자료를 참고해서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단
계를 계획 수립,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결과 보고의 4단계로 범주화하였는
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준비, 선별, 범위 설정, 계획, 기준 파악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
관 인권경영 매뉴얼」상의 계획 수립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절
차로 보았다. 그 다음 단계로는 증거 수집 단계 혹은 자료 수집 단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수집 대상과 방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증거 수집이라는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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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당주의의무 이행절차를 구성하는 활동으
로 ‘평가’, ‘통합’, ‘행동’, ‘추적’, ‘소통’이 있는데, 
‘저감’과 ‘관리’ 자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모니터링’ 자체는 ‘추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대응 계획’과 ‘모니터링’ 계획은 ‘평가’의 범주
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 분석’ 단계에 포함을 
시켰다.

의미보다는 자료 수집이라는 조금 포괄적인 용어를 채택하였다. 위 「공공기
관 인권경영 매뉴얼」상의 ‘체크리스트’와 ‘자료 제출’은 자료를 수집하는 하
나의 방법에 불과하므로 단계의 범주로는 채택하지 않았다. 위 연구 자료에
서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하나의 절차로 포함하
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절차라기보다는 모든 절차에 공통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하나의 단계로 포함
시키지 않았다. 

위 연구 자료상으로 남은 것은 이제 영향 분석, 영향 관리, 권고, 인권영향
평가에 대한 사후 평가, 모니터링, 보고서 준비가 있는데 영향 관리나 저감 
자체 그리고 모니터링은 인권영향평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24 
영향 분석과 관리 계획(모니터링 계획)까지만 묶어서 자료 분석이라는 범
주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결과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권영향평
가에 대한 사후 평가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공개하는 절차를 결
과 보고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단계로 범주화시켰다.  

Q11.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A : 사업 인권영향평가가 공공기관의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는 의미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5가지 원칙(참여성, 투명성, 책무성, 포
괄성, 중대성)을 준수하면서 인권영향평가의 핵심적인 4가지 이행 단계와 
12가지 세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를 위한 4가지 
이행 단계라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
하고 그렇게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다. 이 4가지 이행 단계 안에는 
각각 3개의 절차가 있어 총 12개의 세부 절차가 있는 셈이다. 

계획을 수립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주체를 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직접 수행할 수도 아니면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2) 사업 인권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① 인권영향을 평가할 대상인 사업을 선정하는 
일인데 사업 중에 가장 인권 위험이 높은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야 한
다. ②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을 둘러싼 관련 이해관계자를 식별해야 한
다. 앞에서 말한 5가지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성이므로 어떠한 
이해관계자를 절차에 참여시켜야 할지 식별할 필요가 있다. ③ 그리고 문헌 
조사와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같은 사전 기초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이 가지
고 있는 주요 인권 이슈를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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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주요 인권 이슈를 파악하는 것을 합쳐서 평가 
범위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평가 범위가 설정되면 예산과 기간 그리고 
업무 분장이 들어간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 
계획서 공개 역시 앞에서 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으로, 4) 사전 기초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이 가지
고 있는 주요 인권 이슈가 파악이 되었다면 이것을 인권 규범과 연결시켜서 
자료 수집의 가이드 역할을 할 체크리스트를 설계해야 한다. 5) 그 뒤에는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할 대상과 방법을 정한 뒤에 6) 실제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자료 분석으로 7)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해당 사업이 미치
는 인권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의 어떤 인권에 관한 것인지, 공공기관
은 그 인권영향에 어떻게 연루가 되어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
야 한다. 8) 만일 이렇게 찾아낸 인권영향을 동시에 대응하는 것이 힘들다
면 그 중에서 어떠한 인권영향이 가장 심각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
다. 9) 그리고 가장 심각한 인권영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앞에서 분석한 인권영향의 유형과 원인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대응 계획을 세울 때 향후 그 계획의 이행을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것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10) 지금까지 행한 인권영향평가를 5가지 원칙과 계획서에 
따라 제대로 수행이 되었는지 사후 평가를 하는 일이다. 그리고 11) 사업 인
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12)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를 해야 한
다. 결과 보고서 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이 되어야 찾아 낸 인권영향에 대응하고 그러한 대응
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는 결과 보고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단 계 절 차

계획 수립
수행 주체 구성
범위 설정(평가 대상 사업, 이해관계자, 주요 인권 이슈)
계획서 작성

자료 수집
체크리스트 설계
자료 수집 대상과 방법 결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영향 여부, 대상, 유형, 원인 등 분석
영향 심각성 분석
대응 계획 수립(모니터링 계획과 고충처리절차 개선 계획 포함)

결과 공개
사후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서 보고 및 공개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이행 단계와 세부 절차



제2장. Q & A

58

Q12.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5가지 원칙이란 무엇인가?

A: 가. 참여성

이해관계자가 주도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권영향평가는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이 주도
하는 인권영향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혹은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해관계자의 참여 없이는 인권에 관
한 상당주의의무를 통한 인권 존중 책임 이행이라는 인권영향평가의 궁
극적인 목적은 물론이거니와 부정적인 인권영향 식별이라는 1차적인 목
적도 달성하기 힘들다. 따라서 참여성은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의 주체가 되
는 이해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
가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권리 주체와 의무 주체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
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권리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이해관계자가 인권영향평가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은 인권영향평가의 목적이
기도 하면서 동시에 절차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은 이해
관계자가 평등하고 비차별적으로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지
만 (평등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므로) 권리 주체 중에서 
특히 취약한 권리 주체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이해관계자 주도의 인권영향평가 자료

•International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Development에서 

이해관계자 주도의 인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발한 가이드

Getting it Rights: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Guide

http://hria.equalit.ie/en/

•Getting it Rights을 기반으로 Oxfarm이 개발한 이해관계자 주도의 인권영향평가 

교육 매뉴얼

Community-Based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The Getting it Right 

Tool TRAINING MANUAL

https://s3.amazonaws.com/oxfam-us/www/static/media/files/COBHRA_

Training_Manual_-_English.pdf

•Oxfam이 만든 이해관계자 주도의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Community Voice i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ttps://s3.amazonaws.com/oxfam-us/www/static/media/files/COHBRA_

formatted_07-15_Fi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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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명성
인권영향평가의 투명성은 이해관계자가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인권영향평가의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으로 보
장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해관계자들이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인권영향평가의 초기 단계부터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식별한 이해관계자들이 인권영향평가의 분석 
결과와 그 대응 계획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공개해
야 한다. 이러한 정보 접근권은 참여성 보장의 전제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인권이므로 이해관계자의 특성(시각장애인, 외국인, 아동 등)을 염
두에 두고 그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책무성
인권영향평가가 단순히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의무
를 통해 인권 존중 책임을 다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려면 인권영향평가를 통
해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받은(을) 사람들의 권리가 구제되고(또
한 권리 침해가 예방되고), 나아가 의무 주체들이 그러한 부정적인 인권영향
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책무성은 인권영향평가의 객관성, 전문성, 
중립성, 독립성, 이행 가능성(부정적인 인권영향이 식별이 
되면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과도 연결되는데 이러한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인권영향에 대응할 수 있
는 물적, 인적, 규범적 인프라를 갖추어 한다. 또한 인권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쳐서는 안되고 대응 계획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 대응 계획의 이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고충처리절차와 연동이 되도록 하는 것도 
책무성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인지된 
내용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하고,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식별된 내용이 고충처리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에 반영이 되어 이해관계자가 
쉽게 위 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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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포괄성
앞의 5. 인권영향평가에서 ‘인권’, ‘영향’, ‘평가’는 어떤 뜻인가?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원칙은 인권영향평가의 개념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인
권영향평가라고 할 때 ‘인권’은 단순히 국내법상 보장되는 인권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인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으로 최소
한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 그리고 ILO의 핵심 8대 협
약상의 인권을 포함한다. 또한 ‘영향’은 실제적인 영향뿐 아니라 잠재적인 
영향도 포함되며, 누적적인 영향이나 과거 유산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야기’한 영향뿐 아니라 ‘기여’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영향
도 포함된다. ‘평가’ 역시 인권영향을 식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식별된 인권영향의 정도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
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대응 계획 등 그러한 식별과 대응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부수하는 다른 절차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
라서 인권영향평가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개념의 포괄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마. 중대성
포괄성으로 인해 인권영향평가는 이상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
든 사업에 대해 모든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에 관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만일 부정적인 인권영향이 식별된 경우에는 모든 인권영향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해 인권영향평
가를 할 수 없고 식별된 모든 부정적인 인권영향에 대응을 할 수 없는 경
우가 있으므로, 인권영향평가를 할 사업에 대해 그리고 대응할 부정적인 
인권영향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
준이 되는 것이 중대성이다. 중대성의 판단 기준은 (잠재적인 인권영향
의)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실제적 인권영향의) 심각성이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 부정적인 인권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업
과 그 영향이 가장 심각한(할) 사업을 선택을 
해야 한다. 또한 식별된 부정적인 인권영향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할) 영
향에 대응해야 한다. 가능성과 심각성 중에서는 심각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심각성 여부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와 범위 
그리고 회복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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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가이드라인의 한계는 무엇인가?

A : 가이드라인은 모든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최소한의 지
침이다. 범용이기 때문에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일부 내용은 각 이
행 단계와 세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거나 전문
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보다 고도화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5가지 원칙을 고려하며 
   세부절차를 설계하고 이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관련 규범이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보다 엄격한 경우 
   해당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이 관련 규범보다 엄격한 경우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권고한다.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이 등록된 곳이나 사업을 하는 
   곳의 국내법과 상충되는 경우 국내법을 따라야 하지만, 만일 국내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규범과 상충하는 경우 유엔 기업과 인권 원칙
   23. (b)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규범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야 한다.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때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위의 다섯 
가지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모든 단계를 진행해야 하나, 단계별로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마다 그 규모와 성격이 다르고 수행하는 사업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의 특성과 대상 사업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단순히 사업 부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
록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면밀한 문헌 조사뿐 아니라 현장 방문 
조사와 이해관계자와의 의미 있는 소통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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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용어 정의

● 가치사슬에 있는 기관: 공공기관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이 가치사슬이므로, 가치사슬에 있는 기관
에는 공공기관에 생산이나 용역을 제공해서 공공기관 자체의 생산이나 용역에 기여
를 하는 기관(공급망에 있는 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생산이나 용역을 받는 기
관이 모두 포함된다. 

● 경성 규범: 국제법적인 맥락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 비준한 협약이
나 국제관습법을 의미한다. (관련 용어로 연성 규범)

● 고충처리절차(grievance mechanism): 권리 주체 등 이해관계자가 공공기
관이 미친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대한 식별과 평가 그리고 대응을 촉구하는 창구로
서 소송과 같이 국가가 마련한 절차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절차나 
유엔 조약 기구 등이 운영하는 비국가 기반의 절차도 포함된다. 

● 공공기관(State-owned enterprise): 이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관의 범위
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338개의 국가 공공기관과 401개의 지방공기
업과 249개 광역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적용 권고를 내렸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서는 국가가 소
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인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권리 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제: ‘예방’, ‘저감’과 함께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인
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권리 주체를 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 또는 그와 
동등한 상황으로 회복시키는 행동이다. 대표적으로 복원과 보상이 있지만, 구제는 
사법적 또는 비사법적 절차를 통한 사과, 반환, 보상, 처벌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이
루어질 수 있다. (관련 용어로 저감)

●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최소한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과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
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포함한다. 국제권리장전은 세계인권선언과 
그것을 구체화한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의미하며,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 원
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의 기본적인 권리는 ILO 8대 핵심 협약(결사의 자유, 강
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 상의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기
업에 인권 존중 책임이 있다고 할 때의 인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과 인권과 
관련된 모든 국제적인 경성 규범과 연성 규범상의 인권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장애
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협약, 고문방지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강제
실종협약 등 국제인권규범과 ILO 8대 핵심 협약 이외의 ILO 협약과 권고 상의 권리 
그리고 유엔 선주민 권리선언, 유엔 농민 권리선언, 유엔 발전권 선언 상의 권리 등
도 포함된다. 

용어 정의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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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유산 영향(legacy impact): 선행 사업 주체가 남겨 놓은 부정적인 인권 
영향과 관련된 영향이다. 예를 들어 선행 사업 주체가 열대 우림을 대규모 팜 농장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열대 우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선주민과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은 채 그 팜 농장을 어느 기업에게 넘긴 경우, 그 팜 농장을 인
수받은 기업은 선주민과 지역주민의 생존권 등에 과거 유산 영향의 방식으로 부정
적인 인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용어로 누적적인 영향)

● 기여: ‘야기’, ‘직접 연관’과 함께 공공기관이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연루되는 방식
으로,  간단하게 정의하면 제3자가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다. 기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공기관이 제3자가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야기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거
나 부추기거나 장려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제3자와 함께 누적적으로 부정적인 인
권 영향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관련 용어로 야기, 직접 연관)

● 누적적인 영향: 공공기관의 행위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발생시키지
는 않지만 다른 기관의 행위와 결합해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
미한다. (관련 용어로 과거 유산 영향)

● 사업 관계(business relationships): 공공기관이 가치사슬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다른 기관과 맺는 관계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operations), 생
산, 용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관과 맺는 관계를 포괄한다. 가치사슬에 있
는 비즈니스 파트너나 다른 기관과 맺는 관계는 간접적인 관계까지도 포함하는 것
이므로 단순히 1차 협력업체나 조인트 벤처의 대주주 기관과의 관계에 한정되지 않
는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에는 비국가 기관과 국가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관련 
용어로 가치사슬에 있는 기관)

●선주민: 전세계 70여 개국에 약 3억 5천만 명의 선주민이 있다고 한다. 선주민은 
원주민, 선주민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유엔 선주민 권리선언도 선주민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다. ILO 제169호 협약에서는 선주민을 이해하는 데에는 그 사람들
의 자기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주민을 정의하고 있다. “법적인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들 고유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및 정치적 제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복당하거나 식민 지배를 당하거나 또
는 현재의 국경이 획정되었을 당시 그 국가나 그 국가가 속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선주민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선주민
의 중요한 개념 표지는 선주성(先住性), 역사적 연속성, 피지배자로서의 사회적 신
분, 문화적 차별성에 대한 자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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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적 영향과 잠재적 영향: 실제적인 영향은 공공기관의 행위에 의해 부정적인 
인권 영향이 이미 발생한 경우이고, 잠재적인 영향은 아직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제철소를 건
설하려고 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지역주민의 주거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있지만 제철소 건설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 잠재적인 영
향이 발생할 수 있다. 

● 심각성(severity): 부정적인 인권 영향의 강도를 뜻하는 것으로 심각성은 부정
적인 영향의 정도(얼마나 중대하고 심한가), 범위(얼마나 많은 권리 주체가 영향을 
받았는가), 회복 가능성 여부(영향이 발생하기 전과 같은 혹은 동등한 상태로 회복
이 가능한가)를 가지고 판단한다. 

● 야기: 공공기관이 부정적인 인권영향에 연루되는 방식 중에 하나로 부정적인 인
권영향이 공공기관의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 직접 발
생한다는 뜻은 공공기관의 행위와 부정적인 인권 영향 사이에 다른 기관의 매개 행
위가 없다는 것이다. (관련 용어로 기여, 직접 연관)

● 연루(complicity):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사업 관계의 기관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공공기관은 부정적인 영향에 ‘야기’, ‘기여’, ‘직접 연관’의 방
식으로 연루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 용어로 야기, 기여, 직접 연
관)

● 연성 규범: 국제법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합의, 원칙, 선언, 지침 등을 의
미한다. 유엔 총회의 결의, 발전권 선언, OECD 다국적기업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은 
대표적인 연성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용어로 경성 규범)

● 영향력(leverage): 특히 공공기관이 기여나 직접 연관의 방식으로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연루된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한 제3의 기관이 그 영향에 대응하
도록 그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능력이다.  

●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유엔 기업과 인권 이
행 지침’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
의 인권 존중 책임’, ‘구제에의 접근’이라는 3가지 개념적,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구체
화한 31개의 이행 원칙으로 2011년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의 승인을 받은 
기업과 인권에 관해 가장 중요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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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부서: 인권경영의 각 단계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인권경영 담당자가 
속한 공공기관의 내부 부서이다. 

●인권경영 위원회: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의 각 단계들, 즉 인권경영 선언, 인권영향
평가, 인권실태조사, 피해자 구제 등 인권경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로서, 인권
영향평가에서 인권경영 위원회는 최소한 구체적인 인권영향평가 계획과 결과 보고
서를 승인하고, 그 두 문서의 공개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인권 존중 책임: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구제를 포함해서 그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기업은 ‘정책적 서약’,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 ‘구제’를 통해서 인권 존중 책임을 져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human right due diligence): 유엔 기업과 인권 이
행 원칙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규정하면서 기업은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의무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서
마다 ‘인권 실사 의무’, ‘인권 실천, 점검 의무’, ‘인권에 대한 상세 주의의무’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의무’라고 번역했다. 인권에 관
한 상당주의의무는 공공기관이 인권영향 연루에 따르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행
해야 하는 일정한 수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은 상당
주의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평
가’하기, 그렇게 평가된 인권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하기, 식별된 인권영향에 ‘대응’하기, 이러한 대응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추
적’하기,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소통’하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인권 위험(human rights risks): 공공기관 자체의 혹은 사업 관계에서의 행
위가 부정적인 인권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뜻한다. 경영학에서 인권 위험
은 보통 기업이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위험은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인
해 권리 주체가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한다. 

● 인권영향을 평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이 규정한 인권에 관한 상당주의
의무의 5가지 절차 중에 하나로 공공기관이 연루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식별하
고 평가하는 절차이다.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유
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상이 규정한 ‘인권영향을 평가(assessing human rights 
impact)’를 참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수행하는 과
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를 협의의 인권영향평가 내지 정식 인
권영향평가라고 하였고, 후자를 광의의 인권영향평가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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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공공기관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이해(interest)
를 가진 사람이나 그룹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는 공공기관에 따라 그리고 공공기
관의 활동 또는 사업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기관의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이해가 인권인 경우 그 이해관계자는 권리 주체라고 할 수 있고 권리 주체
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 저감(mitigate) 혹은 완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의 정도와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행동이다. 저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권 영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은 ‘구제’까지 나아가야 한다. (관련 용어로 구제)
 
● 주요 인권 위험(salient human rights risks):  인권 위험 가운데 영향을 받
는 권리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 측면에서 현저한 인권 위험을 
뜻한다.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가 말하는 주요 사업 인권영향평가에서 주요 사
업은 사업 자체가 공공기관에게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업이기보다는 주요 인권 위험
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새겨야 한다. 

● 직접 연관: 공공기관이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야기’하거나 부정적인 인권 영향에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과 사업 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의 행위가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일으키는 경우, 그 부정적인 인권 영향과 공공기관의 운영, 생산, 서비
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공공기관과 그 부정적인 인권 영향 사이에는 직
접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전자 기업이 아동노동으로 채굴된 코
발트를 어느 기관으로부터 공급받아 핸드폰을 제조하는 경우에 그 전자 기업의 핸
드폰 생산과 아동노동이라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 사이에는 코발트를 채굴하는 기관
과 사업 관계를 통해서 직접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 용어로 야기, 기여)

● 취약한 권리 주체: 취약성은 권리 주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특성(예를 들어 인
종, 성, 언어, 종교, 국적, 출신, 재산, 선천적 장애, 나이 등) 혹은 권리 주체가 처한 
상황(예를 들어 빈곤, 문맹, 질병, 실업)에서 기인할 수 있다. 보통 취약한 권리 주체
는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더 심각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취약한 권
리 주체에 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형적으로 취약한 권리 주체에는 소수 
인종이나 민족,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난민, 선주민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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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활용에 대한 권고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이
후 사업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처음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로, 효과적인 사업 인
권영향평가를 위한 원칙과 이행 
단계, 세부 절차를 제시하는 매뉴얼 성격의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은 규모, 법정 종류, 산업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
지만 규모가 큰 공공기관, 특히 공기업, 준정부기관, 자산이 2조원 이상인 기타공공기
관과 지방공기업, 금융공공기관 등에 적용될 것을 전제로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14에 따라 규
모가 큰 공공기관에 너무 낮은 기준이 적용되거나, 반대로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에게 
너무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이행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문과 교육을 
제공하여 인권영향평가가 순전히 시장의 논리에 따라 시행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에 적용 권고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피권고 공공기관
에 합리적인 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을 열람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적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어려움을 미리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위해서 본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와 아울러 경영평가 제도 개선과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의 의무적 공시
에 관해서도 권고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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