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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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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듫ꕛꆿ鮟
  ⒬ ꫯ긟骀덜끋 $쎄饳덫 驯ꜛ긛댴 뜯믗⒭뒯 ꫯ긟骀덜끋듇 $쎄饳덫뒳 쐗驫땰뒫ꗋ
驯ꜛ싇鮟 둳싣 ⒬麳ꄳ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뒳 鮟ꦇ뒫ꗋ 싇덛
⒬麳 饿덫ꩀ 驯ꜛ긛댴 뜯믗⒭ ⒬ ꨄ떄饿덫ꩀ 뜳ꁗ▖끏驏 鮟뙯⒭ ⒬덷ꦘ떀뗴
ꁯ기 饿덫ꩀ듇 덜싈驫 驯ꜛ 麳 ⒭듇 鸣되뒳 릧驏싇덛 딀꺠싇덯뒻
  ⒬ ꫯ긟骀덜끋 $쎄饳덫 驯ꜛ긛댴 뜯믗⒭뒯 $쎄饳덫 쏇듿 ꦋ까 끋 덜싈뗟긛 ꉠ
썳디댿꺋 꿬駻 땰되싏 꾇 듷ꄳꗌ 驯ꖗ 뜯믗ꉓ뒳 됃달▖떄ꜛ싇덯뒫 ꫯ긟骀덜끋
$쎄饳덫 驯ꜛ긛댴 쏇듿 땳꾇 ꁯ뗟긛 驯ꜛ馄쏃 떀멸듿 ꁯ기 黧묋 쐳 ꢣ덷ꦘ
떀뗴 끋싸 ꉠ 듇 꺧ꫯ 땷릗ꛫ ꟴ쏄쓷 떋끋싇덯뒻 ꍿ싋 ꫯ긟骀덜끋 饿덫ꩀ驯ꜛ뜯됿ꁗ
댿꺋 馋ꦋ싋 骿뒐듿 ឦ$쎄饳덫 骿뒐되 ꜛ쉻Ꜯ 쏇듿되 떀멸듿되 듇鮟驯되 ឧ뒳
꾇ꗌ싇덯뒻
  듣 뜯믗뒯 ꫯ긟骀덜끋 饿덫ꩀ驯ꜛ뜯됿ꁗ 쎷섇듣뜯 ZZZEXVDQFLGFRUNU 댿 駻끋
ꆇ댣 듷뒻

>ꢧ듇긛시@ ꫯ긟骀덜끋 駣馄떄릴驫    
          ꫯ긟骀덜끋 饿덫ꩀ驯ꜛ뜯됿ꁗ    

⒪ꫯ긟骀덜끋 $쎄饳덫 驯ꜛ긛댴 뜯믗⒫ 됃달

  ኍ
ᢠ ꫯ긟骀덜끋 $쎄饳덫 끏驏 썳쏘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ᢡ ꫯ긟骀덜끋 $쎄饳덫 驯ꜛ긛댴 騟驫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ᢢ $쎄饳덫 늻늳ꩣ鮟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ᢣ $쎄饳덫 驯ꜛꛫ 둳싋 鮟驯ꨳ 덜싏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ᢤ $쎄饳덫 驯ꜛ땷릗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쏇듿 끏驏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덜싈뗟긛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쏇듿 驯ꜛ  뜯됿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떀멸듿 驯ꜛ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쏇듿 묃땰뗟긛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ᢥ $쎄饳덫 덷ꦘ뒳 둳싋 둳까驯ꜛ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ᢦ $쎄饳덫 긛ꖯ 뗟긛ꛫ 둳싋 駯먣 릳뭗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듳 @ 덜싈뗟긛 쎀뗟됃먜 驤ꢧ 덷끋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듳 @ $쎄饳덫 덷ꦘ떀뗴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듳 @ $쎄饳덫 骿뒐되 ꜛ쉻Ꜯ 쏇듿되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듳 @ $쎄饳덫 骿뒐되 ꜛ쉻Ꜯ 떀멸듿되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듳 @ $쎄饳덫 骿뒐되 ꜛ쉻Ꜯ 듇鮟驯되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듳 @ 쇋뙯뙫듇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듳 @ 떀멸뙫듇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ꗌ @ $쎄饳덫 덜싈뗟긛꺋 뜷ꩀꩣ駣뼤싘驯ꜛ끋뀓뻋 꺋끌  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y 
>ꫯꗌ @ 麳ꄳ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 $쎄饳덫 ꫯꫳ  yyyyyyyyyyyyyyyyyyyyyyyyy 

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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Ა >땳髜 ꫯ긟@ 덟ꄳꨳ 뙫ꨳ $쎄饳덫 끏驏 쏇듿뒗  듧髛 ꜻꟴꁨ 
 ᳕ 땳髜  麳 ꟴ뒫ꗋ 鼁뒯 ꦋ까뒳 ꩣ듧 쐳 饿껻싇덯ꁓ饯 麳 ꟴ뒫ꗋ 뜌饯싋
쐳 麳 ꟴ뒫ꗋ 땳髜땰듧 ꁯ魋ꠗ 뒏싸 대기뒳 ꩣ덯뒻
 ᳕ ꫯ긟  땳髜驫 뒏긛싋 대기뒳 ꩣ덯뒫鸇 麳댿ꀃ ꟴ뒫ꗋ 땳髜ꩣꁓ 鼁뒯 ꦋ까뒳
ꩣ덯뒫 ឦꫯ긟骀덜끋 $쎄饳덫 驯ꜛ긛댴ឧ듣 끋딀ꆋ 麳댿ꀃ ꟴ뒫ꗋ 땳髜듇 饿껻
묃꺧댿 ꮳ싣 뷛駻 饿껻싇덯뒻 麳댿ꀃ 땳髜땰 ꁯ魋ꠗ 뒏싸驫 싗鱇 ꫯ긟ꄳ ꟴ
뒫ꗋ 魸騘쓷 뜌饯 싇ꀃ 대기뒳 ꩣ덯뒻
 麳 둃 ꫯ긟끋 꾇데髛 껻딛 뒻끌땿댿꺋 ꦋ까싋 $쎄饳덫 띀ꁗ ꦋ까듣 듷댷뒫 뗟긛
騟驫 $쎄饳덫 ꦃ듣ꕛ뀓댿 뎓덫ꆋ 뗟馋떂饷댿 듇싋 驤ꅈ黧묋듳뒳 쏄듧싇덯뒻

 ᳕ 뙫ꨳꗋꀃ 땳髜뒯 麳 뙫릗ꫯ뺟 뜌饯싇鮟 끋딀싇덯뜯ꜻ ꫯ긟뒯 뙫릗댿 뜌饯
대기뒳 ꩣ듣ꁓ 饿껻싇덯驏 뙫릗ꫯ뺟 鼁뒯 ꦋ까뒳 ꩣ덯뒻

魧ꜫ ᢠ >땳髜 ꫯ긟@ 덟ꄳꨳ $쎄饳덫 끏驏 쏇듿뒗 
쇋 ᢠ >땳髜 ꫯ긟@ 덟ꄳꨳ $쎄饳덫 끏驏 쏇듿 꾇  뒗 
단위: 명(명/1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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魧ꜫ ᢠ >땳髜 ꫯ긟@ 뙫ꨳ $쎄饳덫 끏驏 쏇듿꾇 

Ა >땳髜 ꫯ긟@ 덟ꄳꨳ 꺠ꨳ $쎄饳덫 끏驏 쏇듿뒗  듧髛 ꜻꟴꁨ
 ᳕ 麳ꫯ뺟 麳鮻뜯 鸗듿饯 덛듿ꩣꁓ 鼁닇뒫 ꫯ긟뒯 麳 덛듿饯 鸗듿ꩣꁓ
鼁닇ꃇ 駲뒳 떋돧싇 땳髜驫 뒏긛싋 대기뒳 ꩣ덯뒻

魧ꜫ ᢠ >땳髜@ 덟ꄳꨳ 꺠ꨳ $쎄饳덫 끏驏 쏇듿뒗 

魧ꜫ ᢠ >ꫯ긟@ 덟ꄳꨳ 꺠ꨳ $쎄饳덫 끏驏 쏇듿뒗 

  

Ა >땳髜 ꫯ긟@ 덟ꄳꨳ 덟ꖨꨳ $쎄饳덫 끏驏 쏇듿 ꫳ뒗 
 ᳕ 땳髜  麳 꺧饯 땳먣듇 ꛫ 릗뜯싇덯뒫 魧 뚀 꺧ꀃ 麳ꫯ뺟
ꫳ뒗듣 땿릗 뜌饯싇驏 듷뒻
 ᳕ ꫯ긟  麳 꺧饯 땳먣듇 ꛫ 릗뜯싇덯뒫 땳髜댿 ꮳ싣 꺧ꀃ
鸝뒯 ꫳ뒗뒳 ꩣ덯驏 꺧댿꺋ꀃ 鼁뒯 ꫳ뒗뒳 ꩣ덯뒻

魧ꜫ ᢠ >땳髜@ 덟ꄳꨳ 덟ꖨꨳ $쎄饳덫 끏驏 쏇듿 ꫳ뒗 

魧ꜫ ᢠ >ꫯ긟@ 덟ꄳꨳ 덟ꖨꨳ $쎄饳덫 끏驏 쏇듿 ꫳ뒗 

  

Ა >땳髜 ꫯ긟@ 꺠ꨳ 덟ꖨꨳ $쎄饳덫 끏驏 쏇듿뒗 듧髛 ꜻꟴꁨ  
 ᳕ 땳髜  ꁯ먣땰뒫ꗋ 鸗듿饯 덛듿댿 ꮳ싣 鼁뒯 끏驏 쏇듿뒗뒳 ꩣ듣뜯ꜻ 꺧
꺧듇 덟ꖨꁯ댿꺋ꀃ 덛듿饯 鸗듿댿 ꮳ싣 鼁닇뒻
 ᳕ ꫯ긟  麳 ꫯ긟뒯 ꁯ 꺧 꺧 듣기듇 덟ꖨ댿꺋 덛듿饯 鸗듿ꩣꁓ 鼁駻
鸇븯鸛뒻
 麳ꫯ뺟 髟ꁯ댿꺋 듴껻 디ꩀ ꁯ기뒫ꗋ ꦠ끏 떀뗴 끋싸싇驏 듷뒻

魧ꜫ ᢠ >땳髜@ 꺠ꨳ 덟ꖨꨳ $쎄饳덫 끏驏 쏇듿뒗 

魧ꜫ ᢠ >ꫯ긟@ 꺠ꨳ 덟ꖨꨳ $쎄饳덫 끏驏 쏇듿뒗 
 긟묋ꦘꨄ 麳 꺠ꨳ 덟ꖨꨳ 끏驏駣 꾇麳 뙫ꥫꉠꗌ덟니듧髛 

  

Ა >땳髜 ꫯ긟@ 뜯덜ꨳ $쎄饳덫 끏驏 쏇듿뒗  듧髛 ꜻꟴꁨ 
 ᳕ 땳髜  끋yꄳꨳꗋꀃ ꁯ땳 ꟴ 꺧뗴 ꟴ 묘鸗 ꟴ 묘꫰ ꟴ듇 꾋꺋ꗋ
묘먜ꄳ 뜯덜듣 鼁駻 鸇븯鸛뒫 ꫯ긟뒯 ꟴ뒫ꗋ ꧷띧덯뒻
 ᳕ ꫯ긟  髛y髟ꨳꗋꀃ 꾇데髛 ꟴ 덟떋髛 ꟴ 싣됣ꁯ髛 ꟴ 鮟디髟 ꟴ듇
꾋꺋ꗋ 鼁닇뒻
 麳 꾇데髛 껻딛 뒻끌땿댿꺋 ꦋ까싋 뒏싸듇 데쌔뒫ꗋ 꾇데髛뎯 듧떀싋 髛y髟듇 끏驏
쏇듿뒗듣 鼁닇뒻

>땳髜 끋yꄳꨳ@

>ꫯ긟 髛y髟ꨳ@

魧ꜫ ᢠ 뜯덜ꨳ $쎄饳덫 끏驏 쏇듿뒗 

 듿됿 뜷ꩀ驯ꜛꩧꫯ 饿덫ꩀ셛뺧긛듣쀧 KWWSVZZZFGFJRNUQSW
麳 뙫ꥫꉠꗌ덟니듧髛 뼤騳먜 髜饯뼤騳셛뺧긛듣쀧 KWWSNRVLVNULQGH[LQGH[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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Ა ឦꫯ긟끋 $쎄饳덫 驯ꜛ긛댴ឧ뒯 麳 둃 듫ꫯ뺟 끋딀싇덛 뜯껼싇ꀃ 긛댴뒫ꗋ 끏驏ꆋ
ꠗꉏ 긛ꖯ ꟴ 댿 ꁯ싣 ꁯ 덜싈뗟긛 떀멸듿 黧묋 쐳 ꢣ덷ꦘ떀뗴뒳 뙫됃 鸣되뒫ꗋ 싗
Ა ꫳ꺌 ꁯ기
᳕ 麳 ꫯ긟骀덜끋댿꺋 ꦋ까싋 馋ꨳ 긛ꖯ뎯 꾇데髛 껻딛 뒻끌땿댿꺋 ꦋ까싋 띀ꁗ
긛ꖯꛫ 髛ꫳ싇덛 騟驫ꛫ 떋끋싇덯뒻
 馋ꨳ긛ꖯ 몌 ꟴ 뚀 쏇듿 늳ꁇ ꟴ뒳 떋돧싋 ꟴ뒳 ꁯ기뒫ꗋ ꫳ꺌싇덯뒻
 듿됿 뜷ꩀꩣ駣뼤싘驯ꜛ끋뀓뻋 덜싈뗟긛 듿 뜷ꩀ驯ꜛꩧꫯ

 띀ꁗ긛ꖯ 긛ꖯ떄듇 댿 ꫯ싘싇ꀃ ꟴ뒳 ꁯ기뒫ꗋ 싋 ឦꫯ긟骀덜끋 $쎄饳덫 뒏싸덜싈
뗟긛 騟驫ꩣ驏꺋ឧꛫ 됃달싇덛 떋끋싗
 긛ꖯ떄듇  ꫯ긟끋 꾇데髛 껻딛 22끌ꁨ뒳 ꦘꢧ싋 듣쐳 딏ꩤ鮟 듫 鸣댿
$쎄饳덫댿 싘ꁨ싋 뜌기듣 듷뒫꺋 3&5 ꍿꀃ ,J0 駯긛댿 대꺠듧듿 ꟴ
 듿됿 ꫯ긟骀덜끋 $쎄饳덫 뒏싸덜싈뗟긛 騟驫ꩣ驏꺋 ꫯ긟骀덜끋

  쇋  麳 ꫯ긟骀덜끋 $쎄饳덫 덜싈뗟긛 썳쏘  ꫳ꺌ꁯ기듿
ꁗ둳 꾇 ꟴ

髛ꫳ

馋ꨳ 긛ꖯ

騳

띀ꁗ 긛ꖯ
ꟴ

ꟴ







騳




쏇듿




ꫳ꺌ꁯ기




ꩀ됿먣ꩣ뒏듿




ꫳ꺌ꁯ기




쏇듿 늳ꁇ







ꫳ꺌ꁯ기








  븯끋ꄳ ꟴ 셛싗 쏇듿 긛ꖯ  ꟴ ꩀ됿먣ꩣ뒏듿 ꟴ
  ꩀ됿먣ꩣ뒏듿 듳기뜌기뒯 댵뒫鸇 뜳ꁗ뒳 둳싋 駯긛鮟뙯댿 ꊟꓫ 饿덫ꩀ ꩀ됿먣 饿덫듣
쏄듧ꆋ 긛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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Ა 쏇듿  ꩀ됿먣ꩣ뒏듿듇 쀨꺠
᳕ $쎄饳덫뒫ꗋ 끏驏ꆋ ꠗꉏ 긛ꖯ댿 ꁯ싣 덜싈뗟긛ꛫ 끓끋싇덯뒫 끏驏 쐳 덜싈뗟긛
鮻뜯 세魏 껻됃鮟饳뒯 듫듣댷뒻
᳕ $쎄饳덫 駯긛 ꅈ鮟
 쏇듿 ꟴ듇 駯긛 ꅈ鮟ꀃ ឦ$쎄饳덫뒳 듇끛싏 ꜻ싋 뜌기듣 鸇븯鸇꺋ឧ饯 ꟴ
  ឦ븯 뜷쏇듇 뜳ꁗ ꉠ뒳 ꠘ땰뒫ꗋ 駯긛ឧ饯 ꟴ   ឦ駣馄駯뜳ឧ ꟴ   
ឦ鮟븯ឧ饯 ꟴ  듣댷뒻
 ꩀ됿먣ꩣ뒏듿 ꟴ뒯 ឦ븯 뜷쏇듇 뜳ꁗ ꉠ뒳 ꠘ땰뒫ꗋ 駯긛ឧ ꟴ   ឦ駣馄駯뜳ឧ
ꟴ   ឦ鮟븯ឧ饯 ꟴ  듣댷뒻
  쇋 ᢡ 쏇듿ꫳꛇꨳ $쎄饳덫 駯긛듇 ꅈ鮟
ꁗ둳 ꟴ 

髛ꫳ

騳

쏇듿

ꩀ됿먣ꩣ뒏듿





 



















駣馄駯뜳










鮟븯










騳
$쎄饳덫뒳 듇끛싏 ꜻ싋 뜌기듣
鸇븯鸇꺋
븯 뜷쏇듇 뜳ꁗ ꉠ뒳 ꠘ땰뒫ꗋ
싋 駯긛




᳕ 뜳ꁗ 駯긛 뗴ꛇ
 쏇듿 ꟴ 뚀 ꟴ  뒯 DQWL+$9 ,J0 駯긛ꗋ 뜳ꁗꆇ댷驏 ꟴ  뒯
573&5 駯긛ꗋ 뜳ꁗꆇ댷뒻
 ꩀ됿먣ꩣ뒏듿 ꟴ 뚀 ꟴ  뒯 DQWL+$9 ,J0 駯긛ꗋ ꟴ  뒯 573&5
駯긛ꗋ 뜳ꁗꆇ댷뒻

  

Ა 쏇듿듇 쀨꺠
᳕ 듳기 뜌기  쏇듿 ꟴ ꠗꆿ $쎄饳덫댿 ꫯ싘싇ꀃ 뜌기듣 馋 듣기 鸇븯鸛驏 쏇듿듇
뜌기ꨳ ꦋ까 ꮷꄳꀃ 饳꾇믇 기뀨  駣   뎓싋 駣   髛덜 駣
  ꦋ덣 駣   ꢣꖔ饿 駣   뜳饷길땰길껻ꨯ 駣  
ꉠ듇 꾋뒫ꗋ 鸇븯鸛뒻
 $67 $/7 7RWDO %LOLUXELQ 뚀 馋 듣기 떄기ꨃ둳 $67 $/7 8,/ 7RWDO %LOLUXELQ
PJGO ꛫ 멷驫싋 騬됟

  쇋 ᢡ $쎄饳덫 쏇듿듇 뜌기ꨳ ꦋ까 ꮷꄳ 뚀ꩤ 듷뒻
뜌기 뗴ꛇ

꾇駣

騳



饳꾇믇
기뀨

$67



$/7



7%



뒗

뜌기 뗴ꛇ

꾇駣

뒗

ꢣꖔ饿







뜳饷길땰길껻ꨯ







쏘ꁛ







髛뼏











  



뎓싋





ꩤ뼤

髛덜





鮟븯

ꦋ덣





᳕ 騘ꜛ  騘ꜛ 쏇듿ꀃ 몌 ꟴ뒫ꗋ 騘ꜛꦘꨄ뒯 듇鮟驯 ꟴ   듿饯 騘ꜛ ꟴ
 듣댷뒫 세魏 騘ꜛ 鮟饳뒯 듫듣댷뒻
᳕ 鮟땯뜷쏇  鮟땯뜷쏇듣 듷ꀃ 쏇듿ꀃ ꟴ듣댷ꀃꃟ 鮟땯뜷쏇듇 뗴ꛇꀃ 驏썷닄 駣
  ꁨ齗ꩀ 駣   %쎄饳덫 駣   鮟븯 駣  듇 꾋듣댷뒻
᳕ 饿덫듇 둳썇 됃듧 딏ꩤ鮟 鸣 뜌기 ꦋ까듫ꗋꫯ뺟 듫 듣鸣
 싸빋뎯 驯ꖗ싋 둳썇됃듧뒫ꗋꀃ 끌ꁨ 듣되 駣   ꁗ먣 魸끌 駣  
髜돧 덛싸  묋디 駣   $쎄饳덫 쏇듿뎯듇 떀멸ꖔ 駣  듇 꾋듣댷뒻
 꺜뭗 끌쇷驫 驯ꖗ싋 둳썇됃듧뒫ꗋꀃ 까꺏 駣   뗟馋 駣   髣 駣
  떂饷ꛇ 駣  듇 꾋꺋ꗋ 鼁닇뒻
쇋 ᢡ $쎄饳덫 쏇듿듇 饿덫 둳썇 됃듧ꨳ ꮷꄳ 뚀ꩤ 듷뒻
싸빋 驯ꖗ 둳썇 됃듧
땳먣

꾇駣

뒗

꺜뭗 驯ꖗ 둳썇 됃듧

꾇駣

뒗





까꺏





끌ꁨ 듣되





뗟馋





ꁗ먣 魸끌





髣





髜돧 덛싸묋디





떂饷ꛇ





쏇듿 떀멸ꖔ





鸸ꅈ驫듫









뜯싇꾇 달꾇





驤ꅈ끋꺓 駟뙫

끌쇷 꺜뭗

ꢫ 꺜뭗

  

Ა 떀멸듿 驯ꜛ 騟驫
᳕ 떀멸듿 꾇  쏇듿 ꟴ 뚀 ꟴ  듣 떀멸듿饯 듷댷뒫 땳먣 떀멸듿 꾇ꀃ
ꟴ뒫ꗋ 쏇듿 듧ꁨ 세魏 ꟴ듣댷뒻
᳕ 駟뙫뜯  ꫯ긟 뜯덜 駟뙫듿ꀃ ꟴ   ꫯ긟 돧 뜯덜 駟뙫듿ꀃ ꟴ 
듣댷뒻
᳕ 쏇듿뎯듇 驯騳  饯뗠 ꟴ   듇鮟驯鸣 떀멸 ꟴ   ꅈ 뜰디  ꟴ
  믋髛 ꟴ  듇 꾋듣댷뒻
  쇋 ᢡ $쎄饳덫 쏇듿뎯듇 饳듇 驯騳
髛ꫳ

꾇ꟴ

뒗





긛떋뜯饳





饯뗠





꺠 떀멸





듇鮟驯鸣 떀멸





덛싸 ꅈꦇ





ꅈ 뜰디





鮟븯









땳먣

믋髛

髛ꫳ

꾇ꟴ

뒗

᳕ 黧묋 쐳 덷ꦘ떀뗴
 黧묋 쐳 덷ꦘ떀뗴 ꁯ기듿  떀멸듿 ꟴ 뚀 驫駟 덷ꦘ떀뗴 쏻 떀뗴 ꉠ 시먣ꩣ뒏듿
ꟴ驫 ꫯ긟뜯덜 돧 駟뙫듿 ꟴ ꉠ 떀뗴 떋돧 ꁯ기 ꟴ뒳 떋돧싋 ꟴ듣 덷ꦘ
떀뗴 ꁯ기듿덯뒻
 黧묋 쐳 덷ꦘ떀뗴 騟驫  黧묋 쐳 덷ꦘ떀뗴 ꁯ기듿 ꟴ 뚀 떀뗴뒳 끓끋싋 긛ꓻ뒯
ꟴ   ꥧ떀뗴듿ꀃ ꟴ  듣댷뒻

魧ꜫ ᢡ $쎄饳덫 떀멸듿듇 黧묋 쐳 덷ꦘ떀뗴 썳쏘

  

Ა 묃땰뗟긛 騟驫
᳕ 뗟긛듫ꗋꫯ뺟 뙫 쐳 묃땰뗟긛 ꁯ기듿 쏄뜳쏇듿 ꩀ됿먣ꩣ뒏듿  ꟴ 뚀 ꟴ
 댿 ꁯ싣 묃땰뗟긛ꛫ 끓끋싇덯뒻
 묃땰뗟긛 騟驫 긛Ꝍ ꟴ $쎄饳덫뒫ꗋ 뜳ꁗ ꟴ 쏇듿 ꟴ ꩀ됿먣ꩣ뒏듿 ꟴ 듣댷뒫
긛Ꝍ듿 ꟴ듇 긛Ꝍ됿듧뒯 $쎄饳덫驫 ꢣ驯싇덯뒻

Ƴ

ύⷤᤇႛ Ṉⶴᤇ ԋ

Ა 뒏싸듧뜯
᳕ $쎄饳덫 끏驏썳쏘 ꠗꀷ뺟ꜰ 뚀 꾇데髛ꛫ 뚀끛뒫ꗋ 쏇듿 ꦋ까 뜌饯댿 ꊟꓫ 麳 둃
듫 썳디 덜싈뗟긛ꛫ 끓끋싋 騟驫 꾇데髛 껻딛 끌ꁨ댿꺋듇 띀ꁗ ꦋ까뒳 듧뜯싇덛
뛸끋 끛뮤덜싈뗟긛ꛫ 끓끋싇덯뒻
Ა 뗟긛ꦘꨄ
᳕ 뗟긛 ꊃ듿듧뒯 볃쎧쀧 뗟긛ꗋ 꾇데髛 껻딛 끌ꁨ뒳 ꦘꢧ싋 긛ꓻ듇 믣ꉋ 騟떋 떄ꩣꛫ
鮟ꦇ뒫ꗋ 騟떋듿뎯 ꅈ싸듿 ꁯ기 뒏꺏뗟긛ꛫ 끓끋싇덯驏 뗟긛鸣되뒯 馋듧땰 쀨꺠 끌ꁨ
ꦘꢧꖔ 끌쇷꺜뭗ꖔ 뜌기 駣馄기빋  ꉠ뒳 쏄듧싇덯뒻
Ა 뗟믇긛시
᳕ 끌ꁨ ꦘꢧ듿ꛫ ꁯ기뒫ꗋ $쎄饳덫 饿덫덛ꫯ 駯긛  덷ꦘ떀뗴뒳 ꢣ 떋驤싇덯驏
덷ꦘ骿뒐 끌ꁨ댿꺋 떋驤싋 끌쇷댿 ꁯ싋 駯긛 뒏싸 뗴 끋땿鮻뜯 쏇듿ꦋ까 ꠗꀷ뺟ꜰ
ꉠ뒳 끋싸싇덯뒻

魧ꜫ ᢢ 볃쎧쀧 뗟긛  饿덫驯ꜛ뗟믇 騟驫

  

Ა 뗟긛騟驫
᳕ 끌ꁨ ꦘꢧ듿 볃쎧쀧 ꟴ듣驏 긛ꖯ 꾇ꀃ ꟴ뒫ꗋ ꦋꩀꛏ뒯 덯뒫 뜌기
ꦋ까듫듿ꨳ 긛ꖯ 꾇 뒏싸驐꺏 ꀃ ꁓ뒻驫 馈뒻

魧ꜫ ᢢ 뜌기ꦋ까듫듿ꨳ 긛ꖯ꾇 뒏싸驐꺏

᳕ 덟ꖨꨳꗋꀃ 꺧 ꟴ 꺧 ꟴ 꺧 ꟴ듇 꾋뒫ꗋ 鼁닇驏 꺠ꨳ뒯
鸗듿 ꟴ 덛듿 ꟴ뒫ꗋ 鸗듿饯 鼁닇뒻
᳕ 髛y髟ꨳꗋꀃ 꾇데髛 ꟴ 싣됣ꁯ髛 ꟴ 덟떋髛 ꟴ 鸗髛 ꟴ듇 꾋꺋ꗋ 鼁駻
鸇븯鸛뒻
᳕ 뒻끌땿댿꺋 떋驤싋 끌쇷댿 ꁯ싋 꺜뭗ꖔ 뗟긛騟驫ꀃ 뗟馋떂饷듇 기ꁯ둳썇ꄳ饯 
&, ꗋ 饯디 鼁닇驏 ꦃ듣ꕛ뀓 뒏땳쎄 駯긛ꛫ 듇ꘟ싋 몌 ꟴ 뚀 ꟴ驫
싣ꁨ 끌ꁨ꺋 떋驤싋 뗟馋떂饷댿꺋 ꅈ듫싋 뒏땳쎄 ᢠ$ 듣 駯묋ꆇ댷뒻
Ა 騟ꗏ
᳕ ꩧ 긛ꖯꀃ 끋饳땰 껼ꦋ꺠驫 뼤騳싈땰 덟驯꺠 鮟뗣 뜯끌驫듇 듫驯꺠듣 ꠗꆿ 쏄듧
ꆇ댷驏 긛ꖯ髟驫 뗟馋떂댿꺋 $쎄饳덫ꦃ듣ꕛ뀓 뒏땳쎄 ᢠ$ 饯 駯묋ꆇ댷뒫꤯ꗋ 됿듧
ꩀ됿먣ꀃ $쎄饳덫ꦃ듣ꕛ뀓 饿덫됿뒯 뗟馋떂뒫ꗋ 쏄떄싗 뒏싸驐꺏듣 ꁗ꩸쎄뒫ꗋ
ꁗ듫 黧묋댿 듇싋 뒏싸뒫ꗋ 쁿ꁗꆇ 긛ꖯ 땳꾇饯 꾇데髛 껻딛 끌ꁨ ꦘꢧ듿듧 駲뒳
ꩫ ꊻ 끌쇷뒳 ꝓ馋ꗋ 싋 땳쁻듳

  

ᚰ

5ᑨᄬ ჩფཞ

ˮ ٔ
饿덫ꩀ ꫳꛇ

έ ࡅ
᳕ 떋魸 ꨄ떄饿덫ꩀ
᳕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됿듧ꩀ됿먣

᳕ +HSDWLWLV $ YLUXV
 馋듇 뒏땳쎄 ᢠ ᢡ ᢢ ᢣ ᢤ ᢥ ᢦ  듣 뗣딛싇 魧 뚀 馋듇 뒏땳쎄 ᢠ ᢡ
ᢢ ᢣ 듣 긛ꓻ댿駻 饿덫뒳 듫뒫븣
 騬髛ꗋ 뜳듴싋 ꦃ듣ꕛ뀓饯 디驯 기슫꺧셛ꛫ 뼤驫 鮟땳뒯 늻ꖓ떧 듷뜯 늹뒻 ᣇ썷닐
뒫ꗋ 뜳듴ᣇ饳꺧셛 늷댿꺋 뜌끌ᣇ덫뜌 뒏ꦋᣇꁣꄳ騳ꛫ 뼤싣 디뒫ꗋ ꫳꮳᣇꫳꨯ뒫ꗋ
ꦃ듣ꕛ뀓ꛫ ꦟ묋싗





 KWWSVZZZFGFJRYKHSDWLWLVKDYLQGH[KWP  KWWSVFRPPRQVZLNLPHGLDRUJ 

᳕ 까뗣ꖔ 쏇騬댿꺋 까뗣 饯ꀔ 쀨쓷 끓뎗댿꺋 늷떄땰 鸝뒯 S+댿ꄳ 늷떄땰듳 ᡇ ꩣ驯
끋 ꁨ魫댿꺋 듫 쏻쌔댿꺋 듫 기묃댿꺋 듫 듣기 긛ꓻ 껿댿꺋 끋饳 까뗣 饯ꀔ
싇 긛ꓻ 껿驫 ꢣ까ꢫ 쇋 긛듣 땳쁻 饯ꀔ
᳕ 껻ꄴ  쏋꺠쏃  VRGLXP K\SRFKORULWH +&O  JOXWDUDOGHK\GH ᡇ댿꺋
ꫳ 듣기 饯덣 ᡇ댿꺋 ꫳ 듣기 驏닄뜌鮟魏 ꉠ
ꩀ됿껻

᳕ 긛ꓻ ᢠ ᢡ ᢢ ᢦ쎄
᳕ 믗삛뜯 됿꾜듣 ᢣ ᢤ ᢥ쎄

ꦋ까썳쏘

>꺧騳썳쏘@
᳕ :+2ꀃ 덟饳 달 ꜻꟴ듇 쏇듿饯 ꦋ까싇ꀃ 駲뒫ꗋ 묃떄싗
᳕ ꥧ髜댿꺋ꀃ 麳 ꦠ끏ꄳ듴 듣쐳 쏇듿꾇饯 魸饿싇덛 麳 ꟴ ꩣ驏ꆗ
>髜鸣썳쏘@
᳕ $쎄饳덫 시먣 대꺠ꛏ 麳

  

ˮ ٔ

έ ࡅ
 /LP - .LP . &KRL 6 3DUN 60   7KH HIIHFWLYHQHVV DQG OLPLWDWLRQ RI WKH QDWLRQDO
FKLOGKRRG KHSDWLWLV$ YDFFLQDWLRQ SURJUDP LQ WKH 5HSXEOLF RI .RUHD )LQGLQJV IURP
WKH .RUHDQ 1DWLRQDO +HDOWK DQG 1XWULWLRQ ([DPLQDWLRQ 6XUYH\ .1+$1(6   

᳕ 뫋魫 꺏뜳髜쎄뒫ꗋ ꨯ쏃ꆇ댣 껻늳鮟 饿덫듣 饿껻싇꺋 ꁯ 댿꺋 ꦋ까 뜌饯
 ꁯ饯 땳먣 쏇듿듇  듣기뒳 릗뜯

᳕ 麳 둃 듫 뜯떄饿덫ꩀᣇ떋髟饿덫ꩀ뒫ꗋ 쇋ꩧ饿끋ᣇ땳꾇饿끋ꗋ ꨯ騬
᳕ 덟ꄳꨳ ꦋ까썳쏘 麳  ꟴ ꦋ까 듣쐳 ꝓ麳 ꟴ 꾇뙯뒫ꗋ ꦋ까ᣇ
麳 ꟴ 鸣돧ꗋ 魸뜌ᣇ麳 ꟴ뒫ꗋ 饿껻싇덯뒫鸇 麳
ꁯ魋ꠗ 뒏싸뒫ꗋ ꟴ ꦋ까
驯ꖗ 뜳ꁗ駯긛 >끏驏ꛫ 둳싋 뜳ꁗ鮟뙯@
 끏驏鮟뙯

᳕ 쏇듿 $쎄饳덫댿 ꫯ싘싇ꀃ 듳기뜌기뒳 鸇븯鸣꺋 ꁓ뒻듇 뜳ꁗ뒳 둳싋 駯긛鮟뙯댿
ꊟꓫ 饿덫ꩀ ꩀ됿먣 饿덫듣 쏄듧ꆋ 긛ꓻ
᳕ 듇긛쏇듿 듳기뜌기  덜싈땰 덟驯꺠 뒳 饿늷싇덛 $쎄饳덫듣 듇끛ꆇ鸇 ꁓ뒻듇 뜳ꁗ뒳
둳싋 駯긛鮟뙯댿 싘ꁨ싋 駯긛騟驫饯 댵ꀃ 긛ꓻ
 덜싈땰 덟驯꺠 쏇듿듇 뜌기ꦋ까 땳 듫 ꅈ늷 饿덫ꖔ듣 듷ꀃ  $쎄饳덫 쏇듿뎯 듫기
떀멸 ꍿꀃ 꺠떀멸 騬썇듣 듷ꀃ 騬됟
 쏇듿듇 뜌기ꦋ까 뙫 땳ꫯ뺟 쏘ꁛꦋ까 쐳 뙫鮻뜯

᳕ ꩀ됿먣ꩣ뒏듿 듳기뜌기뒯 댵뒫鸇 ꁓ뒻듇 뜳ꁗ뒳 둳싋 駯긛鮟뙯댿 ꊟꓫ 饿덫ꩀ ꩀ됿먣
饿덫듣 쏄듧ꆋ 긛ꓻ
>뜳ꁗ뒳 둳싋 駯긛鮟뙯@
ˮٔ
ࢉऑЯ
ࢽऑЯ
끏驏  ꩣ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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ࡪࢷʦষʦی

573&5 ҟ

᳕ 끏驏ꨃ둳 쏇듿 듇긛쏇듿 ꩀ됿먣ꩣ뒏듿
᳕ 끏驏끋鮟 끋饳 듣鸣
᳕ 끏驏ꦘꨄ 驯싏 ꩣ駣껻ꗋ 삘뀓 ꍿꀃ 둨 KWWSLVFGFJRNU 댿꺋 끏驏

긛ꖯ뗟긛 

>ꁯ기@

뒏싸덜싈뗟긛

᳕ 긛ꖯ뗟긛 쏇듿 듇긛쏇듿 ꩀ됿먣ꩣ뒏듿
᳕ 뒏싸덜싈뗟긛 끋饳 디껻 ꉠ 덜싈땰 덟驯꺠듣 듷ꀃ ꟴ 듣기듇 띀ꁗ댿꺋 꺓긛 髛뼏
ꉠ듇 디驯饿덫뜌 뜌기 듣 듷ꀃ 騬됟
 꺓긛 ꩤ뼤 뎓끛 髛뼏 ꦋ덣 ꉠ듣 뙫뜌기듣 꺓긛ꀃ 세껻댿 ꮳ싣 ꃃ ꜽ듣 꾇대꺠 ꨯ듣鸇
ꢣꛧ ꨯ뒳 ꩣꀃ 騬됟 ꍿꀃ 듫 쏻 듣기듧 騬됟
 덜싈뗟긛驯듇 쁿ꁗ댿 ꊟꓫ ꨯꅈ 饯ꀔ

>끋鮟@
᳕ 끏驏 쐳 뜯먣댵듣
>뙫驯@
᳕ 馋ꨳ긛ꖯ 끋y髟y髛
᳕ 뒏싸긛ꖯ 끋y髟y髛 끋▖ꄳ

  

ˮ ٔ

έ ࡅ
 끋▖ꄳ  끋▖髟▖髛 덜싈뗟긛ꦇ듇 뗟긛饯 묘ꫳ싇駟鸇 饯ꀔ싇ꁓ驏 쁿ꁗ싋 騬됟
ꆿ 馋 듣기듇 驯싏 끋▖髟▖髛댿꺋 뒏싸싇ꀃ 騬됟
 뒏싸 饿덫됿뒳 떋驤싋 디껻饯 ꟴ쏄싋 騬됟 뒏싸ꦋ까디껻 껻딛뜯 驯싏뜯덜댿꺋 뙫驯

 뚀니  끋▖ꄳ 덜싈뗟긛ꦇ듇 뗟긛饯 묘ꫳ싇駟鸇 饯ꀔ싇ꁓ驏 쁿ꁗ싋 騬됟 鮣魸싋
덜싈뗟긛饯 슳됃싇ꁓ驏 쁿ꁗꆇꀃ 騬됟 ꆿ 馋 듣기듇 끋▖ꄳ댿꺋 ꦋ까싋 騬됟
뙫驯 ꩣ駣껻 騟떄먣騳!

饿덫騬ꗋ

᳕ $쎄饳덫 ꦃ듣ꕛ뀓댿 뎓덫ꆋ ꢫ듣鸇 끌쇷뒳 뼤싣 饿덫
᳕ 쏇듿듇 ꁯꨯ뒳 뼤싋 騬髛 饿덫
᳕ 뙫긛鮟ꛫ 뼤싋 饿덫 썷닐떋떋ꛫ 뼤싋 饿덫
᳕ 꺠떀멸뒳 뼤싋 饿덫
᳕ 쏇듿ꛫ 뼤싣 饯뗠 ꍿꀃ 믋먈댿駻 땳쁻ꆇ駟鸇 듧髛ꥯꄳ饯 鼁뒯 髟ꫯꁯ ꩣ뒐됿 ꉠ댿꺋
띀ꁗ ꦋ까 饯ꀔ

땳쁻鮟饳

᳕ 쏘ꁛ뜌기뒳 鮟뙯뒫ꗋ 싗
 쏘ꁛ듣 鸇븯鸇ꀃ 騬됟 뫋멷 뜌기ꦋ썳 뙫 땳ꫯ뺟 쏘ꁛ ꦋ까 쐳 뙫鮻뜯
 쏘ꁛ듣 ꐋꖦ싇뜯 늹뒯 騬됟 ꮻꜛꙗꮷ 기뀨끋땿 鮟뙯

 쏘ꁛ듣 鸇븯鸇뜯 늹ꀃ 騬됟 뫋멷 뜌기ꦋ썳듫ꗋꫯ뺟 듫饳
᳕ 뜌기ꦋ썳 뙫 땳댿 饿덫ꖔ듣 饯디 鼁뒻
᳕ 뜌기듣 鸇븯鸇駟鸇 饳꾇믇 듣기듣 까鮟 ꦃ듣ꕛ뀓 ꦟ묋듣 饿껻 $쎄饳덫 시먣饯
鸇븯鸇鮟 끋딀싗
᳕ 껻늳ꀃ ꦃ듣ꕛ뀓 ꦟ묋鮟饳듣 鮧댣 뜌기ꦋ썳 쐳 뙫饳 뜯껼ꆇ鮟ꄳ 싇驏 끏까늳鮟
饿덫 끋 ꦃ듣ꕛ뀓 ꦟ묋듣 馋둃饳 뜯껼ꆇ鮟ꄳ 싗
딏ꩤ鮟
듳기대기

᳕ 듫 세魏 듫
᳕ 듳기 뜌기뒯 騬뜌댿꺋 뚀뜌鮻뜯 ꁓ대
᳕ 꺧 ꥧꜻ 껻늳댿꺋 ꁯꫯꫳ ꢣ뜌기   달 댿꺋 쏘ꁛ ꦋ까 덟ꖨ듣 鼁늳뜷꾇ꗌ
 듣기 쏘ꁛ듣 ꅈꦇꆇ 뜌기듣 끛싣뜿
᳕ 멷鮟댿ꀃ ꦋ덣 ꆿ뼤 髻빋饿 슫ꗋ ꉠ듇 땳끏뜌기 ꦋ썳 쐳 닃饷길 껻ꨯ 쏘ꁛ ꉠ듇
뜌기 ꦋ썳
᳕ 끌됄饿뽣 髛덜 髛뼏 ꩤꫯ 볻饿 꺓긛 ꉠ듇 뜌기 ꅈ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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έ ࡅ
᳕ 꾇뙫꾇馋둃 쐳 쏻ꩤꆇ驏 ꜻ꺠 饳덫뒯 댵뒫鸇 饿덫 쏇듿듇 ꀃ $쎄饳덫듣 麳
뜯껼 ꍿꀃ 딛ꦋ싏 꾇 듷뒻
᳕ 싘ꩀ뜌 鮧ꔜꦃꕷ뜌쐳髟 魸꺠끏ꫯ땳 ꁣ鸜덫 묻디덫 썷驯덫 驯땷덫 땳騘꺠饳덫 ꉠ
 ꉋꢫ駻 딛ꦋ꺠饳덫 듿饯덜꺠饳덫 ꁣ뜈떄먣꺠饳덫 ꉠ ꮳ땳쎄땰 뜌기 鸇븯鸏 꾇 듷뒻

>駯긛껻騛@
᳕ 뜌기 ꦋ까 듫 땳 魸꺠鮟 댿 ,J0+$9饯 駯묋ꆏ 꾇 듷뒫 馋둃鮻뜯 駯묋 饯ꀔ
᳕ ,J*+$9ꀃ 쏻ꩤ鮟댿 駯묋ꆇ 세까 뜯껼ꆗ
᳕ 饳꾇믇 뜌饯 $67 $/7  ꮻꜛꙗꮷ 뜌饯



$쎄饳덫 ꦃ듣ꕛ뀓 ꦟ묋驫 시먣駯묋끋鮟  듳기대기驫듇 驯騳
 듿됿 KWWSVZZZFGFJRYPPZUSUHYLHZPPZUKWPOUUDKWP 

>믇긛뒗@
᳕  꺧 듣기댿꺋 
េ 땳騘꺠 饳덫뒫ꗋ 뜳싸ꆏ 騬됟 믇긛뒗듣 댿 듣꛳
믇

᳕ ꁯ뜌믇 늷떄饯 驏ꁗꦠ 끌듣됃ꨄ
 饳댿 ꫯꁣ뒳 뙳 꾇 듷ꀃ 늻볃뎛 꺜뭗 魷뜯 駣馄ꩣ뗟끌쇷  븯 달떋듇 騬됟 뙫믇듇뎯 기듇
쐳 ꩤ되 늳꺧쀧늳ꥧ黧섋 쁻ꓫ꺧븯ꠟ  긛되 魷뜯

쏇듿驯ꜛ

᳕ 騘ꜛ 듴됿騘ꜛ믇饯 됿믈 뜌기  饿덫ꖔ듣 껻끓ꆏ ꊻ鮻뜯
᳕ 쏇듿 ꩣ魏듿듇 ꦟ꺓ꢫ댿 뎓덫ꆋ ꢫ쇷 껻ꄴ
᳕ 쏇듿 듴됿 끋 쇋뙯뙫듇 鮟땯鬯ꛫ 긛되싇駟鸇 ꨯ끓魷 쏇듿 떀멸뙫듇 饯ꀔ싋 듧끓
긛되
 $쎄饳덫댿 듣쏇ꆋ 쏇듿ꀃ 듳기뜌기듣 까鮣 쐳 뙫듫鮻뜯 ꁓꛧ 긛ꓻ驫 떀멸 슫싗
᳕ 댴ꢣ뗴긛 듫끋떋싋
 ꁯ기 뗟ꜛ뗴긛듿  뒻끌뭗魸듿 ꩣ駣듇듧 ꩣ뒐끋꺓 뗴긛듿 싈骿 ꉠ骿 ꍿꀃ
댣ꜟ듣띀▖뒏믇됿 ꉠ됿 됃대끋꺓 뗴긛듿
 鮟饳 쏘ꁛꦋ까 쏘ꁛ듣 댵뒳 騬됟 뜌기ꦋ까 ꍿꀃ 饳꾇믇 기뀨 쏄듧  쐳 듫鮻뜯
᳕ 騘ꜛ싣떋 鮟뙯
 쏘ꁛ듣 듷ꀃ 騬됟 쏘ꁛꦋ까 뙫 쐳 ꦋ덣  꺓긛뜌기듣 껻끓ꆏ ꊻ鮻뜯
 쏘ꁛ듣 ꐋꖦ싇뜯 늹뒯 騬됟 ꮻꜛꙗꮷ 기뀨끋땿 鮟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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έ ࡅ
 쏘ꁛ듣 댵ꀃ 騬됟 뫋멷 뜌기ꦋ썳듫ꗋꫯ뺟 듫饳
>ꢣ뜌기 饿덫듧듇 騬됟@
᳕ ꩣ뒐끋꺓 뗴긛듿 됃대끋꺓 뗴긛듿 띀ꁗ魸끌껻 뗴긛듿 끌쇷떀馌댴 뗴긛듿 뗟ꜛ
뗴긛듿 듇 뗴긛듿 쏻 ꁯꨯ駯긛댿꺋 뒻꺠 쏄듧 쐳 댴ꢣ 饯ꀔ
᳕ 듣돧듇 뜰댴髟 듫기까쏋 ꩤ鬯 饯ꀔ 껿 늪鮟 ꉠ 馋듧둳까 먏땯 뜌기듣 鸇븯鸏 騬됟
뛸끋 듇鮟驯 뜳 ꦊ늳닫 싗

떀멸듿驯ꜛ

᳕ 驯ꜛꁯ기 떀멸듿  꺠떀멸듿
 떀멸듿
 $쎄饳덫 쏇듿듇 땳쁻 饯ꀔ鮟饳 ꅈ늷 쏇듿뎯 馈뒯 띀댿 駟뙫싇駟鸇 떄鮟땰뒫ꗋ
뒻끌뒳 싗鱇 Ꞩ駟鸇 쏃디끓뒳 싗鱇 긛되싋 긛ꓻ뒫ꗋ 쏇듿듇 띀뒳 듿뙫 ꦘꢧ싋 긛ꓻ
듣鸇 ꦘꢧ 늳듣ꄻꩣꥧ ꉠꄳ 셛싗ꆗ
᭐ 쏇듿饯 饿덫ꖔ 듷ꀃ 鮟饳댿 ꜻꉏ 뒻끌뒳 떄鮟땰뒫ꗋ Ꞩ뒯 긛ꓻ驫 쏇듿饯 꺓긛싇ꀃ
鮟饳댿 뙯ꮳ싋 뒻끌뒳 뜯껼땰뒫ꗋ Ꞩ뒯 긛ꓻ
᭑ 쏇듿듇 鮟땯鬯ꛫ 饷닇ꃇ 긛ꓻ ꦟꨯ뒳 ꄳ됣 긛ꓻ
 꺠떀멸듿 饿덫 饯ꀔ鮟饳 ꅈ늷 꺠떀멸싋 긛ꓻ
 듇뜳 땰땷싋 馋듧ꩣ쎧髛 릘되댵듣 쏇듿뎯 떀멸싋 듇뜳
᳕ ꦋꩀ덛ꫯ 驯릟 黧묋 쐳 듫饳 ꦋꩀ덛ꫯ 饿끋
>黧묋 쐳 덷ꦘ뗟믇@
᳕ 黧묋 쐳 뙫 듣鸣댿 덷ꦘ떀뗴 ꍿꀃ 덜魯ꗋꜟ 뾛덛
 ꯗꜛ 떀뗴싏꾇ꗌ 쐗驫饯 뗺뒻
 덟ꖨ  鮟땯뜷쏇댿 ꊟꛧ 黧묋 쐳 덷ꦘ뗟믇 鮟뙯
덟ꖨ髟
馋둃 ꥧꜻ
馋둃꺧
꺧 듣기

기빋
駣馄 대쎧
駣馄 대쎧
駣馄 대쎧
덜땯싇듿

馋둃 듣기

ꜻ꺠 饳 뜷쏇듿
ꦠ끏魷鮟 ꁯꁨ듿H

덷ꦘ떀뗴
饯
덷ꦘ떀뗴 끋싸E
덷ꦘ떀뗴 끋싸E

덜魯ꗋꜟ
⟱⟪D
饯
⟱⟪F

덷ꦘ떀뗴 끋싸E

⟱⟪G

饯

D 덜魯ꗋꜟ 뾛덛 끋 005떀뗴뒯 달 馋둃 쐳 饯ꀔ
E 黧묋 쐳 덷ꦘ뒳 둳싣 릗떀뗴 슳됃 세까덜쏼ꉌ뒳 둳싣꺋ꀃ 릗떀뗴 馋둃 쐳 릗떀뗴
F 덜魯ꗋꜟ 뾛덛ꀃ ꁣꁨ듇뜳듣 둳썇세饯 쐳 슳됃꺠댿 ꊟꓫ 驏ꖓ
G 덷ꦘ떀뗴 덜魯ꗋꜟ뒯 ꅈ끋댿 饰饰 ꁓꛧ ꫯ둳댿 떀뗴
H 듣땳 $쎄饳덫 ꦠ끏떀뗴 끋 끛饰싋 늻ꕷꛣ鮟 ꦇ듀 ꦠ끏꺠ꫳ댿 늻ꕷꛣ鮟 ꦇ듀듣 듷ꀃ 騬됟

 饿꾇꺠듿댿駻 黧묋 쐳 덷ꦘ뗟믇 끋 썳뜌 饿덫 덷ꦘ 饯ꀔ
 꺧 ꥧꜻ댿꺋ꀃ 시먣駯긛 댵듣 떀뗴
 꺧 듣기댿꺋ꄳ ꥯ떀떀멸듿듇 騬됟 시먣駯긛ꛫ 끓끋싇뜯 늹늳ꄳ ꆗ

 黧묋 뙫騬驫 끋 덷ꦘ뗟믇 쐗驫 쏄끓싇덛 髻驏싇뜯 늹뒫鸇 뜯껼땰 黧묋듣 덷기ꆇꀃ
馋둃 듣기 ꦠ끏魷鮟 ꁯ기듿 늳ꀻ 騬됟 떀뗴 饯ꀔ
 떀멸듿 끓駟뙫뜯뎯 뙫ꥫꉠꗌ뙫껻뜯饯 ꁓꛧ 騬됟 뙫껻뜯ꩣ駣껻댿꺋 끓駟뙫뜯ꩣ駣껻댿
쎀뗟됃먜ᣇ끓駟뙫뜯ꩣ駣껻댿꺋 떀멸듿 덷ꦘ뗟믇 끋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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έ ࡅ
>ꩣ뒐끋꺓 댣ꜟ듣띀 뒏믇됿 ꉠ  늳ꅈ ꍿꀃ 뗴긛듿듧 騬됟@
᳕ 쏇듿饯 늳ꅈ듧 騬됟 馈뒯 ꦇ 늳ꅈ듇 ꫯꠗ댿駻 骿긛듧 騬됟 끋꺓 鸣댿 骿긛뎯 떀멸
싇ꀃ ꠗꉏ 늳ꅈ듇 ꫯꠗ댿駻 黧묋긛끓 驏뜯
 驏뜯ꛫ ꦊ뒯 ꫯꠗꀃ 늳ꅈ듇 꺓긛 ꉠ 뜌기덛ꫯ 驯릟 뒏뜌기 ꦋ까 끋 ꉠ됿 뚀뜯
᳕ 끋꺓디뒯 싣ꁨ 끋꺓 黧묋듿 뚀 꺓긛 ꉠ듇 $쎄饳덫 뜌기뒳 ꩣ듣ꀃ 긛ꓻ듣 ꦋ까싇
끋꺓 껻딛뜯ꩣ駣껻ꗋ 끏驏
᳕ 끋꺓 鸣 땳쁻饯 쏄듧ꆇ駟鸇 ꉠ됿떋싋 둳까驯ꜛ饯 땰땷싇뜯 늹뒯 騬됟 끋꺓 섿꼳 驏ꖓ
᳕ 늳ꔇ듇 騬됟 덷ꦘ떀뗴뒳 ꦊ뜯 늹뒯 뗴긛듿 늳ꅈ뒯 ꦠ끏떀뗴듣鸇 덜魯ꗋꜟ 뾛덛
 뗴긛듿鸇 늳ꅈ댿꺋 ꟴ 듣기듇 $쎄饳덫쏇듿 ꦋ까
 ꩣ뒐끋꺓댿꺋 ꦋ까싋 쏇듿듇 떀멸듿 뚀 ꟴ 듣기듇 $쎄饳덫쏇듿 ꦋ까
▖ 鮟땯鬯ꛫ 긛되싇뜯 늹ꀃ ꩣ뒐끋꺓듇 騬됟  쏇듿饯 ꦋ까ꆋ ꦇ듇 떀멸듿ꜻ 떀뗴
▖ 鮟땯鬯ꛫ 긛되싇ꀃ ꩣ뒐끋꺓듇 騬됟  싣ꁨ 끋꺓듇 ꠗꉏ 뗴긛듿뎯 늳ꅈ댿駻 떀뗴
>멷ꉠ싈骿 싈까 骿긛 댿꺋 ꦋ까싋 騬됟@
᳕ 쏇듿듇 饿덫騬ꗋ饯 ꟴ쏄싋 騬됟 ꢣ뜌기饿덫듿댿駻꺋 饿덫ꆋ 駲뒫ꗋ 묃떄싇驏
떀멸듿댿 ꁯ싋 黧묋 쐳 덷ꦘ뗟믇 땰되
᳕ 쏇듿뎯 馈뒯 ꦇ 饿꾇꺠 듷ꀃ 긛ꓻ 늳ꅈ 骿긛  ꠗꆿ $쎄饳덫 ꦠ끏 떀뗴 髻驏
᳕ 쏇듿뎯 믋싋 馈뒯 ꦇ 돧 믋髛ꄳ 떀뗴 髻驏
>뚀驏ꉠ싈骿 듫ꦇ 쏻긛댿꺋 ꦋ까싋 騬됟@
᳕ ꦋ까됿듧듣 싈骿鸇 뜰디 ꦅ ꟴ듇 쏇듿ꦋ까 駣댿 ꁯ싣꺋ꀃ 듫ꦇ땰뒫ꗋ 덷ꦘ떀뗴
듣鸇 덜魯ꗋꜟ 끋싸싇뜯 늹뒻 饿덫덷ꦘ꾇믈 馄뗟
᳕ 싈骿 鸣 ꍿꀃ ꩀ됿 鸣 饿덫듣 듇끛ꆏ 騬됟 덜魯ꗋꜟ ꍿꀃ ꦠ끏떀뗴 髻驏
᳕ 뚀驏ꉠ싈骿댿꺋 쏇듿ꦋ까 끋
 싈骿댿 땰땷싋 덷ꦘ꾇믈 뙯꾇듇 뚀됃꺠댿 ꁯ싣 髻驏ᣇ싈까ꉓ댿駻 덷ꦘ꾇믈 骿뒐
 쏇듿듇 馈뒯 ꦇ 싈까ꉓ듇 ꫯꠗ댿駻 黧묋 饯ꀔ꺠댿 ꁯ싣 驏뜯
>뗟ꜛ뗴긛듿듧 騬됟@
᳕ 뜌기껻끓  쏘ꁛ ꦋ까 뙫듫 쐳鮻뜯 뗟ꜛ댴ꢣ 뗴긛떋싋 뗟ꜛ뗴긛듿ꀃ 댴뙫댿駻
饿덫긛끓 驏뜯
᳕ 댴껻 껻딛뜯ꩣ駣껻ꀃ 댴뙫듇 쎀뗟ꛫ ꦊ늳 뗟ꜛ뗴긛듿 땳됿듇 $쎄饳덫 덛ꫯ 쏄듧
뫋디딏ꩤ鮟 듫 饳 쏇듿 ꦋ까덛ꫯ ꠗꀷ뺟ꜰ
᳕ 싣ꁨ 댴껻듇 饿꾇꺠 듷ꀃ  ꁓꛧ 뗟ꜛ긛덷駻 $쎄饳덫 ꦠ끏듣鸇 덜魯ꗋꜟ뒳 떀뗴
 $쎄饳덫 ꩀꖔ듣 댵驏 $쎄饳덫 ꦠ끏뒳 떀뗴싇뜯 늹뒯 긛ꓻ

᳕ 싣ꁨ 뒻끌땿 ꦘꢧ듿ꀃ ꁓ뒻듇 騬됟댿ꜻ 떀뗴뒳 駯뼏
 뗟ꜛ뗴긛듿饯 饿덫ꖔ듣 듷ꀃ 鮟饳 ꅈ늷 들쓷뜯 늹뒯 뒻끌 鮟븯 뒻끌뒳 뗟ꜛ싷驏
 꺓긛ꛫ 싇驏 둳까기빋饯 뗺뜯 늹닇驏
 ꦘꢧ듿듇 끏기 쏄듧듣 饯ꀔ싇驏 셜ꗋ 쐳 뙫 듣鸣 떀뗴듣 饯ꀔ싏 ꊻ
᳕ 뗟ꜛꄳ髛  쏇騬껻ꄴ 먏땯 뗴긛듿 덷ꦘ꾇믈 骿뒐 ꉠ 饿덫ꩀ 덷ꦘ驯ꜛ 馄쏃
>듇鮟驯댿꺋 ꦋ까싋 騬됟@
᳕ ꁯ기
 쏇듿뎯 쏃디끓뒳 싗鱇 긛되싋 饯뗠 饳ꩀ듧 ꩀ끓 鸣 ꁓꛧ 쏇듿 ꉠ
 쏇듿댿駻 駯긛 끋꾏 ꉠ 싸둳 끋 땰땷싋 馋듧ꩣ쎧髛ꛫ 릘되싇뜯 늹뒯 뗴긛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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έ ࡅ
᳕ 뗟믇 饿꾇꺠듿 ꁯ기 ꦠ끏 ꍿꀃ 덜魯ꗋꜟ 뾛덛
>ꦇ릛饯駻 끌쇷댿꺋 $쎄饳덫ꦃ듣ꕛ뀓 뒏땳듿 駯묋@
᳕ ꦃ듣ꕛ뀓 뒏땳듿 駯묋 끌쇷 쁿ꝓ 뚀뜯
᳕ 싣ꁨ 끌쇷 뗟ꜛ  쁿ꝓ 뗴긛듿 $쎄饳덫 시먣駯긛 饿덫듿 댴ꢣ ꦟ떋
᳕ 끌쇷둳까 驯ꖗ ꫯ꺋뎯 쎀듇 끌쇷駯먣 꾇駟  駯긛
 $쎄饳덫ꦃ듣ꕛ뀓 駯묋 끌쇷  쁿ꝓ 뚀듧 ꠗꉏ 끌쇷 ꅈ듫기쇋 ꥧ馋꩸ 끌쇷

᳕ 싣ꁨ 饯駻댿꺋 鸘쇷싋 댴껻 쏄듧 鸘쇷ꦊ뒯 댴껻 싣ꁨ 끌쇷 쁿ꝓ 뚀뜯  ꥧ馋꩸
끌쇷 쏄ꩣꆏ 騬됟 꾇駟駯긛
᳕ 鸘쇷ꦊ뒯 댴껻 뗟ꜛ뗴긛듿 시먣駯긛  饿덫듿 댴ꢣꦟ떋 뗴긛듿 둳까骿뒐 끋싸
>Ꞩꀃ ꢫ댿꺋 $쎄饳덫ꦃ듣ꕛ뀓 뒏땳듿 駯묋@
᳕ 싣ꁨ 뒻되꾇 듣되 뚀뜯 뗟믇
᳕ 싣ꁨ 뒻되꾇 驯ꜛ鮟驯  ꫯ꺋댿 쎀뗟 됃먜
 뎓덫됿듧  뎓덫ꨃ둳 쁻늴뒳 둳싋 끛뮤덜싈뗟긛  딛駯긛
 뜯싇꾇 기꾇ꄳ 魸꾇ꁯ 섿꼳  까꾇 驯ꖗ 떋쇷 쏻꾇  섿鮟뗟믇  ꉠ
᳕ ꁯ먣 뒻되꾇 떋驤 꾇ꅆꢫ듣鸇 뜯싇꾇ꀃ ꦇꉋ끋 鷂덛꺋 뒻되싇ꄳꗌ 늷鸣
᳕ 黧묋듿 驯ꜛ
 뙫 듣鸣 黧묋듿 뚀 시먣ꥧꩣ뒏듿댿 ꁯ싣 黧묋 쐳 덷ꦘ떀뗴 끋싸
 싣ꁨ 뒻되꾇 듣되 뚀뜯 끋땿뒫ꗋꫯ뺟 듫饯 묃饯 쏇듿ꦋ까 ꠗꀷ뺟ꜰ
덷ꦘ떀뗴

᳕ $쎄饳덫 ꦠ끏떀뗴 쏻 떀뗴
 껻늳 떀뗴 까쐳 馋둃댿 릗 떀뗴 릗 떀뗴 쐳 馋둃 ꍿꀃ 馋둃  쐳
릗 떀뗴 麳 髜饯덷ꦘ떀뗴 뜯됿 ꁯ기댿 셛싗
 꺠듧 떀뗴 떀멸듿饯 늳ꀻ 騬됟  꺧 ꥧꜻ  시먣駯긛댵듣 떀뗴 꺧 듣기  시먣
駯긛 쐳 떀뗴
᳕ ꁓ뒻 驏둳썇髟 뚀 $쎄饳덫댿 ꁯ싋 덜ꖔ듣 댵ꀃ 騬됟 떀뗴 髻디
 쏇듿듇 饯뗠 ꉠ $쎄饳덫 쏇듿듇 떀멸듿
 ꁓꦋ까 뜯덜 덛싸듿 묋髜 뙫 땳   디鮟 먣ꛇ듿
   ꅈ鸗늳끋늳 듧ꄳ 뚀髜 늳쉳ꜛ믣 鸗늳ꟃꜛ믣 ꉠ

 ꜻ꺠 饳 뜷쏇듿 썷됟ꩀ 쏇듿 鸗꺠 ꅈ꺠닏듿 뀤驯땰 달ꢫ 鸗되듿
 뜰댴땰뒫ꗋ $쎄饳덫댿 黧묋ꆏ 둳썇듣 鼁뒯 긛ꓻ $쎄饳덫 ꦃ듣ꕛ뀓ꛫ ꁓꙗꀃ 끓썇끓
뗴긛듿 髟듧 듇듧 됃끌댴 뗴긛듿 댣ꜟ듣띀 魫ꢣ듿 디닏듧 ꩣ쎧끋꺓 魫ꢣ듿 ꉠ
덷ꦘ驯ꜛ

᳕ 쒿ꛣꀃ ꢫ댿 ꮳ齳ꛫ 긛되싇덛 멷 듣기 껿 늪鮟 돧묋 쐳 되ꨯ 쐳 끌긛 땳 뗟ꜛ 땳
᳕ ꢫ 뒻끌ꢫ뒯 ꦇꉋ끋 鷂덛 Ꞩ駟鸇 들썯꺋 Ꞩ鮟
 ꫳ饳 ᡇ 듣기 덣뒳 饯싣닫 ꦃ듣ꕛ뀓 쏋꺠쏃ꆇ꤯ꗋ 鷂듧 ꢫ듣鸇 떋뗟ꆋ 끌꾇ꜻ
뒻되
 뗟馋ꛇꀃ ᡇ댿꺋 ꫳ饳 덣뒳 饯싇駟鸇 멷 듣기 럳꺋 꺜뭗
 驫듫뒯 鰼뜷뒳 ꨆ騗꺋 꺜뭗 髻디
᳕ 믫 ꄳꜷ ꉠ 뗟ꜛꄳ髛ꀃ 껻ꄴ싇驏 髛ꫳ싇덛 긛되싇 둳까땰뒫ꗋ 뗟ꜛ싇鮟
᳕ 꺓긛 뜌기듣 듷ꀃ 騬됟ꀃ 뒻끌 뗟ꜛ 魷뜯
᳕ 쏇듿鸇 뎓덫ꆋ ꝓ馋ꢫ뜷듇 떀멸뒳 슫싇ꀃ 떀멸뙫듇 끋싸

  

ˮ ٔ
驯ꖗ뜯믗

έ ࡅ
᳕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
᳕ 덷ꦘ떀뗴 ꁯ기 饿덫ꩀ듇 덜싈驫 驯ꜛ
᳕ 꺠듧 덷ꦘ떀뗴 饯듣ꉋ
᳕ 髜饯덷ꦘ떀뗴긛댴 驯ꜛ뜯믗
᳕ 꾇썷땳쁻饿덫듇 덜싈驫 驯ꜛ
᳕ ꨄ떄饿덫ꩀ 뜳ꁗ駯긛 뼤싘뜯믗
᳕ ꩀ됿먣 駯긛騟驫 끏驏 늷鸣
᳕ ꫯ긟骀덜끋 $쎄饳덫 驯ꜛ 뜯믗

릧驏듿

᳕ 髜饯駣馄떄ꩣ셛뺧 KWWSKHDOWKFGFJRNUKHDOWK0DLQGR
᳕ ꩣ駣ꩤ뜯ꫯ뜷ꩀ驯ꜛꩧꫯ 麳ꄳ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
᳕ 뜷ꩀ驯ꜛꩧꫯ 덷ꦘ떀뗴 ꁯ기 饿덫ꩀ듇 덜싈驫 驯ꜛ 麳 馋떄쁿
᳕ 뜷ꩀ驯ꜛꩧꫯ  ꨄ떄饿덫ꩀ 뜳ꁗ駯긛 뼤싘뜯믗
᳕ 뜷ꩀ驯ꜛꩧꫯ髜Ꜭꩣ駣덟髛됿  ꩀ됿먣 까ꢫ늷땳떄ꩣ띀 떋둳썇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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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饳덫 驯ꜛ긛댴 몌驳
 덷긟 驯ꜛ
 ꦠ끏 꾇魸 驯ꜛ
᳕ 끏驏 쏄듧▖ꩣ驏
ꫯ긟骀덜끋
駣馄떄릴驫

᳕ 뒏싸 덜싈뗟긛 몌驳
 뒏싸 쁿ꁗ  ꫯ긟骀덜끋 덜싈뗟긛驯
 끋饯 뒏싸뗟긛ꛫ 뙫驯싇ꀃ 騬됟
▖ꆿ 馋 듣기듇 끋▖髟▖髛댿꺋 뒏싸 끋
▖髛▖髟댿꺋 끓끋싋 덜싈뗟긛饯 묘ꫳ싇駟鸇 饯ꀔ
싇ꁓ驏 쁿ꁗꆇꀃ 騬됟
᳕ 끏驏 쏄듧▖ꩣ驏
᳕ 馋ꨳ긛ꖯ 덜싈뗟긛 

ꩣ駣껻

᳕ 쏇듿 骿뒐
᳕ 騘ꜛ 쏄듧  떀멸듿 驯ꜛ
᳕ 쏇듿 묃땰뗟긛
᳕ 뒏싸 덜싈뗟긛
᳕ 뒏싸 덜싈뗟긛 끋 $쎄饳덫 駯긛 끓끋

ꩣ駣쏇騬덟髛됿

 뒏땳듿 駯긛
 시먣 駯긛
 뒏땳듿쎄 ꫳ꺌
᳕ 끏驏 썳쏘 ꠗꀷ뺟ꜰ

ꫯ긟骀덜끋
饿덫ꩀ驯ꜛ뜯됿ꁗ

᳕ 馋ꨳ 긛ꖯ뗟긛  뒏싸 덜싈뗟긛 뜯됿
᳕ 騘ꜛ쏄듧  쏇듿 骿뒐 뜯됿
᳕ 떀멸듿 驯ꜛ 뜯됿
᳕ 쏇듿 묃땰뗟긛 뜯됿

듇鮟驯

᳕ $쎄饳덫 쏇듿 끏驏
᳕ $쎄饳덫 쏇듿 騘ꜛ  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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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쏇듿 끏驏
 듇鮟驯 끏驏 쏇듿 듇긛쏇듿 ꩀ됿먣ꩣ뒏듿  끋饳 듣鸣

  馋ꨳ 긛ꖯ 덜싈뗟긛

  뒏싸 덜싈뗟긛

 뜯먣 댵듣 땳꾇▖ꁯ뗟긛 됿믈
 떀멸듿 뗟긛

 뒏싸 쁿ꁗ 뛸끋


  쏇듿 骿뒐 듴됿 끋 騘ꜛ기빋 쏄듧
 騘ꜛ 쇋뙯뙫듇  떀멸뙫듇 뙯꾇
 슳됃끋 댴ꢣ뗴긛 듫끋 떋싋

  떀멸듿 驯ꜛ
 뜯먣 댵듣 黧묋 쐳 덷ꦘ떀뗴 ꦋꩀ덛ꫯ 饿끋

  쏇듿 묃땰뗟긛 뙫 쐳
 땳쏃뗟긛 ꍿꀃ ꁯ뗟긛
 싘ꩀ뜌 ꦋ까  묃饯쏇듿 ꦋ까 덛ꫯ
 뗟ꜛ댴ꢣ 뚀ꁗ덛ꫯ
 駣馄기빋 ꉠ

  

 %" ᑹᆴ ႅ௧
 끏驏 ꨃ둳 쏇듿 듇긛쏇듿 ꩀ됿먣ꩣ뒏듿
 끏驏 끋鮟 끋饳 듣鸣
 끏驏ꛫ 둳싋 뜳ꁗ鮟뙯
᳕ 쏇듿 $쎄饳덫댿 ꫯ싘싇ꀃ 듳기뜌기뒳 鸇븯鸣꺋 뜳ꁗ뒳 둳싋 駯긛鮟뙯댿 ꊟꓫ
饿덫ꩀ ꩀ됿먣 饿덫듣 쏄듧ꆋ 긛ꓻ
᳕ 듇긛쏇듿 듳기뜌기  덜싈땰 덟驯꺠 뒳 饿늷싇덛 $쎄饳덫듣 듇끛ꆇ鸇 뜳ꁗ뒳
둳싋 駯긛鮟뙯댿 ꫯ싘싇ꀃ 駯긛 騟驫饯 댵ꀃ 긛ꓻ
 덜싈땰 덟驯꺠 쏇듿듇 뜌기ꦋ까 땳 듫 ꅈ늷 饿덫ꖔ듣 듷ꀃ  $쎄饳덫 쏇듿뎯
듫기 떀멸▖꺠 떀멸 騬썇듣 듷ꀃ 騬됟
 쏇듿듇 뜌기 ꦋ까 뙫 땳ꫯ뺟 쏘ꁛ ꦋ까 쐳 뙫鮻뜯

᳕ ꩀ됿먣 ꩣ뒏듿 듳기뜌기뒯 댵뒫鸇 뜳ꁗ뒳 둳싋 駯긛鮟뙯댿 ꊟꓫ 饿덫ꩀ ꩀ됿먣饯
쏄듧ꆋ 긛ꓻ
 듳기뜌기
᳕ ꦋ덣 ꆿ뼤 髻빋饿 끌됄ꫯ뜳 뎓끛 髛뼏 ꩤ뼤 꺓긛 ꉠ듇 뜌기듣 듷뒫 쏘ꁛ
ꍿꀃ 饳꾇믇 기뀨
 뜳ꁗ뒳 둳싋 駯긛鮟뙯
᳕ 駯먣 썷닐 댿꺋 $쎄饳덫 ꦃ듣ꕛ뀓 ,J0 시먣 대꺠
᳕ 駯먣 썷닐 ꁯꨯ 뜰디ꄳꜿꢫ 댿꺋 $쎄饳덫 ꦃ듣ꕛ뀓 뒏땳듿 駯묋
 렬 ⒪$쎄饳덫 늻늳ꩣ鮟⒫ 릧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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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馋ꨳ긛ꖯ 덜싈뗟긛
 뗟긛 ꠘ땰
᳕ 饿덫 騬ꗋ 쁻늴  饿덫됿 뗟긛 떀멸듿 쏄듧
 땰되 ꨃ둳
᳕ 驯싏뜯덜댿꺋 끏驏ꆋ 馋ꨳ긛ꖯ댿 ꁯ싣 땳꾇뗟긛 ꁯ뗟긛 됿믈
 뗟긛 끋鮟
᳕ 끏驏 쐳 뜯먣 댵듣
 뗟긛 뙫驯
᳕ 쏇듿듇 뙫ꥫꉠꗌ뙫껻뜯ꩣ駣껻
 馋ꨳ긛ꖯ饯 껼싋 띀ꁗ듣 쏇듿듇 뙫껻뜯뎯 ꁓꛧ 뜯덜듧 騬됟 띀ꁗ댿 ꁯ싋 뗟긛ꀃ 싣ꁨ
띀ꁗ 驯싏 ꩣ駣껻댿꺋 끋싸싇驏 馋ꨳ긛ꖯ듇 뙫껻뜯댿꺋 몌驳 驯ꜛ
馋ꨳ긛ꖯ 덜싈뗟긛 끋 뙫驯 ꩣ駣껻  쎀뗟 ꩣ駣껻듇 덜싏!
 ᳬ 쏇듿댿 ꁯ싋 긛ꖯ뗟긛뎯 쏇듿驯ꜛꀃ 뙫ꥫꉠꗌ뙫껻뜯ꩣ駣껻
 ᳬ 쏇듿듇 뙫ꥫꉠꗌ뙫껻뜯뎯 끓駟뙫뜯饯 ꁓꛧ 騬됟 ꍿꀃ 끌ꁨ뗟긛 ꉠ 묃饯뗟긛饯 슳됃싋
騬됟댿ꀃ 끓駟뙫뜯鸇 묃饯뗟긛ꛫ 끋싸싣닫 싇ꀃ 뜯덜 ꩣ駣껻댿꺋 쎀뗟
 ᳬ 쏇듿 떀멸듿듇 끓駟뙫뜯饯 쏇듿듇 뙫ꥫꉠꗌ뙫껻뜯뎯 ꁓꛧ 騬됟 쏇듿 뙫껻뜯ꩣ駣껻댿꺋
떀멸듿 끓駟뙫뜯ꩣ駣껻댿 쎀뗟 됃먜 끓駟뙫뜯ꩣ駣껻댿꺋 떀멸듿댿 ꁯ싋 덷ꦘ뗟믇
끋싸
 麳ꄳ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 렬

េ 뗟긛 ꁣꁨ듿ꀃ 덜싈뗟긛 ꁯ뗟긛  끋싸 땳 $쎄饳덫 덷ꦘ떀뗴 鮟뙯댿 ꊟꓫ 덷ꦘ떀뗴
끓끋

  

 馋ꨳ긛ꖯ 덜싈뗟긛 땷릗  뗟믇긛시
饯 쏇듿 듇긛쏇듿


끏驏

듇鮟驯

᳕ 듇鮟驯 끏驏

᳕ 끏驏 쏄듧  끋▖ꄳ ꩣ驏
᳕ 덜싈뗟긛 듿꾇띀
 ꦘꨄ  둨 끏驏긛시 ꍿꀃ 끏驏 듇鮟驯댿 뒏꺏쏄듧
 鸣되 
▖쏇듿 듴됿덛ꫯ
▖쏄뜳駯긛 ,J0 3&5  騟驫
 ,J*ꀃ 쏻ꩤ鮟댿 駯묋 세까뜯껼ꆇ꤯ꗋ 쏄뜳駯긛ꗋ 땰되 饯

>듴됿쏇듿듧 騬됟 썳디뗟긛 땳 뗟믇@
᳕ ꦘꨄ  듇鮟驯 饿덫驯ꜛ듿뎯 뒏꺏 뼤쏃
ᣇ ឦ덜싈뗟긛 쎀뗟됃먜ឧ 驤ꢧ ꦋ꼐
 듳  ឦ덜싈뗟긛 쎀뗟됃먜 驤ꢧ 덷끋ឧ 릧뗟

᳕ 鸣되  쏇듿  쏇騬댿 ꁯ싋 쏄듧
 騘ꜛ덛ꫯ 쏄듧 듴됿믇 됿믈 뜌기 饿덫ꖔ 껻끓 끋鮻뜯
 쇋뙯뙫듇  떀멸뙫듇 뙯꾇 쏄듧
 麳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  렬



 끏驏쏄듧
  ꩣ驏

髛▖髟

>騘ꜛ鮟뙯@
 쏘ꁛ듣 듷ꀃ 騬됟 쏘ꁛꦋ까 뙫 騬驫싇驏 ꦋ덣  꺓긛
뜌기듣 껻끓ꆏ ꊻ鮻뜯
 쏘ꁛ듣 ꐋꖦ싇뜯 늹뒯 騬됟 ꮻꜛꙗꮷ 기뀨끋땿 鮟뙯
 쏘ꁛ  ꮻꜛꙗꮷ 기뀨듣 댵ꀃ 騬됟 뫋멷 뜌기 ꦋ까듫ꗋ
ꫯ뺟 듫饳
 麳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 렬

᳕ 뗟믇긛시 
 騘ꜛ됃먜 쏇듿饯 騘ꜛꆇ뜯 늹뒯 騬됟 뛸끋 騘ꜛ싇ꄳꗌ 됃먜
 ꩀ됿 鸣 ꥯ떀 떀멸듿 ꟴꁗ쁻늴 쎀뗟 됃먜 騘ꜛ 땳 쏇듿뎯
쏃디끓뒳 싗鱇 긛되싋 ꁓꛧ 쏇듿 饯뗠 饳ꩀ듧 ꉠ ꥯ떀 
떀멸듿 덛ꫯ  驯ꖗ 떄ꩣ  쏄듧 됃먜
 듣꛳ 까麳둃듫 뙫껻 땳먣 ꍿꀃ 髛▖髟鮻뜯  땳쏃꧷쎧 듴됿 끋
뜳ꁗꟴ 鮟땯뜷쏇 黧묋끋饳 ꉠ

 듇듧 떀멸듿 쏄듧 쏇듿댿駻 駯긛 끋꾏 ꉠ 싸둳 끋 땰땷싋
馋듧ꩣ쎧髛 ꥧ릘되 뗴긛듿
 麳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 렬

  

 덜싈뗟긛 듫떄 黫듇 듇듧듣 쏇듿댿駻 꺓ꟴ싋 쐳 덜싈
뗟긛 饯ꀔ싋 끋饳 쏄듧싇덛 늻ꖓ뙫ꄳꗌ 됃먜
>饯빌 믇 쏇듿듧 騬됟@
᳕ ꦘꨄ  쏇듿  ꩣ쎧듿뎯 뒏꺏 뼤쏃
᳕ 鸣되  쇋뙯뙫듇 ꉠ 듳    땳쁻덷ꦘ꾇믈 됟꺏 꺓ꟴ
 뜌기 ꉠ 땳쁻ꖔ듣 껻끓ꆏ ꊻ鮻뜯 뗟ꜛ 뒻끌뙯ꮳ 魷싗
 ꁯ덜싈뗟긛 끋饳  디껻 黫듇
끋▖ꄳ
饿덫ꩀ驯ꜛ
뜯됿ꁗ

᳕ 끏驏 쏄듧  뜷ꩀ驯ꜛꩧꫯ ꩣ驏
᳕ ꮳ땳쎄땰 긛ꖯ듫 騬됟 뒏꺏 쏄듧
᳕ 馋ꨳ긛ꖯ 뗟긛 땳 뗟믇긛시 ꉠ 듿ꢧ  쏄듧 슳됃끋
᳕ 떀멸듿 ꨃ둳 駯뼏
᳕ 땳쁻덷ꦘ꾇믈 ꉠ 骿뒐 뜯됿
េ 덜싈뗟긛 뜯됿됃먜 ꫯ긟骀덜끋 饿덫ꩀ驯ꜛ뜯됿ꁗ
饿덫ꩀ驯ꜛ뜯됿ꁗ 饿덫ꩀ驯ꜛ쁯 
᳕ 땷릗 
 饿덫驯ꜛ ꁣꁨ듿 饿덫驯ꜛ끓  ꁣ
 듇ꢣ鮟ꗌ ꉠ 쏇듿 기빋쏄듧 듴됿듫끋 뜌기덛ꫯ 鮟땯뜷쏇
덛ꫯ 썳딛 기빋 騘ꜛ덛ꫯ 駯긛鮟ꗌ ꉠ
 듇鮟驯 鸣 떀멸듿 떄ꩣ 쁻늴 ꉠ
 驯ꖗ ꜛ쉻Ꜯ 듳  듇鮟驯되  땳ꁛ
᭐ 쏇듿 덜싈뗟긛 ꁯ뗟긛 됿믈
 쏇듿 뗟긛饯 댣ꖓ됣 騬됟 ꩣ쎧듿  뙫믇듇 ꉠ



덜싈뗟긛
ꁯ

髛▖髟

 썳디 騘ꜛ기빋 쏄듧
 쇋뙯뙫듇 떀멸뙫듇 뙯꾇기빋 쏄듧 듳   릧뗟
 뜌기 ꦋ까 땳 듫 ꅈ늷 黧묋ꖔ 쏄듧
 ⒪ꫯꗌ  $쎄饳덫 덜싈뗟긛꺋⒫ 긛되

 떀멸듿 떄ꩣ뗟긛
▖饯뗠 ꅈ駟듧 꺠떀멸듿 ꉠ
 떀멸듿듇 ꨃ둳ꀃ 뫋魫 떀멸ꜻ듣 늳ꀷꓫ 듣땳ꫯ뺟 ꀇ 싗鱇
긣늳뎗 긛ꓻ뒳 쏄듧

▖덛싸ꅈ싸듿 ꉠ 驤ꅈ黧묋듿
▖듇鮟驯  뜰디 떀멸듿
᭑ 땳쁻ꦘ뜯 骿뒐  魫ꢣ뭗댴떋싋 슳됃끋  늻ꜫ
 땳쁻饯ꀔ鮟饳 ꅈ늷 뒻끌 뗟ꜛ  뭗魸 뙫듇
 댴ꢣ뗴긛 듫끋떋싋 쏘ꁛꦋ까 쏘ꁛ 댵뒳 騬됟 뜌기ꦋ까

  

ꍿꀃ 饳꾇믇 기뀨  쐳 듫鮻뜯
▖뗟ꜛ뗴긛듿  뒻끌뭗魸듿 ꩣ駣듇듧 ꩣ뒐끋꺓 뗴긛듿
싈骿 뗴긛듿 됃대끋꺓뗴긛듿 댴ꢣ 떋싋
▖댣ꜟ듣띀▖뒏믇됿까▖싈까듇 ꉠ됿  ꉠ骿 뚀뜯
 麳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 렬

 떀멸듿 黧묋 쐳 덷ꦘ떀뗴  뚀됃꺠 ꉠ 꺓ꟴ
 驯ꖗ ꜛ쉻Ꜯ 듳   쏇듿되 떀멸듿되  땳ꁛ
饿덫ꩀ驯ꜛ
뜯됿ꁗ



騟驫ꩣ驏

뙫 쐳


묃땰뗟긛
뒏꺏

᳕ 馋ꨳ긛ꖯ 덜싈뗟긛 鮟꾏뜯됿  썳디뜯됿 슳됃끋
᳕ 떀멸듿 ꨃ둳 꺏떄  덜싈뗟긛꺋 딀꺠 뜯됿
᳕ 땳쁻덷ꦘ꾇믈 黧묋 쐳 덷ꦘ떀뗴 ꉠ 骿뒐 뜯됿

髛▖髟

᳕ 뜷ꩀꩣ駣뼤싘驯ꜛ끋뀓뻋댿 ꩣ驏

饿덫ꩀ驯ꜛ

᳕ 덜싈뗟긛 ꃟ듣뺟 驯ꜛ  ꫳ꺌

뜯됿ꁗ

᳕ 黧묋 쐳 덷ꦘ떀뗴 쁻늴  ꫳ꺌

髛▖髟
饿덫ꩀ驯ꜛ
뜯됿ꁗ

᳕ ꦘꨄ  뒏꺏뗟긛
᳕ 鸣되  싘ꩀ뜌 ꦋ까 ꉠ 駣馄기빋 묃饯쏇듿 ꦋ까덛ꫯ ꉠ
᳕ 뙫 쐳 묃땰뗟긛 늻ꜫ 騟驫 쏄듧

  

鸇 ꩀ됿먣ꩣ뒏듿 ꢣ뜌기 饿덫듿


끏驏

듇鮟驯

᳕ 듇鮟驯 끏驏

᳕ 끏驏 쏄듧  끋▖ꄳ ꩣ驏
᳕ 덜싈뗟긛 듿꾇띀
 ꦘꨄ  둨 끏驏긛시 ꍿꀃ 끏驏 듇鮟驯댿 뒏꺏쏄듧


 끏驏쏄듧

髛▖髟

 鸣되 
▖쏇듿 듴됿덛ꫯ

  ꩣ驏

▖쏄뜳駯긛 ,J0 3&5  騟驫
 ,J*ꀃ 쏻ꩤ鮟댿 駯묋 세까뜯껼ꆇ꤯ꗋ 쏄뜳駯긛ꗋ 땰되 饯

끋▖ꄳ

᳕ 끏驏 쏄듧  뜷ꩀ驯ꜛꩧꫯ ꩣ驏

᳕ 덜싈뗟긛 끓끋 뒏꺏뗟긛 饯ꀔ
 ⒪ꫯꗌ  $쎄饳덫 덜싈뗟긛꺋⒫ 긛되

 떀멸듿 떄ꩣ 쁻늴 ꟴꁗꜻ 쁻늴싇驏 뼤ꩣ 驯ꜛ싇뜯 늹뒻 
 떀멸듿듇 ꨃ둳 뫋魫 떀멸괿 늳ꀷꓫ 듣땳ꫯ뺟 ꀇ 싗鱇 긣늳뎗
긛ꓻ ꅈ駟饯뗠 ꉠ 뒳 쏄듧

 뜌기댿 ꁯ싋 骿뒐  뜌기 ꦋ까덛ꫯ 驯릟 뜌기ꦋ까 듫
髛▖髟


땳 魸꺠鮟댿ꄳ ,J0 駯묋 饯ꀔ싇꤯ꗋ
 ꢣ뜌기 饿덫뒳 驏ꖓ싇덛 땳쁻덷ꦘ꾇믈 骿뒐  댴ꢣ뗴긛 듫끋

덜싈뗟긛

떋싋 슳됃끋  꺓ꟴ

ꁯ뒏꺏

▖뜌기ꦋ까 끋 뛸끋 듇鮟驯 뜳ꦊꄳꗌ 늷鸣
▖듫기까쏋댿 ꩤ鬯싇ꆇ 껿 늪鮟 ꉠ 馋듧둳까 驯ꜛ 먏땯
▖댴ꢣ뗴긛 듫끋떋싋 쏻 ꁯꨯ駯긛댿꺋 뒻꺠듣 쏄듧ꆏ ꊻ鮻뜯
 麳ꄳ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 렬

饿덫ꩀ驯ꜛ
뜯됿ꁗ



騟驫ꩣ驏

᳕ 馋ꨳ긛ꖯ 덜싈뗟긛 鮟꾏뜯됿 ꉠ 뗟긛뜯됿 슳됃끋
᳕ 덜싈뗟긛꺋 딀꺠 뜯됿
᳕ 땳쁻덷ꦘ꾇믈 ꉠ 骿뒐 뜯됿

髛▖髟

᳕ 뜷ꩀꩣ駣뼤싘驯ꜛ끋뀓뻋댿 ꩣ驏

饿덫ꩀ驯ꜛ

᳕ 덜싈뗟긛 ꃟ듣뺟 驯ꜛ  ꫳ꺌

뜯됿ꁗ

᳕ 黧묋 쐳 덷ꦘ떀뗴 쁻늴  ꫳ꺌

  

 뒏싸 덜싈뗟긛
 뒏싸 덛ꫯ 쁿ꁗ
᳕ 끋▖ꄳ 덜싈뗟긛驯듣 쁿ꁗ
᳕ ꟴ 듣기듇 쏇듿饯 끋饳땰 驤饳땰뒫ꗋ 덟騟ꆇ댣 ꦋ까싋 騬됟
᳕ 세기끋듇 ꦋ까꾇뙯뒳 기쏻싇덛 ꦋ까싇ꀃ 騬됟
 뗟긛 ꠘ땰
᳕ 뒏싸듇 ꦋ까魋ꠗꛫ 쁻늴싇驏 됿듧ꩀ됿먣뎯 饿덫됿뒳 魋ꟴ싇덛 땳쁻騬ꗋ 릗ꁗ
 쏄긟ꦘ뜯
 뗟긛 끋鮟
᳕ 뒏싸 듧뜯 쐳 뜯먣 댵듣 끋싸
 땰되ꨃ둳  뗟긛 뙫驯
᳕ 뒏싸덜싈뗟긛 뙫驯鮟驯
髛ꫳ
끋▖髟▖髛
끋▖ꄳ

뚀니

뒏싸덜싈뗟긛 鮟뙯
᳕ 驯싏뜯덜댿꺋 ꦋ까싇ꀃ 뒏싸 긛ꖯ
᳕ 髛▖髟 덜싈뗟긛ꦇ듇 덜싈뗟긛饯 묘ꫳ싇駟鸇 饯ꀔ싇ꁓ驏 쁿ꁗꆇꀃ 騬됟
᳕ ꆿ馋 듣기듇 驯싏 끋▖髟▖髛댿꺋 ꦋ까싇ꀃ 뒏싸 긛ꖯ
᳕ 끋▖ꄳ 덜싈뗟긛ꦇ듇 덜싈뗟긛饯 묘ꫳ싇駟鸇 饯ꀔ싇ꁓ驏 쁿ꁗꆇꀃ 騬됟
᳕ 鮣魸싋 덜싈뗟긛饯 슳됃싇ꁓ驏 쁿ꁗꆇꀃ 騬됟
᳕ ꆿ馋 듣기듇 끋▖ꄳ댿꺋 ꦋ까싇ꀃ 騬됟

 뙫驯 ꩣ駣껻 騟떄듣 댣ꖓ됣 騬됟듇 騟떄먣騳
᳕ 긛ꖯ饯 덛ꕛ 끋▖髟▖髛 ꍿꀃ 끋▖ꄳ댿 駧먿 ꦋ까싋 騬됟  긛ꖯ 駟뙫뜯덜驫
ꦋ까디껻饯 꺋ꗋ ꁓꛧ 騬됟
뙫驯 ꩣ駣껻 騟떄먣騳!

  

᳕ 덜싈뗟긛 뙫驯 ꩣ駣껻듇 덜싏 덜싈뗟긛 몌驳
 뒏싸 뗴騟꺏댧 뫋뗴 騟驫ꩣ驏 騟驫ꩣ驏꺋 딀꺠
 끋▖髟▖髛ꨳ 긛ꖯ  쏇騬 덜싈뗟긛 駯긛릳뭗  駯긛 셛싗  몌驳
᳕ 덜싈뗟긛 쎀뗟 ꩣ駣껻듇 덜싏
 싣ꁨ ꩣ駣껻댿꺋 끓끋싋 덜싈뗟긛 騟驫ꛫ 뙫驯 ꩣ駣껻댿 뼤ꩣ
 긛ꖯ  뒏뜌기듿 ꁯ뗟髟 ꦋ까디껻 뗟ꜛ뗴긛듿 뗟긛 쏇騬뗟긛 ꉠ 덜싈뗟긛 騟驫ꛫ
뙫驯 ꩣ駣껻댿 뼤ꩣ

 魧 돧 덜싈뗟긛 뙫驯 ꩣ駣껻饯 됃먜싋 鸣되댿 ꁯ싋 덜싈뗟긛 끋싸
 麳ꄳ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 렬

 뗟긛鸣되
᳕ 饿덫됿 魋ꟴ
 뜌기 ꦋ까 땳 듫 ꅈ늷 饯ꀔ싋 黧묋ꖔ 쏄듧
 쏇듿ꛫ 셛싗싋 쏇듿떄ꩣꛫ 뙳 꾇 듷ꀃ 뙫ꨯ 듧ꢫ驫듇 떀뗟긛 끓끋
▖싣돧 덛싸ꖔ
▖덛싸 뚀 뎓덫ꆋ ꢫ ꍿꀃ 뒻끌ꢫ ꉠ듇 꺜뭗ꖔ
▖뫋魫 싋髜댿 ꄳ릘싋 돧髜듧驫듇 떀멸ꖔ
▖싇꾇鸇 긛ꓻ듇 ꦟ꺓ꢫ驫 떀멸ꖔ
▖ꃋ 들뒯 ꍿꀃ 鸏 뒻끌ꢫ뒳 꺜뭗싇駟鸇 뭗魸 뗟ꜛ ꉠ
 麳ꄳ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 렬

  

 뒏싸긛ꖯ 덜싈뗟긛 땷릗





띀ꁗ쏇듿
ꦋ까듧뜯

ꦋ까ꩣ驏 
 듴ꖔ

髛▖髟

᳕ 덜싈땰 덟驯꺠듣 듇끛ꆇꀃ 駣 듣기듇 긛ꖯ ꦋ까 끋
 듇鮟驯 끏驏 댧ꗏꩣꄳ 쏇듿 ꍿꀃ 鮟驯디 끏驏 ꉠ

᳕ 끋▖ꄳ댿 뒏꺏 ꩣ驏
髛▖髟

᳕ 뒏싸뒫ꗋ 쁿ꁗꆇꀃ 騬됟 ឦ뜷ꩀꩣ駣뼤싘驯ꜛ끋뀓뻋ឧ듇 ឦ띀ꁗ
쏇듿驯ꜛ끋뀓뻋ឧ댿 듴ꖔ ꩣ驏

᳕ 듧뜯騬둳 쏇듿ꦋ까 魋ꠗ ꦋꩀ듫 띀ꁗ듇 쀨꺠 ꅈ듫 싈骿
ꅈ듫 끌ꁨ뒳 듣되싋 긛ꓻ ꉠ  鮟븯 쀨듣긛시 ꉠ댿 ꁯ싋 鮟멷
髛▖髟

듿 꾇띀
᳕ 끋▖ꄳ댿 뜯됿 됃먜

鮟멷듿

᳕ 덜싈뗟긛驯듇 騟떄긛시 쏄듧

꾇띀


᳕ 덜싈뗟긛驯듣 덜싈뗟긛 ꦘꨄ ꉠ 騟떄

឵

 뗟긛ꊃ듿듧 뗟긛ꁯ기 ꨃ둳 뗟긛鸣되  뗟긛鮟饳 ꨃ둳

뗟긛

駯먣 릳뭗 쏇騬뗟긛ꁯ기 ꨃ둳 駯긛시ꠘ 驯ꜛ뗟믇 묃饯

ꊃ듿듧
騟떄

끋▖ꄳ

쏇듿 ꦋ까덛ꫯ ꠗꀷ뺟ꜰ ꉠ
 긛ꖯ떄듇 끋饳 디껻 긛ꓻ 뜌기듇 됃껻 셛싗싇덛 떄듇
᳕ 饿덫ꩀ驯ꜛ뜯됿ꁗ 끋▖ꄳ 덜싈뗟긛ꦇ됿 댿 뜯됿 됃먜
饿덫ꩀ驯ꜛ뜯됿ꁗ 饿덫ꩀ驯ꜛ쁯 

  

េ ꁯ뗟긛  썳디뗟긛 됿믈
᳕ 饿덫ꩀ ꁣꁨꫯ꺋뎯 끌쇷둳까 ꁣꁨꫯ꺋饯 싘ꅈ 덜싈뗟긛 끓끋
᳕ 썳디 덜싈뗟긛 끓끋 ꦋ까 魋ꠗ  떀멸듿 쏄듧
 >ꫯꗌ  $쎄饳덫 덜싈뗟긛꺋@ 긛되

 끋▖ꄳ댿 뜯됿 됃먜
 駯먣 릳뭗  꾇꼐
 >ꁯ기@ 쏇ꖯ 땳됿 까긟▖饯驤▖뗟ꜛ듿 땳먣 슳됃끋 ꁯ뗟髟

髛▖髟

 >駯먣 뗴ꛇ@ ꁯꨯ駯먣 릳뭗饯 됿믈
 >駯먣 릳뭗 ꦘꨄ@



 썷닐 ⟱ 릳뭗 시듀驏떋饯 먗饯ꆇ뜯 늹뒯 끋썇驯댿 麒뒻

썳디

 ꁯꨯ J 듣기듇 ꁯꨯ ꍿꀃ 뜰디ꄳꜿ

덜싈뗟긛

 >駯긛鮟驯@ ꩣ駣쏇騬덟髛됿
 េ ꁯ魋ꠗ 띀ꁗꦋꩀ 끋 뜷ꩀ驯ꜛꩧꫯ ꦃ듣ꕛ뀓ꫳ꺌驫ꗋ 묃饯끋썇
듇ꘟ싇 긛늷듇 끋魸꺠 ꉠ뒳 驏ꖓ싇덛 슳됃끋 싣ꁨ 끋▖ꄳ
댿꺋ꄳ 쏄듧끋썇뒳 ꅈ끋 끓끋

ꩣ駣쏇騬
덟髛됿
饿덫ꩀ驯ꜛ
뜯됿ꁗ

髛▖髟

᳕ $쎄饳덫 駯긛 끓끋 뒏땳듿駯긛 시먣駯긛 뒏땳듿쎄 ꫳ꺌
᳕ 썳디뜯됿  鮟꾏 뜯됿
᳕ 쏇듿  떀멸듿 덜싈뗟긛 黧묋 쐳 덷ꦘ떀뗴 ꃟ듣뺟 驯ꜛ 
ꫳ꺌 ꉠ

᳕ 썳디 덜싈뗟긛 뎳 쐳 騟驫ꛫ 끋▖ꄳ 덜싈뗟긛ꦇ댿 ꩣ驏
᳕ 끋▖ꄳ 덜싈뗟긛ꦇ듣 뒏싸덛ꫯ 騟떄
᳕ ꟴ 듣기듇 쏇듿饯 끋饳땰 驤饳땰뒫ꗋ 덟騟ꆇ댣 ꦋ까싋 騬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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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뒏싸듣 늳ꀷꓫ驏 쁿ꁗ싋 騬됟 긛뒏딀꺠 뜷ꩀ驯ꜛꩧꫯꗋ ꩣ驏

  

᳕ ࢿষ끋鮟 뒏싸뗴 쐳 듫 듣鸣 끋▖ꄳ 떋묋 驤ꢧ 鮟뙯 댿
뜷ꩀ驯ꜛꩧꫯꗋ 떋묋 ꁗ 됿듧 ꩀ됿먣饯 ꟴ듫 騬됟 ꜷ뜯Ꜹ
쏇듿 ꦋ까 쐳 듫
 饿덫ꩀ驯ꜛ뜯됿ꁗ 세饯 끋 뜌ꯈ듿 먗ꫯ싇덛 듫 듣鸣 떋묋
 >뒏싸뗴듫@

   ꜷ뜯Ꜹ 쏇듿 ꦋ까듫ꗋꫯ뺟 세魏 딏ꩤ鮟 듫 듇 ꦟ饯
騬驫싋 끋땿
   駯긛騟驫 뼤ꩣ饯 뒏싸뗴騟듫ꩣꁓ ꀕ뒯 騬됟댿ꀃ 騟驫
뼤ꩣ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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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قԻ ࢿষ
 饿덫ꩀ驯ꜛ뜯됿ꁗ듇 세饯ꛫ 끓끋싋 騬됟 뒏싸뗴듫 鮟뙯 듫
듣鸣댿 뜷ꩀ驯ꜛꩧꫯꗋ 떋묋 뜌ꯈ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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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싈뗟긛ꩣ驏꺋 駯뼏 됃먜  떋묋@
᳕ ꩣ駣껻  딀꺠싋 ꩣ驏꺋ꛫ 饿덫ꩀ驯ꜛ뜯됿ꁗ댿 驤ꢧ뒫ꗋ
駯뼏 됃먜ᣇ 饿덫ꩀ驯ꜛ뜯됿ꁗ  駯뼏 뎳싋 ꩣ驏꺋ꛫ
ꩣ駣껻댿 驤ꢧ뒫ꗋ 쏇ꛇᣇ ꩣ駣껻  ꫯ긟끋댿 떋묋ᣇ
ꫯ긟끋  뫋뗴쏄듧 쐳 뜷ꩀ驯ꜛꩧꫯ댿 떋묋



  

'" ᑹᆴ௶ຘ ༟ ሮᅴ
 騘ꜛ
᳕ 쏇듿 騘ꜛ덛ꫯ 쏄듧
 ꩣ駣껻ᣇ듇鮟驯  썳디 묋ꅈ 땳 듇긛 쏇듿 ꦋ까 끏驏 쏄듧 쐳 듇鮟驯댿 뒏꺏
뒫ꗋ 쏇듿 騘ꜛ 덛ꫯ 쏄듧ᣇ騘ꜛꆇ뜯 늹뒯 騬됟 뛸끋 騘ꜛ 됃먜
᳕ 騘ꜛꦘꨄ
 듴됿 騘ꜛ 믇饯 됿믈
 뜌기  饿덫ꖔ듣 껻끓ꆏ ꊻ鮻뜯

 쏇듿ꀃ 듳기뜌기 ꦋ까 쐳 뙫듫鮻뜯 ꁓꛧ 긛ꓻ驫 떀멸뒳 슫싣닫 싗
 쇋뙯뙫듇  떀멸뙫듇  뙯꾇 껿 늪鮟 쏇듿 떀멸 끋 듫쏻되 饯됣  디馀 릘되
 쀨쓷 鮟땯鬯ꛫ 긛되싇駟鸇 ꨯ끓魷 쏇듿듇 騬됟

 騘ꜛ끓 ꉠ 썳디 쏄듧 껿껻ꄴ떋 듇섿鮟ꢫ 뼤 ꮳ믇 ꉠ 쏄듧



ꩣ쎧디髛 릘되

덜싈뗟긛꺋 꺋끌 쏄듧

ꩀ끓 닍 ꮳ믇ꆋ 껿 껻ꄴ떋 ꉠ

᳕ 騘ꜛ싣떋
 뒏뜌기듿 
▖쏘ꁛ듣 듷ꀃ 騬됟 쏘ꁛꦋ까 뙫듫듣 騬驫싇驏 ꦋ덣  꺓긛 뜌기 껻끓
▖쏘ꁛ듣 ꐋꖦ싇뜯 늹뒯 騬됟 ꮻꜛꙗꮷ 기뀨 끋땿 鮟뙯
▖쏘ꁛ  ꮻꜛꙗꮷ 기뀨듣 댵ꀃ 騬됟 뫋멷 뜌기ꦋ까듫ꗋꫯ뺟 듫饳
 ꢣ뜌기듿ꩀ됿먣ꩣ뒏듿
▖뜌기듣 댵뒫꤯ꗋ 騘ꜛ 슳됃 듫기 ꩤ鬯
▖ꩣ뒐뗴긛듿 됃대끋꺓뗴긛듿 뗟ꜛ뗴긛듿 듇뗴긛듿ꀃ 쏻 ꁯꨯ駯긛댿꺋 뒻꺠듣 쏄듧
ꆏ ꊻ鮻뜯 댴ꢣ 떋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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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騘ꜛ魫ꢣ  뭗댴떋싋
᳕ 驯ꖗ ꨄꖨ
 饿덫ꩀ듇 덷ꦘ  驯ꜛ댿 驯싋 ꨄꛏ 떋뗟 댴ꢣ 뗴긛듇 듫끋 떋싋
  饿덫ꩀ쏇듿ꉠ뒯 ꩣ駣ꩤ뜯ꫯꖨ뒫ꗋ 떄싇ꀃ ꦃ댿 ꊟꓫ 댴ꢣ듇 꺠뜷기 듫ꦇ듧驫 떀멸싇ꀃ
듫듣 ꜽ뒯 뜰댴댿 뗴긛싏 꾇 댵驏 齳髛ꉏ뜯 饿덫ꩀ쏇듿ꉠ뒳 魧ꕛ싋 뜰댴댿 驏되싏 꾇
댵ꁓ
 饿덫ꩀ듇 덷ꦘ  驯ꜛ댿 驯싋 ꨄꛏ 끋싸魋믈 떋뗟 댴ꢣ 뗴긛듇 듫끋 떋싋
 ꨄ 떋뗟떋시댿 ꊟꓫ 듫끋땰뒫ꗋ 댴ꢣ 뗴긛듇 떋싋뒳 ꦊꀃ 饿덫ꩀ쏇듿ꉠ뒯 떋髟
饿덫ꩀ쏇듿ꉠ뒫ꗋ 싇驏 魧 떋싋 鮟饳뒯 뜌기  饿덫ꖔ듣 껻ꆇꀃ 鸏鮻뜯ꗋ 싋ꁓ
᭐ ꨄ 떋뗟떋시댿 ꊟꓫ 댴ꢣ 뗴긛듇 떋싋뒳 ꦊꀃ 댴뗴뒯 ꁓ뒻 饰 쎧뎯 馈ꁓ
⒪끌쇷둳까ꨄ⒫ 떋뗟떋쎧댿 ꊟꛧ 띀ꁗ魸끌껻
⒪끌쇷둳까ꨄ⒫ 떋뗟떋시떋쎧댿 ꊟꛧ 끌쇷떀馌댴

᳕ ꁯ기
 뗟ꜛ뗴긛듿  뒻끌 뭗魸싇ꀃ 듿
 ꩣ駣듇듧
 ꩣ뒐끋꺓  됃대끋꺓 뗴긛듿
 싈骿 ꉠ骿 뒏믇됿  댣ꜟ듣띀 ꉠ됿
᳕ 鮟饳
 뒏뜌기듿 
▖쏘ꁛ듣 듷ꀃ 騬됟 쏘ꁛꦋ까 뙫듫듣 騬驫싇驏 ꦋ덣  꺓긛 뜌기 껻끓
▖쏘ꁛ듣 ꐋꖦ싇뜯 늹뒯 騬됟 ꮻꜛꙗꮷ 기뀨 끋땿 鮟뙯
▖쏘ꁛ  ꮻꜛꙗꮷ 기뀨듣 댵ꀃ 騬됟 뫋멷 뜌기ꦋ까듫ꗋꫯ뺟 듫饳
 ꢣ뜌기듿ꩀ됿먣ꩣ뒏듿
▖ꩣ뒐뗴긛듿 됃대끋꺓뗴긛듿 뗟ꜛ뗴긛듿 듇뗴긛듿ꀃ 쏻 ꁯꨯ駯긛댿꺋 뒻꺠듣 쏄듧
ꆏ ꊻ鮻뜯 댴ꢣ 떋싋
▖듣돧듇 뜰댴髟 듫기까쏋댿 ꩤ鬯 饯ꀔ ꁗ $쎄饳덫 뜌기 쏘ꁛ 饳꾇믇 기뀨 ꉠ 
鸇븯鸏 騬됟 뛸끋 듇鮟驯 뜳ꛫ ꦊ驏 껿 늪鮟 ꉠ 馋듧둳까뒳 먏땯쓷 싇ꄳꗌ
骿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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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쏇듿骿뒐
᳕ 骿뒐끋鮟 덜싈뗟긛 끋댿 끓끋
᳕ 骿뒐뙫驯 髛▖髟 ꩣ駣껻

  

᳕ 骿뒐鸣되
 騘ꜛ鮟饳  騘ꜛꦘꨄ 뙯꾇 骿뒐
 魫ꢣ  뭗댴떋싋 驯ꖗ 骿뒐
 떀멸뙫듇 뙯꾇 骿뒐
▖듳기뜌기 ꦋ까 쐳 뙫듫鮻뜯 ꁓꛧ 긛ꓻ驫듇 떀멸뒳 슫싗
▖꺓긛 뜌기듣 듷ꀃ 騬됟 뒻끌뗟ꜛ  뙯ꮳ 魷싗
 뎛ꦃꛧ 껿 늪鮟 骿뒐
▖껿 늪鮟饯 슳됃싋 騬됟 돧묋 쐳 쏃디끓 긛되 쐳 뗟ꜛ 땳 鮟땯鬯ꛫ 饷늳뙯
쐳 ꃃꕛ됣 뎦듣鸇 ꜟ麗 뭗魸 쐳 ꉠ
▖ꦘꨄ 쒿ꛣꀃ ꢫ댿 ꮳ齳ꗋ 멷 듣기 ꮳꨫ꺋 껿 늪鮟 ꍿꀃ 껿 껻ꄴ떋 긛되
 늷땳싋 뒻끌뗟ꜛ  꺜뭗댿 ꁯ싋 骿뒐
▖뒻끌뒯 묘ꫳ쓷 들썯Ꞩ驏 驫듫뒯 鰼뜷 ꨆ騗 Ꞩ鮟 髻디
▖믫▖ꄳꜷꀃ 껻ꄴ싇덛 긛되싇驏 뗟ꜛꄳ髛 릳껻 驏鮟 까꺏되 ꀃ 髛ꫳ싇덛 긛되
 떀멸듿 黧묋 쐳 덷ꦘ떀뗴듇 뚀됃꺠 ꉠ 骿뒐
᳕ 骿뒐듿
 $쎄饳덫 骿뒐되 ꜛ쉻Ꜯ 쏇듿되 떀멸듿되 듇鮟驯되
 듳    릧뗟

 듴됿 믇땷릗  ꮳ되
᳕ ꁯ기 饿덫ꩀ
 떋魸  떋魸 ꨄ떄饿덫ꩀ
 $쎄饳덫뒯 떋魸 ꨄ떄饿덫ꩀ뒫ꗋ 듴됿믇 ꁯ기듳 饿덫ꩀ 덷ꦘ  驯ꜛ댿 驯싋 ꨄꛏ
떋뗟

᳕ 듴됿믇 땷릗
 듴됿믇 ꁯ기 쏇듿 ꉠ뒳 뜳릟 ꍿꀃ 뜳ꁗ싋 듇듧 饿덫ꩀ驯ꜛ鮟驯 ꍿꀃ 듇
鮟驯듇 디뒯 쏇듿ꛫ 듴됿끋븓驏 뜯먣 댵듣 驯싏ꩣ駣껻디댿駻 끏驏
 끏驏ꛫ ꦊ뒯 驯싏 ꩣ駣껻디뒯 듴됿믇덛ꫯꛫ 뜯먣 댵듣 쏄듧
 ꩣ駣껻디듣 듴됿믇 뗟믇ꛫ 싇駻 ꆇꀃ 騬됟 騘ꜛ듇 듇ꥧ 騘ꜛꦘꨄ ꉠ 뙫듇긛시뒳
ꟴ끋싋 驤ꢧ ꉠ뒳 ꦋ꼐싣닫 싗

 듴됿믇 鮟饳 饿덫ꩀ쏇듿ꉠ뒫ꗋ ꦌ썯뜳 끋땿ꫯ뺟 뜌기  饿덫ꖔ듣 껻ꆋ 끋땿
 듴됿끋꺓듇 디  끋꺓댿 뗴긛싇ꀃ 듇듧뒯 듴됿뒳 싣떋싋 騬됟 驯싏 ꩣ駣껻디
댿駻 뜯먣 댵듣 끏驏 驯싏 ꩣ駣껻디뒯 뜯먣 댵듣 듴됿 싣떋덛ꫯꛫ 쏄듧
᳕ 듴됿믇 ꦘꨄ
 듧끓 ꍿꀃ ꅈ듫 뜷쏇듿뎯 驤ꅈ 騘ꜛ
▖꺧ꁯ뎯 쏃디끓뒳 馅묇 듧끓

  

▖듧끓 듴됿듣 驓ꓯ싏 騬됟댿ꀃ 馈뒯 뜷쏇뒳 닂ꀃ 긛ꓻ듣鸇 딛饿덫듇 됟ꖓ饯
땰뒯 쏇듿뎯 驤ꅈ 騘ꜛ
듴됿믇듿 驯ꜛ!
 듴됿믇듿ꀃ 듴됿믇 鮟饳 ꅈ늷 ꩀ끓 듣븷  듣ꅈ뒳 떋싋싗
 듴됿믇듿듇 ꫳꮳꢫ ꦟ꺓ꢫ ꉠ뒯 먏땯쓷 驯ꜛ싇驏 뎓덫ꆋ ꢫ쇷뒯 껻ꄴ싗
 듇뜳뒳 셛싗싋 듴됿끓 묋듴듿ꉓ뒳 뫋껻싋뒫ꗋ 떋싋싗
 ꦘꢧ듿댿 ꁯ싇덛 쏻되 디馀 ꉠ듇 馋듧ꩣ쎧髛ꛫ 릘되싇駻 싇 껿 늪鮟 ꉠ 饿덫ꩀ
땳쁻ꛫ 릗ꁗ싇鮟 둳싋 땰땷싋 뗟믇ꛫ 싇ꄳꗌ 싗
 쏇듿듇 뜳댿 긛되ꆇꀃ 듇鮟髛ꀃ 쏻되 鮟髛ꛫ 긛되싋 쐳 섿鮟먇ꫳ싇驏 쏻되
뒫ꗋ 싇ꀃ 駲듣 땰싘싇뜯 늹뒯 먣뎗騳 ꉠ듇 ꢫ쇷뒯 쏇듿 땳되뒫ꗋ 긛되싇ꄳꗌ 싗

᳕ 듴됿믇 鮟饳
 듴됿믇鮟饳  뽣됿騟떄뒯 묃땰ꥧ까ꢫ싈땰 뒻땳 쏄듧듣 늳ꀻ 쏇듿듇 뜌기댿
ꊟꛧ 듇싈땰 쁿ꁗ댿 ꊟꓫ 騟떄 쏇듿ꛫ 뜳싋 듇뜳 쁿ꁗ듣 됟꺏싗
 묃땰ꥧ까ꢫ싈땰 뒻땳 쏄듧뒯 뜰디듣鸇 껻껼띀ꁗ댿 ꩤ鬯싇ꀃ 끋땿 饯빌騘ꜛ 싣뜯 뒳
쁿ꁗ싇ꀃ 鮟뙯뒫ꗋ 땰되
 麳 饿덫ꩀ驯ꜛ긛댴뜯믗 렬

 듴됿믇 驯ꖗ ꮳ되듇 기쏇
 뜯됿 ꠘ땰  딛됿
᳕ 듴됿믇 騘ꜛ ꀃ 饿덫ꩀ듣 븯듧댿駻 땳쁻ꆇꀃ 駲뒳 ꦘ뜯싇鮟 둳싗
᳕ 듴됿믇뎯 驯ꖗꆋ 믇ꮳ되뒯 끋▖ꄳ  髜饯饯 驤ꅈ ꫯꁣ
 驯ꖗ ꨄꖨ 饿덫ꩀ 덷ꦘ  驯ꜛ댿 驯싋 ꨄꛏ
᳕ 떋뗟 饿덫ꩀ쏇듿ꉠ듇 驯ꜛ 
 饿덫ꩀ 뚀 쀨쓷 땳쁻 둳썇듣 鼁뒯 饿덫ꩀ뒫ꗋ꺋 ꩣ駣ꩤ뜯ꫯ디驯듣 驏끋싋 饿
덫ꩀ댿 駧ꜟ 饿덫ꩀ쏇듿ꉠ뒯 饿덫ꩀ驯ꜛ鮟驯댿꺋 듴됿믇ꛫ ꦊ늳닫 싋ꁓ
᭐ ꩣ駣ꩤ뜯ꫯ디驯 끋▖ꄳ뜯긛 ꍿꀃ 끋디▖髟꾇▖髛먜디뒯 饿덫ꩀ驯ꜛ鮟驯듇
ꩀ기듣 셛쏃기빋댿 듣ꛣꕛ 饿덫ꩀ쏇듿ꉠ뒳 꾇되싇鮟 댣ꖓ됣 騬됟댿ꀃ 饿덫ꩀ
驯ꜛ鮟驯듣 늳ꀻ ꁓꛧ 듇鮟驯댿꺋 듴됿믇싇駻 싏 꾇 듷ꁓ
᭑ ꩣ駣ꩤ뜯ꫯ디驯 끋▖ꄳ뜯긛 ꍿꀃ 끋디▖髟꾇▖髛먜디뒯 ꁓ뒻 饰 쎧듇 댣鿿
싇鸇댿 싣ꁨ싇ꀃ 긛ꓻ댿駻 듿饯 瘻倇  ꍿꀃ 饿덫ꩀ驯ꜛ끋꺓댿꺋 믇싇駻 싏
꾇 듷ꁓ
᳕ 떋뗟 끋▖ꄳ饯 ꫯꁣ싏 騬ꮳ 
 떋뗟  떋뗟댿 ꊟꓫ 鸣髜듧 饿덫ꩀ쏇듿ꉠ듇 듴됿믇 뗟긛 뜳릟 ꉠ댿
ꉋꀃ 騬ꮳ

  

 듴됿믇ꮳ되듇 기쏇 ꁯ기  뜯魸ꨃ둳
᳕ 기쏇ꁯ기
⒪饿덫ꩀ 덷ꦘ  驯ꜛ댿 驯싋 ꨄꛏ⒫댿 ꊟꓫ 듴됿끋븗 騬됟
 듴됿쏇듿ꛫ ꩣ쎧싇鮟 둳싣 땳덫ꖔ듣 馄싋 饿덫ꩀ 쏇듿ꛫ 듴됿쏇듿뎯 騘ꜛ싣 믇
싋 騬됟
 馄떋땰듧 뜳ꁗ뒳 둳싇덛 듴됿끋븗 騬됟
 駯긛듇ꘟ쐳騘ꜛꛫ됃싇ꀃ뜷쏇듣늳ꀻ駲뒫ꗋ뜳ꁗꆋ騬됟駯긛騟驫饯ꩣ驏ꆋꁓ뒻
鸏ꫯ뺟ꀃ 기쏇ꁯ기댿꺋 떋돧
᳕ 뜯魸 싣ꁨ鮟饳  뜯魸ꨃ둳
 饿덫ꩀ듇 븯듧 땳쁻ꦘ뜯ꛫ 둳싣 듴됿믇ꛫ 끋딀싋 鸏ꫯ뺟 싣떋싋 鸏鮻뜯 싣ꁨ
믇ꮳ되
 ⒪饿덫ꩀ 덷ꦘ  驯ꜛ댿 驯싋 ꨄꛏ 끋싸ꖨ⒫ 떋뗟 驯ꖗ ꨳ쇋듇 듴됿믇 땷릗
뙯꾇
▖ꥧ끏驏 기빋댿꺋 븯듧 땳쁻ꦘ뜯ꛫ 둳싣 됟꺏 듴됿믇 騘ꜛ ꛫ 끋싸싋 騬됟
騘ꜛꛫ 끋딀싋 鸏ꗋꫯ뺟 뜯됿 饯ꀔ
▖騘ꜛ믇ꛫ 둳싋 듴됿끓듇 ꩀ기 ꉠ뒯 믇ꮳ 긟떄끋 기魸ꩀ기 듧끓 ꉠ  ꉠ듇
騳긟댿꺋 떋돧
᳕ 듴됿믇ꮳ 기쏇 ꨃ둳
 騘ꜛ믇ꛫ둳싋 듴됿끓듇 ꩀ기ꉠ뒯 믇ꮳ 긟떄끋 기魸ꩀ기 듧끓ꉠ ꉠ듇騳긟
댿꺋 떋돧
 ꩣ駣ꩤ뜯ꫯ 됃대魸덛鮟뙯댿 듇싋 ꩧ듧ꫯꁣ魷 ꨃ둳 鸣댿꺋 뜯魸
 싣ꁨ 饿덫ꩀ 뜳ꁗ驫 ꢣ驯싋 뜳ꁗ駯긛ꮳ  땳쏃긛되 떋뜌ꟴ 기魸ꩀ끓긛되
릗닐 ꉠ 駣馄ꩣ썇 ꮳ魸덛 ꫯꫳ  饳듣데꾇 꾇鮟되  ꉠ뒯 뜯魸 떋돧
 ꁗ ꮳ魸덛 뚀 듴됿믇댿 ꊟꛧ 끌ꮳ ꉠ 슳꾇 ꫯꫳ뒯 뜯魸
 듴됿믇ꮳ되듇 끏먜
᳕ 싣ꁨ 듇鮟驯댿 듴됿  ꮳ되 驯ꖗ 驤ꢧ 꼐ꫯ
 듴됿믇ꁯ기 饿덫ꩀ 쏇듿 듇긛쏇듿 ꩀ됿먣 ꩣ뒏듿 ꛫ 듴됿끋븛 騬됟 싣ꁨ 듇
鮟驯댿馄떋듴됿뭗뜯뎯ꮳ되댿 ꁯ싋 뜯됿듇ꥧꛫ 셛싗싇ꀃ 驤ꢧ뒳 ꦋ꼐싇덛 ꩀ됿
댿꺋 듴됿ꮳ되뒳 먜髛싇ꄳꗌ 뗟믇
᳕ 듴됿 믇ꮳ 끏먜 끋 髛ꮳ꺋ꛇ
 듇鮟驯듣 ꦋ싸싋 데꾇뜌  뜳ꮳ 기꺧鸣덜 ꫯ
 饳듣데꾇 꾇鮟되 ꀃ 髛ꮳ꺋ꛇꗋ 듧떄싇뜯 늹뒻

 뜳ꁗ꺋 ꍿꀃ 껻騛꺋
 ꩀ됿먣 駯묋 騟驫饯 鮟딛ꆋ 駯긛騟驫꺋 ꫯ

  

 鮟븯 슳됃꺋ꛇ
▖ 믇鮟驯  긛댴듿ꉠꗌ뜌  騳뗻 긛ꩧ
▖ 쏇듿ꩧ듧  뙫ꥫꉠꗌ 기 뙫껻뜯 쏄듧 饯ꀔ 꺋ꛇ  騳뗻 긛ꩧ ꩧ듧듣 늳ꀿ 騬됟
끏먜듧驫 ꩧ듧驫듇 驯騳ꛫ 뜌ꟴ싇ꀃ 꺋ꛇ 묃饯  ꫯ
᳕ 鮟븯 븯 끋▖ꄳ ꩀ▖듇됿댿꺋 믇ꛫ 싷뒳 騬됟 믇ꮳ 뜯魸뒯 뙫ꥫꉠꗌ뙫껻뜯
끋▖ꄳ댿꺋 뜯魸
 쏇듿饯 듴됿믇ꮳ되뒳 꺏 뜯싋 騬됟 馋듧듣 ꮳ되 기쏇 먜髛 饯ꀔ
 麳 饿덫ꩀ驯ꜛ긛댴뜯믗 렬

  

(" ᇚᆴ ௶ຘ
 $쎄饳덫 떀멸듿 ꫳꛇ
 ꥯ떀 듫기 떀멸듿 $쎄饳덫쏇듿듇 땳쁻 饯ꀔ 鮟饳  ꅈ늷
 뜌기 ꦋ썳 뙫 땳ꫯ뺟 쏘ꁛ듣 까鮣 쐳 뙫듫鮻뜯듣 뜌기 ꦋ썳 뙫 땳듣 饯디
饿덫ꖔ듣 鼁뒯 끋鮟

᳕ 쏇듿뎯 馈뒯 띀댿 駟뙫싋 긛ꓻ
᳕ 쏇듿뎯 떄鮟땰뒫ꗋ 뒻끌뒳 싗鱇 Ꞩ駟鸇 쏃디끓뒳 싗鱇 뉣 긛ꓻ뒫ꗋ 쏇듿듇 띀뒳
듿뙫 ꦘꢧ싋 긛ꓻ듣鸇 ꦘꢧ 늳듣 ꄻꩣꀃ 긛ꓻ ꉠ
᳕ $쎄饳덫 쏇듿饯 ꜻꉏ 뒻끌뒳 뜯껼땰뒫ꗋ Ꞩ뒯 긛ꓻ
᳕ 쏇듿饯 꺓긛싇ꀃ 鮟饳댿 뙯ꮳ싋 뒻끌뒳 뜯껼땰뒫ꗋ Ꞩ뒯 긛ꓻ
᳕ $쎄饳덫 쏇듿듇 鮟땯鬯ꛫ 饷닇ꃇ 긛ꓻ ꦟꨯ뒳 ꄳ됣 긛ꓻ
 꺠 떀멸듿 $쎄饳덫쏇듿듇 땳쁻 饯ꀔ 鮟饳 ꅈ늷 꺠 떀멸싋 긛ꓻ
 듇鮟驯 떀멸듿 $쎄饳덫쏇듿듇 땳쁻 饯ꀔ 鮟饳 ꅈ늷
᳕ 쏇듿饳ꩀ듧  쏇듿뎯 쏃디끓뒳 싗鱇 긛되싋 饯뗠 饳ꩀ듧 ꁓꛧ 쏇듿 ꉠ
᳕ 듇듧 ꉠ  쏇듿댿駻 駯긛 끋꾏 ꉠ 싸둳 끋 땰땷싋 馋듧ꩣ쎧髛ꛫ 릘되싇뜯 늹뒯
뗴긛듿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 렬

 떀멸듿 驯ꜛ
 떀멸듿 黧묋 쐳 뗟믇  鮟驯ꨳ 덜싏
ꩣ駣껻

饿덫ꩀ驯ꜛ뜯됿ꁗ

떀멸듿 쏄듧

떀멸듿 ꨃ둳 꺏떄  ꟴꁗ 딀꺠

馋ꨳ긛ꖯ
덜싈뗟긛

 쏇듿뎯듇 驯騳
 덷ꦘ떀뗴뒳 둳싋 馋듧떄ꩣ 쏄듧

떀멸듿 ꁯ기 뒏꺏 骿뒐
떀멸듿
骿뒐

 떀멸듿 덷ꦘ떀뗴 끓끋 늷鸣

떀멸듿 骿뒐 뜯됿
 떀멸듿 ꁯ기 骿뒐 듿 딀꺠 

 驫駟 덷ꦘ떀뗴ꖔ 쏄듧 슳됃
 $쎄饳덫 뜌기 ꦋ썳 끋 끏驏 늷鸣

  

ꦟ셛

덷ꦘ떀뗴 끋싸
덷ꦘ떀뗴
끋싸

 덷ꦘ떀뗴 끋싸  둨 ꉠꗌ
 떀멸듿 骿뒐 듿 떋驤
 듳  $쎄饳덫 骿뒐되 ꜛ쉻Ꜯ 떀멸듿되 뒳
쏋되

덷ꦘ떀뗴 鸣덜 쏄듧

덷ꦘ떀뗴
鸣덜

 둃ꨳ 덷ꦘ떀뗴 鸣덜 쏄듧

驯ꜛ

 ꦠ끏 끏먜  驯ꜛ

덷ꦘ떀뗴 썳쏘 쏄듧  ꫳ꺌
 덷ꦘ떀뗴 썳쏘 ꠗꀷ뺟ꜰ


 ꦋꩀ덛ꫯ 饿끋
᳕ 쏇듿 黧묋 쐳 듫饳 ꦋꩀ덛ꫯ 饿끋
᳕ $쎄饳덫듣 듇끛뜌기 듣 듷ꀃ 騬됟 덜싈뗟긛ꛫ ꦊ뒯 ꩣ駣껻 ꁣꁨ듿댿駻 덟ꓬ
 ꦋ덣 ꆿ뼤 髻빋饿 끌됄ꫯ뜳 髛덜 髛뼏 ꩤ뼤 꺓긛 ꉠ듇 뜌기듣 듷驏 쏘ꁛ ꍿꀃ
饳꾇믇 $67 ꍿꀃ $/7  기뀨

 黧묋 쐳 덷ꦘ떀뗴
᳕ ꁯ기 ꥯ떀떀멸듿 꺠 떀멸듿 듇鮟驯 떀멸듿 쏇듿 饳ꩀ듧  ꉠ
 驯돧 떀멸듿ꄳ 떀뗴 饯ꀔ
▖驯돧 떀멸듿 븯 뜯덜 駟뙫듿 ꀃ ꫯ긟끋 鸣 ꩣ駣껻 ꦘꢧ ꍿꀃ 쏇듿 驯ꜛꩣ駣껻
댿꺋 떀멸듿 駟뙫뜯덜 ꩣ駣껻鸇 ꦘꢧ 饯ꀔ싇ꁓ驏 싇ꀃ ꩣ駣껻댿 쎀뗟 됃먜싋
쐳 떀뗴 饯ꀔ
 驯돧 떀멸듿饯 뜯쇋쏇듿 驯ꜛ ꩣ駣껻댿 땳쏃 떀멸듿饯 ꦘꢧ 饯ꀔ싋 ꩣ駣껻 꺏빌싇덛
늻ꜫ ᣇꩣ駣껻 ꁣꁨ듿ꀃ 떀멸듿饯 ꦘꢧ뒳 됿싇ꀃ ꩣ駣껻댿 땳쏃싇덛 떀뗴 饯ꀔ싋
듫끋 쏄듧싋 쐳 떀멸듿댿駻 늻ꜫᣇ떀멸듿ꀃ 싣ꁨ 듫끋댿 ꩣ駣껻 ꦘꢧ 떀뗴ᣇꩣ駣껻
ꁣꁨ듿ꀃ 떀뗴뎳 쏄듧싇덛 듴ꖔ

᳕ 떋돧 ꁯ기 馋둃 ꥧꜻ 데늳  ꦠ끏 魷鮟긛시듣 듷ꀃ 騬됟
 馋둃 ꥧꜻ 데늳ꀃ 馋둃댿 쇋뙯덷ꦘ떀뗴 듫떄댿 ꊟꓫ 떀뗴

᳕ 끋鮟 黧묋 쐳 뙫 듣鸣 饯ꀔ싇 ꯗꜛ 떀뗴
᳕ 黧묋 쐳 덷ꦘ뗟믇 덟ꖨꨳ
덟ꖨ髟

기빋

덷ꦘ떀뗴 끋싸덛ꫯ

덜魯ꗋꜟ

馋둃 ꥧꜻ

駣馄 대쎧

ꥧ싣ꁨ

⟱⟪ D

馋둃꺧

駣馄 대쎧

덷ꦘ떀뗴 끋싸 E

ꥧ싣ꁨ

  

덟ꖨ髟
꺧 멷驫
馋둃 듣기

馋둃 듣기

기빋
駣馄 대쎧
덜땯싇듿 ꍿꀃ
ꜻ꺠 饳 뜷쏇듿
ꦠ끏 魷鮟긛시듣
듷ꀃ 騬됟 H

덷ꦘ떀뗴 끋싸덛ꫯ

덜魯ꗋꜟ

E

⟱⟪ F

덷ꦘ떀뗴 끋싸 E

⟱⟪ G

ꥧ싣ꁨ

⟱⟪

덷ꦘ떀뗴 끋싸

D  005떀뗴뒯 덜魯ꗋꜟ 뾛덛 馋둃 쐳 饯ꀔ
E  黧묋 쐳 덷ꦘ뒳 둳싣 릗떀뗴뒯 슳됃 세까덜쏼ꉌ뒳 둳싣꺋ꀃ 릗떀뗴 쐳 馋둃
듣기 饳騘뒫ꗋ 릗떀뗴 슳됃
F  덜魯ꗋꜟ 뾛덛ꀃ ꁣꁨ 듇뜳듣 둳썇세饯 쐳 슳됃꺠댿 ꊟꓫ 뾛덛 驏ꖓ
G  덷ꦘ떀뗴驫 덜魯ꗋꜟ ꅈ끋 떀뗴뒯 饰饰 ꁓꛧ ꫯ둳댿 떀뗴
H  듣땳 $쎄饳덫 ꦠ끏 떀뗴 끋 끛饰싋 늻ꕷꛣ鮟 ꦇ듀듣 듷댷駟鸇 ꦠ끏꺠ꫳ댿 늻ꕷꛣ鮟
ꦇ듀듣 듷ꀃ 騬됟
 麳ꄳ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 렬

᳕ ꦘꨄ
 쏻 릗 ꢣ덷ꦘ떀뗴 떋驤 듣꧷ 黧묋댿 ꁯ싣 썳뜌饿덫덷ꦘ 쐗驫 듷뒻
▖黧묋 쐳 덷ꦘ떀뗴뒯 黧묋 뙫 鸣댿 ꯗꜛ 떀뗴싏꾇ꗌ 쐗驫饯 鼁뒫꤯ꗋ ꆇꄳꗌ ꯏꛧ
끋饳 鸣댿 떀뗴싇ꄳꗌ 싗
▖뙫 쐳 묃땰뗟긛 끋 떀멸듿 黧묋 쐳 덷ꦘ떀뗴 ꉠ 덷ꦘ뗟믇 鸣덜뒳 덜싈뗟긛꺋댿
鮟딛 덜싈뗟긛꺋 꾇떄 ꩣ驏
 꾇떄 ꩣ驏鸣되!
 黧묋 쐳 驯ꜛ ꦠ끏덜魯ꗋꜟ 떀뗴덛ꫯ  ꓯ 떀뗴덛ꫯ 듴ꖔ
 ឦ뗴싘듇騛쀨듣긛시ឧ ꓯ
▖ 떀뗴싋 騬됟  떀멸듿 덟꧷ 듣꛳驫 떀뗴 鸏띋 ꦇꉋ끋 듴ꖔ
▖ ꥧ떀뗴싋 騬됟  떀멸듿 덟꧷ 듣꛳驫 ꥧ떀뗴 긛뒏 듴ꖔ
 >덷끋@ 떀멸듿 鮯ᲺᲺ 떀뗴뎳 麳 Ჺ둃 Ჺ듫
        떀멸듿 듣ᲺᲺ ꥧ떀뗴 ꩧ듧 駟ꫯ

 $쎄饳덫듇 세까 덷ꦘ뒳 둳싣꺋ꀃ 듿ꮳꗋ 릗 떀뗴싣닫 싗뒳 ꦇꉋ끋 늷鸣
 黧묋 쐳 덷ꦘ뒳 둳싣 떀뗴싏 騬됟 꺧 듣기댿꺋 시먣 駯긛싇뜯 늹驏 떀뗴
 麳ꄳ 꾇듧꺠  끌쇷ꝓ馋饿덫ꩀ 驯ꜛ뜯믗 렬

 ꢣ뜌기듿ꩀ됿먣ꩣ뒏듿듇 떀멸듿  뜌기듣 댵뒫꤯ꗋ 떀멸듿 黧묋 쐳 덷ꦘ떀뗴
싇뜯 늹뒫 껻늳듧 떀멸듿댿 ꁯ싣꺋ꀃ $쎄饳덫 땰鮟떀뗴듣 齳ꓬꆇ댷駟鸇 떀뗴
끋鮟듧 騬됟 髜饯덷ꦘ떀뗴뒳 뼤싣 떀뗴 끋싸

  

 骿뒐
᳕ 骿뒐끋鮟 떀멸듿 뗟긛 끋
᳕ 骿뒐뙫먣 髛▖髟
᳕ 骿뒐鸣되
 $쎄饳덫 쏇듿댿 黧묋ꆇ댷뒻뒳 꺓ꟴ
 黧묋 쐳 덷ꦘ떀뗴驫 쐗驫댿 ꁯ싣 꺓ꟴ
 $쎄饳덫듇 뜌기驫 뜌기ꦋ까 끋 ꩣ駣껻ꗋ 덟ꓬ싇덛닫 싗뒳 骿뒐
 $쎄饳덫듣 듇끛ꆇꀃ 뜌기뒫ꗋ 듇鮟驯 뜳ꛫ ꦊ뒳 騬됟 ꁣꁨ 듇뜳댿駻 $쎄
饳덫 쏇듿 떀멸긛끓뒳 슳쓷 늻ꜛꄳꗌ 骿뒐
 骿뒐듿 $쎄饳덫 骿뒐되 ꜛ쉻Ꜯ 듳  떀멸듿되  릧뗟
 뒏꺏 骿뒐 쐳 ꢧ듿ꦋ꼐 덷끋 
ꯏꛧ 끋듫 鸣댿 ᲺᲺᲺᲺ麳 ᲺᲺ둃 ᲺᲺ듫 鸣  ᲺᲺꩣ駣껻ꛫ ꦘꢧ싇덛 덷ꦘ떀뗴뒳
ꦊ뒫끋鮟 ꦃꓼꀷꁓ ꁣꁨ듿 ᲺᲺᲺ  ᲺᲺᲺᲺᲺᲺᲺ

 쀨꾇싋 기쏘댿꺋듇 떀멸듿 驯ꜛ
 쏇듿饯 ꩣ뒐끋꺓 늳듣 ꩣ뒐끋꺓 뗴긛듿 댣ꜟ듣띀 뒏믇됿 ꉠ ꩣ뒐끋꺓
᳕ $쎄饳덫 쏇듿 骿긛 늳듣 뎯 馈뒯 ꦇ듧 늳듣ꉓ듇 ꫯꠗ댿駻 늳듣饯 $쎄饳덫 쏇듿
댿駻 黧묋ꆇ댷뒻뒳 늻ꜫ
 ꫯꠗꀃ 꺓긛 ꉠ듇 뜌기 ꦋ까 덛ꫯꛫ 쁻늴싇驏 뜌기듣 듷뒳 騬됟 ꉠ됿끋븓뜯
늹ꄳꗌ 떄ꩣ 떋驤
᳕ 骿긛饯 쏇듿듫 騬됟 끋꺓 鸣댿꺋 ꅈ 骿긛뎯 떀멸싇ꀃ ꠗꉏ 늳듣饯 늻ꜫ ꁯ기
᳕ 끋꺓디뒯 싣ꁨ 끋꺓듇 黧묋듿 뚀 꺓긛 ꉠ듇 $쎄饳덫 뜌기뒳 ꩣ듣ꀃ 늳듣饯 ꦋ까
싇 싣ꁨ ꩣ駣껻ꗋ 끏驏싇ꄳꗌ 싗
᳕ 끋꺓 鸣댿꺋 땳쁻饯 쏄듧ꆇ駟鸇 ꉠ됿 떋싋▖둳까驯ꜛ饯 땰땷싇뜯 늹뒳 騬됟
끋꺓 섿꼳ꄳ 驏ꖓ싣 ꩫ 꾇 듷뒻
᳕ 늳ꔇ듇 騬됟 덷ꦘ떀뗴뒳 ꦊ뜯 늹뒯 뜰됿驫 늳듣ꉓ ꠗꆿ $쎄饳덫 덷ꦘ떀뗴뒳 끋싸
싣닫 싗
 뜰됿듣鸇 댣ꜟ늳듣댿駻꺋 ꟴ 듣기듇 $쎄饳덫 쏇듿 ꦋ까 끋
 ꩣ뒐끋꺓 댣ꜟ듣듇 떀멸듿 뚀댿꺋 ꟴ 듣기듇 $쎄饳덫 쏇듿 ꦋ까 끋
 떀뗴 ꁯ기
▖끋꺓댿꺋 鮟땯鬯ꛫ 긛되싇뜯 늹뒳 騬됟 쏇듿饯 ꦋ까ꆋ ꦇ듇 떀멸듿ꜻ 떀뗴
▖鮟땯鬯ꛫ 긛되싇ꀃ 騬됟 싣ꁨ 끋꺓듇 ꠗꉏ 뜰됿驫 늳듣ꉓ ꠗꆿ댿駻 떀뗴

  

 쏇듿饯 멷ꉠ싈骿댿꺋 ꦋ까싋 騬됟 싈까 꺏까ꁇ
᳕ 돧ꫯ 饿덫 ꉠ 쏇듿듇 饿덫騬ꗋ饯 ꟴ쏄싋 騬됟 쏇듿ꀃ ꢣ뜌기 饿덫듿댿駻꺋
饿덫ꆋ 駲뒫ꗋ 묃떄싇驏 떀멸듿댿 ꁯ싋 黧묋 쐳 덷ꦘ뗟믇 땰되
᳕ $쎄饳덫 쏇듿뎯 馈뒯 ꦇ듧 騬됟 饿꾇꺠 듷ꀃ ꁯ기듿 싈까 꺏까ꁇ ꀃ ꠗꆿ $쎄
饳덫 ꦠ끏 떀뗴 驏ꖓ
᳕ $쎄饳덫 쏇듿뎯 ꁓꛧ ꦇ댿 듷ꀃ 싈骿 鸣 믋싋 믋髛 떀뗴 驏ꖓ
 쏇듿饯 뚀▖驏ꉠ싈骿 듫ꦇ 쏻긛 ꩀ됿댿꺋 ꦋ까싋 騬됟
᳕ $쎄饳덫 ꦋ까 됿듧듣 싈骿鸇 ꩀ됿 뜰디 ꦅ듧 騬됟 ꟴ듇 쏇듿 ꦋ까 끋 덷ꦘ떀뗴뒯
듫ꦇ땰뒫ꗋ 싇뜯 늹뒫 饿덫 덷ꦘ꾇믈뒳 馄뗟
᳕ 뚀▖驏ꉠ싈骿댿꺋 쏇듿 ꦋ까 끋 싈骿뮐댿ꀃ 땰땷싋 덷ꦘ꾇믈驫 魧 뚀됃꺠댿 ꁯ싣
骿뒐싇驏 쏇듿듇 馈뒯 ꦇ 싈까ꉓ듇 ꫯꠗ댿駻 黧묋댿 ꁯ싣 늻ꖓ닫 싗
᳕ 싈骿 鸣 饿덫 ꍿꀃ ꩀ됿 鸣 饿덫듣 듇끛ꆏ 騬됟 $쎄饳덫 쏇듿듇 떀멸듿댿 ꁯ싣
$쎄饳덫 ꦠ끏떀뗴 驏ꖓ
 쏇듿饯 뗟ꜛ뗴긛듿듧 騬됟
᳕ 쏇듿饯 뗟ꜛ뗴긛듿듫 騬됟 뜌기 껻끓  쏘ꁛ ꦋ까 ꍿꀃ 饳꾇믇 기뀨  듫뙫듫
쐳鮻뜯 뗟ꜛ 댴ꢣ뗴긛ꛫ 떋싋싇驏 뗟ꜛ뗴긛듿ꀃ 댴뙫댿駻 饿덫긛끓뒳 늻ꖓ닫 싗
᳕ 싣ꁨ 끋꺓 껻딛뜯 ꩣ駣껻디뒯 댴뙫듇 쎀뗟ꛫ 댪댣 뗟ꜛ뗴긛듿 땳됿듇 $쎄饳덫
饿덫덛ꫯꛫ 쁻늴싇驏 뫋ꁯ 딏ꩤ鮟 듫  ꅈ늷 쏇듿 ꦋ까 덛ꫯꛫ ꠗꀷ뺟ꜰ싗
᳕ 싣ꁨ 댴먣듇 饿꾇꺠듣 듷ꀃ  ꁓꛧ 뗟ꜛ긛댿駻ꀃ $쎄饳덫 ꦠ끏 떀뗴싗
 饿꾇꺠듣 듷ꀃ 騬됟 $쎄饳덫 ꩀꖔ듣 댵驏 $쎄饳덫 ꦠ끏뒳 떀뗴싇뜯 늹뒯 긛ꓻ

᳕ 뒻끌땿듇 껿ꁇ뒯 듫ꦇ땰뒫ꗋ 덷ꦘ떀뗴뒳 髻驏싇뜯 늹뜯ꜻ ꁓ뒻듇 騬됟댿ꀃ 덷ꦘ
떀뗴뒳 驏ꖓ싗
 뗟ꜛ긛饯 饿덫ꖔ듣 듷ꀃ 鮟饳 ꅈ늷
▖들쓷뜯 늹뒯 뒻끌듣鸇 鮟븯 뒻끌뒳 뗟ꜛ싷驏
▖꺓긛ꛫ 싇驏 둳기기빋饯 뗺뜯 늹닇驏
▖껿ꁇ듇 끏기뒳 쏄듧싏 꾇 듷驏
▖黧묋 쐳 뙫 듣鸣댿 떀뗴듣 饯ꀔ싏 ꊻ
 黧묋 쐳 뙫饯 뜯鸋 쐳댿ꀃ $쎄饳덫 덷ꦘ떀뗴驫 덜魯ꗋꜟ 떀뗴듇 쐗驫饯 쏄끓
싇뜯 늹鮟 ꊻꢧ댿 驤ꅈ 饿덫됿댿 듇싋 띀ꁗ ꦋꩀ 끋 쏇듿 ꦋ까 쐳 黧묋 쐳 덷ꦘ뗟믇
SRVWH[SRVXUH SURSK\OD[LV ꀃ 髻디싇뜯 늹뒻

᳕ 뗟ꜛꄳ髛  쏇騬껻ꄴ 먏땯 뗴긛듿 덷ꦘ꾇믈 骿뒐 ꉠ 饿덫ꩀ 덷ꦘ驯ꜛ 馄쏃


  

 쏇듿饯 듇鮟驯댿꺋 ꦋ까싋 騬됟
᳕ ꁯ기
 쏇듿뎯 쏃디끓뒳 싗鱇 긛되싋 饯뗠 饳ꩀ듧 ꩀ끓 鸣 ꁓꛧ 쏇듿 ꉠ
 쏇듿댿駻 駯긛 끋꾏 ꉠ 싸둳 끋 땰땷싋 馋듧ꩣ쎧髛ꛫ 릘되싇뜯 늹뒯 뗴긛듿
᳕ 뗟믇 饿꾇꺠듿 ꁯ기 ꦠ끏 ꍿꀃ 덜魯ꗋꜟ 뾛덛
 ꦇ릛饯駻 끌쇷댿꺋 $쎄饳덫ꦃ듣ꕛ뀓 뒏땳듿 駯묋
᳕ ꦃ듣ꕛ뀓 뒏땳듿 駯묋 끌쇷 쁿ꝓ 뚀뜯
᳕ 싣ꁨ 끌쇷 뗟ꜛ  쁿ꝓ 뗴긛듿 $쎄饳덫 시먣駯긛 饿덫듿 댴ꢣ ꦟ떋
᳕ 끌쇷둳까 驯ꖗ ꫯ꺋뎯 쎀듇 끌쇷駯먣 꾇駟  駯긛
 $쎄饳덫ꦃ듣ꕛ뀓 駯묋 끌쇷  쁿ꝓ 뚀듧 ꠗꉏ 끌쇷 ꅈ듫기쇋 ꥧ馋꩸ 끌쇷

᳕ 싣ꁨ 饯駻댿꺋 鸘쇷싋 댴껻 쏄듧 鸘쇷ꦊ뒯 댴껻 싣ꁨ 끌쇷 쁿ꝓ 뚀뜯  ꥧ馋꩸
끌쇷 쏄ꩣꆏ 騬됟 꾇駟駯긛
᳕ 鸘쇷ꦊ뒯 댴껻 뗟ꜛ뗴긛듿 시먣駯긛  饿덫듿 댴ꢣꦟ떋 뗴긛듿 둳까骿뒐 끋싸
 Ꞩꀃ ꢫ댿꺋 $쎄饳덫ꦃ듣ꕛ뀓 뒏땳듿 駯묋
᳕ 싣ꁨ 뒻되꾇 듣되 뚀뜯 뗟믇
᳕ 싣ꁨ 뒻되꾇 驯ꜛ鮟驯  ꫯ꺋댿 쎀뗟 됃먜
 뎓덫됿듧  뎓덫ꨃ둳 쁻늴뒳 둳싋 끛뮤덜싈뗟긛  딛駯긛
 뜯싇꾇 기꾇ꄳ 魸꾇ꁯ 섿꼳  까꾇 驯ꖗ 떋쇷 쏻꾇  섿鮟뗟믇  ꉠ
᳕ ꁯ먣 뒻되꾇 떋驤 꾇ꅆꢫ듣鸇 뜯싇꾇ꀃ ꦇꉋ끋 鷂덛꺋 뒻되싇ꄳꗌ 늷鸣
᳕ 黧묋듿 驯ꜛ
 뙫 듣鸣 黧묋듿 뚀 시먣ꥧꩣ뒏듿댿 ꁯ싣 黧묋 쐳 덷ꦘ떀뗴 끋싸
 싣ꁨ 뒻되꾇 듣되 뚀뜯 끋땿뒫ꗋꫯ뺟 듫饯 묃饯 쏇듿ꦋ까 ꠗꀷ뺟ꜰ

  

)" ᑹᆴ ዓᇕᇮ,ሎ ᒎ
 뗟긛 ꠘ땰
᳕ 饿덫 騬ꗋ 쁻늴  饿덫됿 묃饯 뗟긛
 땰되 ꨃ둳
᳕ 끏驏 駣댿 ꁯ싣 땳꾇뗟긛
 뗟긛 끋鮟
᳕ 뫋멷 뗟긛 쐳 뙫
 뙫 쐳 묃땰뗟긛 끋땿듣 ꆇ 饿덫ꩀ驯ꜛ뜯됿ꁗ댿꺋 ꩣ駣껻ꗋ 늻ꜫ 뜯됿 饯ꀔ

 뗟긛 뙫먣
᳕ 髛▖髟 ꩣ駣껻
 뗟긛 鸣되
᳕ 騘ꜛ 쎄빋 騘ꜛ 덛ꫯ 騘ꜛ듫 騘ꜛ鮟饳
᳕ 싘ꩀ뜌 ꦋ까 덛ꫯ
᳕ 뗟ꜛ댴ꢣ 뭗댴 ꉠ骿 떋싋 덛ꫯ
᳕ 떀멸듿 썳쏘 黧묋 쐳 덷ꦘ떀뗴 덛ꫯ $쎄饳덫 ꦋ까 덛ꫯ ꉠ
 뗟긛 끋 딀꺠 듿
᳕ 쏇듿  >ꫯꗌ  $쎄饳덫 덜싈뗟긛꺋@듇 묃땰뗟긛 뫋멷뗟긛 뙫 쐳  ꫯꫳ 딀꺠
듴ꖔ
᳕ 떀멸듿 뗟긛  黧묋 쐳 덷ꦘ떀뗴 ꉠ 뗟믇鸣덜 쏄듧싇덛 덜싈뗟긛꺋댿 鮟딛
      덜싈뗟긛꺋 꾇떄 ꩣ驏
꾇떄 ꩣ驏鸣되!
 黧묋 쐳 驯ꜛ ꦠ끏덜魯ꗋꜟ 떀뗴덛ꫯ  ꓯ 떀뗴덛ꫯ ꦠ끏 덜魯ꗋꜟ ꠗ꛳  듴ꖔ
 ឦ뗴싘듇騛쀨듣긛시ឧ ꓯ
▖ 떀뗴싋 騬됟  떀멸듿 덟꧷ 듣꛳驫 떀뗴 鸏띋 ꦇꉋ끋 듴ꖔ
▖ ꥧ떀뗴싋 騬됟  떀멸듿 덟꧷ 듣꛳驫 ꥧ떀뗴 긛뒏 듴ꖔ
 >덷끋@ 떀멸듿 鮯ᲺᲺ 떀뗴뎳 麳 Ჺ둃 Ჺ듫
        떀멸듿 듣ᲺᲺ ꥧ떀뗴 ꩧ듧 駟ꫯ

 뗟긛 ꦘꨄ
᳕ 땳쏃뗟긛 ꍿꀃ ꁯ뗟긛

  

ᚳ

5ᑨᄬ ᄵ༮ᆕ ᆁᐽ ᆁခ௶ຘ

᳕ 뎛ꦃꛧ 껿 늪鮟
 쒿ꛣꀃ ꢫ댿 ꮳ齳ꗋ 멷 듣기 껿 늪鮟 ꍿꀃ 껿껻ꄴ떋 긛되싋 껿 늪鮟
 돧묋 쐳 끌긛 땳 ꦟꨯ 쐳 뗟ꜛ 땳 ꉠ
᳕ 늷땳싋 뒻끌 꺜뭗
 뒻끌뒯 묘ꫳ싋 뎗ꄳ댿꺋 뗟ꜛ싇덛 들썯Ꞩ鮟
 ꫳ饳 ᡇ 듣기 덣뒳 饯싣닫ꜻ ꦃ듣ꕛ뀓饯 쏋꺠쏃 ꆇ 뗟馋ꛇꀃ ᡇ댿꺋 ꫳ饳
덣뒳 饯싇駟鸇 멷 듣기 럳꺋 꺜뭗

 鷂듧 ꢫ듣鸇 떋뗟ꆋ 끌꾇 ꜷ끋鮟
 驫듫뒯 鰼뜷뒳 ꨆ騗 꺜뭗 髻디
᳕ 둳까땰뒫ꗋ 뗟ꜛ싇鮟
 믫▖ꄳꜷꀃ 껻ꄴ싇덛 긛되
 뗟ꜛꄳ髛 릳껻되 驏鮟되 까꺏되 ꀃ 髛ꫳ싇덛 긛되
᳕ 떀멸뙫듇 뙯꾇
 쏇듿鸇 뎓덫ꆋ ꝓ馋 ꢫ뜷듇 떀멸뒳 슫싇ꀃ 떀멸뙫듇 끋싸
 껿 늪鮟 쏇듿 떀멸 끋 슳됃싋 騬됟 듫쏻되 디馀  饯됣 긛되
᳕ 쏇騬 껻ꄴ 듇鮟驯뒯 鸣ꫯ 뜯믗댿 듇싗
 뎓덫ꫯꫳꨳ 껻ꄴꦘꨄ
뎓덫 ꫯꫳ
쏇듿 듷댷ꃇ 디껻

쏃디끓

뎦 믗髛 ꉠ

髛뼏ꢫ ꫳꨯ

껻ꄴ ꦘꨄ
꺧떋 ꉠ뒫ꗋ ꃃꕛ됣 ꢫ뜷 덷 ꁯꨯ 뒻끌ꢫ ꉠ 듣 ꢪ뒯 駲뒯 떋駟싇驏
껻ꄴ닐 덫껻  SSP 뒳 괻ꜟ 쐳 ꫳ 쐳댿 ꢫꗋ 늪댣鸳
껻ꄴ닐 덫껻  SSP 뒳 뗴듣븯뎛 ꉠ댿 ꢪ썯 ꁕ驏 ꫳ 쐳 ꢫ
鯗鷆싋 ꢫ駧ꕷ ꗋ ꁕ늳鸳
ꃃꕛ됣 ꢫ뜷 덷 ꁯꨯ 뒻끌ꢫ ꉠ 듣 ꢪ뒯 駲뒯 떋駟싇驏 껻ꄴ닐 덫껻
 SSP 댿 ꫳ 떄ꄳ ꁣ魫 쐳 꺧븰싗
껻ꄴ닐 덫껻  SSP 뒳 듣되싇덛 븓믋븯뎛 駧ꕷ ꉠ뒫ꗋ ꁕ늳
鸣꺋 떋駟싋 쐳 뉟ꕷ鮟꩸뾛댿 麒驏 껻ꄴ닐뒳 괻ꖓ꺋 ꧳ꜫ

  

 껻ꄴ닐 ꜻꉋꀃ ꦘꨄ
▖덫껻슳됃ꔸ ⟱  黼ꄳ ¹   $⟱
▖덫껻騳껻ꄴ떋ꛫ 듣되싋 떋뗟ꦘꨄ 髜鸣끋쁿 덫껻騳껻ꄴ떋  鮟뙯
      ¹   %⟱  $⟱  %  $   ¹ 
黼ꄳ
덫껻 
SSP
덫껻 
SSP
덫껻 
SSP
덫껻 
SSP

ꜻꉋꀃ ꦘꨄ
ꮷ 까꾇뼤 ⟱댿 껻ꄴ달 ꐋ鱀 대 ⟩ 듇 덫껻ꛫ ꬂ驏 鸇ꞧ뜯ꛫ
꾇ꅆꢫꗋ 릳됻 꺍ꀃꁓ
ꮷ 까꾇뼤 ⟱댿 뗴듣뱤 대 ⟩ 듇 덫껻ꛫ ꬂ驏 鸇ꞧ뜯ꛫ 꾇ꅆꢫꗋ
릳됻 꺍ꀃꁓ
ꮷ 까꾇뼤 ⟱댿 뗴듣뱤 대 ⟩ 듇 덫껻ꛫ ꬂ驏 鸇ꞧ뜯ꛫ 꾇ꅆꢫꗋ
릳됻 꺍ꀃꁓ
ꮷ 까꾇뼤 ⟱댿 뒯 덫껻ꛫ ꬂ驏 鸇ꞧ뜯 뒯 꾇ꅆꢫꗋ 릳됻 꺍ꀃꁓ

᳕ 껻ꄴ 끋 뙫듇긛시
 디馀 ꜷ뀓뷛 닍믇ꜷ 슳됃끋 ꩣ늷騬 릘되 쐳 껻ꄴ 끓끋
 껻ꄴ뒳 싏 ꊻꀃ 리ꢧ뒳 덟 기빋 돧ꫯ 驤鮟뎯 떀멸ꆋ 기빋 댿꺋 끓끋싇驏 껻ꄴ
쐳댿ꄳ 묘ꫳ쓷 쏇鮟 끓끋
 껻ꄴ닐뒯 饯덟꺠 ꢫ뜷댿 饯鮻듣 ꆿ뜯 ꜿ驏 긛되 쐳댿ꀃ 껻ꄴ 쐗驫饯 ꌗ댣뜯꤯ꗋ
ꩣ驯싇뜯 ꜿ驏 ꧳ꜣ 駲
 껻ꄴ 쐳댿ꀃ ꦇꉋ끋 쒿ꛣꀃ ꢫ댿 멷 듣기 껿 늪鮟


  

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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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饳덫 駯먣 릳뭗  됣꼐 됿믈
 ꁯ기 쏇듿 땳됿 뒏싸 끋 까긟▖饯驤▖뗟ꜛ듿 땳먣  슳됃끋 ꁯ뗟髟 묃饯
 駯먣 뗴ꛇ 썷닐  ꁯꨯ 駯먣
 됣꼐 릳뭗 ꁨ듫 ꩣ駣쏇騬덟髛됿뒫ꗋ 꾇꼐
᳕ $쎄饳덫 駯긛ꛫ 둳싋 듧먣 駯먣 릳뭗
 ꁯꨯ 릳뭗饯 됿믈듣 ꁯꨯ 릳뭗饯 댣ꖓ됣 騬됟 뜰디ꄳꜿ 駯먣 릳뭗
 뗟긛 ꁨ듫 릳뭗饯 댣ꖓ됣 騬됟댿ꀃ 끋饳 듣鸣 꾇駟싇 븯듧듇 ꁯꨯ뒳 饯떧
뎓뜯 늹ꄳꗌ ꁯ기듿 ꍿꀃ ꁣꁨ 骿긛 ꩣ쎧듿  먏땯쓷 骿뒐
>ꁯꨯ 駯먣 릳뭗 ꁯꨯ릳뭗븓쀧 긛되 @


ꁯꨯ 駯먣 릳뭗 J 듣기

  ꁯꨯ 릳뭗 븓쀧 븓쀧ꀃ 뚀니듇 닶뒯 ꁯꨯ되鮟뎯 듣ꛫ 驏떄싇驏 듷ꀃ ꩧ먣ꗋ
髛꺠  뙯ꮳ
  세세싋 ꦃꁔ댿 魯늗饯 듷ꀃ ꫯꫳ듣 둳ꗋ 쌔싇駻 ꁯꨯ 릳뭗 븓쀧ꛫ 鼂驏 ꩧ먣듇
대렬 떀썯뜳 ꫯꫳ뒳 듣되싇덛 대렬 饯디듿ꜛꛫ 꺧됯
▖븓쀧듇 ꁯꨯ되鮟 ꇔ魧ꕟ 닶뒯 뗴듣 ꛫ 딇 떄ꄷ싇덛 떀끋ꠗ대뒫ꗋ ꜻꉕ
▖ꩧ먣듇 대렬 鷌댿 ꁛꖓ듷ꀃ 驏떄되 뀓쁟뱓듇 늳ꔇ렬 뗴듣ꛫ 떋駟싗
  븓쀧ꛫ ꨯ鮟듇 뚀니 ꫯꫳ뒫ꗋ 鸣ꜟ 쐳 ꨯ鮟듇 ꈓ렬뒫ꗋ 달饳 듣ꅈ끋벋 驏떄되
뀓쁟뱓ꛫ ꨯ鮟 뗻꺌 ꫯꫳ댿 驏떄 ꨯ鮟 뗻꺌듇 달饳 ꈓ렬뒫ꗋ 둳믇싇駻 驏떄
  ꁯꨯ뒳 ꩧ 쐳 駯긛댿 슳됃싋 ꜻ뷫ꜻ ꁯꨯ 駯먣 J 듣기 ꛫ 릳뭗 뀓쇫뒳 긛되
싇덛 ꁯꨯ 릳뭗뼤댿 ꁣ뒻

  

  븓쀧듇 ꁯꨯ되鮟뎯 ꩧ먣饯 덟騟ꆋ 麓 鬯뾰듣듇 驏떄 ꫯꫳ뒳 꺧됻 ꁯꨯ듣 ꁣ鮣
ꁯꨯ 되鮟ꛫ ꨯ鮟 껼댿 ꧳ꜫ
  鸗騗뜳 븓쀧 ꩧ먣ꀃ ꨯ鮟 뗻꺌댿꺋 떋駟싇덛 쒣뜯뼤댿 ꧳ꜫ
  릳ꨯ뼤뒯 ᡇ 鸸디 ꩣ驯싗
>뜰디ꄳꜿ 駯먣 릳뭗@
 ꁯꨯ 릳뭗饯 댣ꖓ됧 騬됟 뜰디ꄳꜿ 駯먣 馋 ꦃ듣ꕛ뀓 駯긛되 ꛫ 릳뭗싗
 뜰디ꄳꜿ뒯 ꩣ駣껻 됃됿듣 뜰떀 릳뭗싇ꀃ 駲듣 됿믈듣鸇 댣ꖓ됧 騬됟 뒏뜌기듿
ꩧ듧듣 뜰떀 싇ꆇ 뜰디ꄳꜿ되 ꩸댿 ꁯꨯ듣 묘ꫳ쓷 ꢪ댣 듷뒻뒳 됃됿듣 뒐늷
뒫ꗋ 쏄듧싗

뜰디ꄳꜿ 駯먣 릳뭗 ꦘꨄ

  뎓덫뒳 Ꜹ鮟 둳싣 껿뒳 鯗鷆싇駻 늪驏 둳까디馀뒳 릘되싗
▖꩸뾛ꛫ 馋꩸싇驏 뜰디ꄳꜿ되 ꩸뒳 ꩸뾛댿꺋 ꯫뜯 늹뒯 릳 꾇꼐ꦟ뜯듇 ꐋ鱀뒳
덣뒻
  뜰디ꄳꜿ되 ꩸뒳 꾇꼐ꦟ뜯닐댿 땰끛
  ꁯ기듿듇 시ꢧ댿 씇뒳 ꯫駻 싗
▖싋 껿뒫ꗋ 댸ꃘ듣ꛫ ꧻꜛ驏 ꁓꛧ 싋 껿뒫ꗋ 시ꢧ댿 뜰디ꄳꜿ되 ꩸뒳
FP 떄ꄳ 긬듴싗
▖긬듴싋 ꩸뒳 먋먋쓷 ꄻꖓ 駯먣ꛫ 릳뭗싗
  뜰디ꄳꜿ되 ꩸댿 ꁯꨯ듣 묘ꫳ쓷 ꢪ댣 듷뒻뒳 뒐늷뒫ꗋ 쏄듧싗
▖꩸듣 뎓덫ꆇ뜯 늹駻 뙫듇싇덛 꾇꼐ꦟ뜯댿 麒뒻
▖듣 ꊻ 쏄듧ꆇ뜯 늹뒯 駯먣ꀃ 섿鮟싇驏 딛 릳뭗싗
  駯먣ꟴ 駯먣 뗴ꛇ 릳뭗鸏띋 ꉠ 슳됃싋 긛시뒳 꾇꼐ꦟ뜯댿 鮟듴싗

  

>썷닐 駯먣 릳뭗@
  썷닐 ⟱ꛫ 릳뭗싇덛 시듀驏떋饯 먗饯ꆇ뜯 늹뒯 끋썇驯댿 麒뒻
  썷먜 ꫳꜛ ᡇ댿꺋 끋饳 떄ꄳ ꦘ믇 ꍿꀃ ᡇ댿꺋 달 끋饳 ꦘ믇 싇덛
썷닐뒳 듀驏끋븣
▖썷먜뮤듣 ꫳꜛꆇ 쁻듣섚뒳 듣되싇덛 駯긛댿 긛되싏 썷먜뒳 쏄ꩣ싇駟鸇
됿끛ꫳꜛ鮟ꛫ 긛되싇덛 ꫳꜛꆋ 썷먜뒳 駯긛댿 긛되싗
᳕ $쎄饳덫 駯긛ꛫ 둳싋 듧먣 駯먣 됣ꦇ
>ꁯꨯ 駯먣 됣꼐@
  ꁯꨯ駯먣ꀃ 릳뭗 쐳 끋饳 듣鸣댿 ᡇ 鸸디 기빋ꗋ 駯긛鮟驯뒫ꗋ 꾇꼐싗
  꾇꼐ꦟ뜯  駯먣되鮟ꀃ 駯먣饯 긷뜯 늹ꄳꗌ 딇 ꥯ꩸싇驏 ꦘ꾇되 ꓫꨗ뒳 ꫯ릘싗
  ꦘ꾇ꦠ댿 뗴듣 꾇駣 ꉠ 쁻껿 끋 ꫳꮳꢫ 쓐꾇饯 饯ꀔ싋 ꢫ먣ꛫ 麒뒻
  騘ꨬ듣 듷ꀃ 기듿댿 饰饰듇 駯먣 되鮟뎯 댫뒻듣鸇 댫뒻삘뒳 麒뒻
▖댫뒻 ꍿꀃ 댫뒻삘댿 駯먣 되鮟饯 뜰떀 ꁮ뜯 늹ꄳꗌ 싗
▖饯ꀔ싋 세듫 鸝 끋饳댿 ꄳ릘ꆇꄳꗌ 됣꼐싇덛 ꄳ릘 뛸끋 駯긛댿 릘꾇싇ꄳꗌ 싗
>썷닐 駯먣 됣꼐@
  늳듣뀓ꦄ뀓댿 댫뒻듣鸇 댫뒻 삘뒳 麒댣 鸸디 기빋ꛫ 뒏뜯싇덛 꾇꼐싗
  썷닐 ꍿꀃ ꫳꜛꆋ 썷먜뒳 됣ꦇ싗

  

>듳 @ 덜싈뗟긛 쎀뗟됃먜 驤ꢧ 덷끋

  

>듳 @ $쎄饳덫 덷ꦘ떀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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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ꦇ듀
 髜껻ꦇ듀 뙫긛ꫯ둳듇 뼤뜌 ꦋ땰 ꫯ뗴
 땳끏ꦇ듀 髻빋饿 슫ꗋ ꥧ덣 髛뼏 꺓긛 ꉠ
 덷ꦘ떀뗴 ꫯ둳듇 뼤뜌 ꦋ땰 ꫯ뗴듣鸇 달饳듇 ꆿ뼤 魫뒐뼤 ꦋ덣 뎓끛驫 馈뒯
騬ꥧ싋 듣기ꦇ듀뒯 듫ꦇ땰뒫ꗋ 떀뗴 쐳댿 鸇븯鸏 꾇 듷ꀃ 떄기 덜ꦇ듀뒫ꗋ
ꩫ 꾇 듷뒫꤯ꗋ 듫饳 驯릟싗
 듣ꕛ싋 뜌기듣 끛싣뜯駟鸇 뜯껼ꆇꀃ 騬됟 ꍿꀃ ꁓꛧ 땳끏 듣기ꦇ듀듣 까鮟ꀃ 騬됟
뛸끋 듇鮟驯뒳 ꦘꢧ싇덛닫 싗
 떄ꫯ댿꺋ꀃ 髜饯덷ꦘ떀뗴 쐳 듣기ꦇ듀듣 ꦋ까싇 덷ꦘ떀뗴驫듇 驯ꖗ꺠뒳 끛듇
싇덛 뜳ꮳꛫ ꩣ기싇ꀃ ឦ덷ꦘ떀뗴슫싣 髜饯ꩣ기떋ꄳឧꛫ 됣데 뚀뒫ꗋ 뜌기 ꦋ까 끋
驯싏 ꩣ駣껻댿 끏驏 ꍿꀃ ឦ덷ꦘ떀뗴 ꄳ됟ꥧ 긛듣쀧 KWWSVQLSFGFJRNU ឧ듇 ឦ듣기
ꦇ듀 끏驏싇鮟ឧꛫ 뼤싣 끏驏싇덛닫 싗
᳕ 魷鮟긛시
 ꦠ끏 髛꺠 꺠ꫳ댿 끛饰싋 늻ꕷꛣ鮟 ꦇ듀뒳 ꩣ덯ꃇ 騬됟
 듣땳댿 ꝍ뒯 ꦠ끏댿 끛饰싋 늻ꕷꛣ鮟 ꦇ듀뒳 ꩣ덯ꃇ 騬됟

  

᳕ 덷ꦘ 떀뗴 쐳 뙫듇긛시
 떀뗴 쐳 ꫳ饳 떀뗴鮟驯댿 ꞧꢫꕛ 뜌기 驯릟
 鬯饯 쐳 땰댣ꄳ 끋饳 듣기 뙫듇鮹駻 뜌기 驯릟
 떀뗴ꫯ둳 먜騟
 떀뗴 쐳 뫋껻 듫饳 쀨쓷 驯끛뒳 饯뜯驏 驯릟싇꺋 驏덣듣 듷駟鸇 세껻뎯 ꁓꛧ
끏먣 뜌기듣 鸇븯鸇 驖 듇긛듇 뜳ꛫ ꦊꄳꗌ 싗

  

>듳 @ $쎄饳덫 骿뒐되 ꜛ쉻Ꜯ 쏇듿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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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듳 @ $쎄饳덫 骿뒐되 ꜛ쉻Ꜯ 떀멸듿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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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듳 @ $쎄饳덫 骿뒐되 ꜛ쉻Ꜯ 듇鮟驯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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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듳 @ 쇋뙯뙫듇
Ა 쇋뙯뙫듇
᳕ 듫ꦇ됿믈
 饿덫ꩀ 뜌기듣 듷ꀃ 쏇듿ꀃ 땳쁻 饯ꀔ꺠듣 듷ꀃ뜯댿 ꁯ싣 땰땷싋 끋鮟댿 세饯싋ꁓ
 ꠗꉏ 쏇듿ꛫ ꁯ기뒫ꗋ 쇋뙯뙫듇ꛫ 뙯꾇싋ꁓ
 듇鮟驯뒯 듇뗴긛듿ꉓ뒳 ꁯ기뒫ꗋ ꁓ뒻듇 긛시댿 ꁯ싣 떄鮟땰뒫ꗋ 骿뒐싋ꁓ
ឰ 땳쁻듇 둳썇ꄳ 세饯
ឰ 馋듧ꩣ쎧髛 꺏빌驫 긛되
ឰ 쐗驫땰듧 껿둳까 ꦘꨄ
ឰ 쇋뙯뙫듇 뜯믗
᳕ 쇋뙯뙫듇 쎧쓐鮟 덷땷
 듇뗴긛듿ꉓ뒯 쏇듿뎯 饯뗠 ꦘꢧ馌뒳 ꁯ기뒫ꗋ 껿둳까驫 쎧쓐鮟 덷땷댿 ꁯ싣 늷鸣
싋ꁓ
 ꩀ됿 듴髛뎯 齷댿 딇 ꒳ꀃ 디껻댿 쎧쓐鮟 덷땷驫 驯ꖗ싋 셛뀓뺟ꛫ 駻끋싋ꁓ 쎧쓐鮟
덷땷뒯 늳ꔇ뎯 馈ꁓ
ឰ 鮟믗듣鸇 딛릳鮟ꛫ 싏 ꊻ 듴驫 볃ꛫ 쒣뜯ꗋ 饯ꜛ驏 긛되싋 쒣뜯ꀃ ꦃꗋ 쒣뜯뼤댿
꧳ꜛ驏 쒣뜯饯 댵ꁓ 뎦껻ꝓꛫ 듣되싇ꄳꗌ 싋ꁓ
ឰ ꜷ뀓뷛ꛫ 릘되싇驏 ꁓꛧ 긛ꓻ뒫ꗋꫯ뺟 驏馋ꛫ ꄻꖓ 鮟믗듣鸇 딛릳鮟ꛫ 싇ꄳꗌ 싋ꁓ
ឰ ꁓꛧ 쏇듿뎯 P 듣기 駟ꜛꛫ 뒏뜯싋ꁓ
 ꩀꅈ驫 돧ꔇ듇 ꁯ鮟 디껻댿ꀃ 껿둳까驫 驯ꖗ싋 ꢫ쇷뒳 떋驤싇驏 껿둳까 ꦘꨄ뒳 늷鸣
싋ꁓ
 魸꺠 쎧쓐鮟 饿덫 뜌기듣 듷ꀃ 쏇듿뎯 ꅈꦇ듧듣 듇鮟驯댿꺋 멷鮟댿 떀싇ꀃ 디껻
묋듴髛 꺏ꨳ髛덜 떀꾇리髛 ꁯ鮟디껻 ꉠ 댿꺋ꫯ뺟 쎧쓐鮟 덷땷뒳 뙯꾇싇ꄳꗌ 늷鸣
싋ꁓ
᳕ 쇋뙯뙫듇 쏇듿듇 듣ꅈ驫 ꦟ믇
 ꁓꛧ 긛ꓻꉓ댿駻 饿덫뒳 땳쁻싏 둳썇듣 듷ꀃ 쏇듿듇 騬됟 땳쁻ꆏ 꾇 듷ꀃ 饯ꀔ꺠뒳
驏ꖓ싇덛 饯ꀔ싋 싋 듧끓댿 ꆿꄳꗌ 싋ꁓ
 듧끓듣 덛뒏饯 댵ꀃ 騬됟댿ꀃ ꁓ뒻 긛시뒳 驏ꖓ싇덛 됟꺏꾋둳ꛫ 騟떄싋ꁓ
ឰ 饯ꀔ싋 饿덫 땳쁻騬ꗋ
ឰ 묃饯 뙫듇뗟믇饯 슳됃싋 饿덫 뒏ꢣ
ឰ 쏇騬뎓덫 떄ꄳ뎯 뙫듇 뗟믇ꛫ 뜯븓鮟 댣ꖓ됣 기빋듇 떄ꄳ
ឰ ꫳꮳꢫ ꍿꀃ ꦟ꺓ꢫ듇 뗟땷 饯ꀔ 뒏ꢣ
ឰ ꁓꛧ 쏇듿댿駻 땳쁻ꆏ 騬됟 쁻魸 쐗驫듇 뷛鮟

  

ឰ ꩀ끓뒳 馈듣 긛되싏 꾇 듷ꀃ ꦘꨄ
 듇싈땰뒫ꗋ 슳됃싋 騬됟ꛫ 떋돧싇驏 쏇듿ꛫ 듇鮟驯 鸣 魧ꜛ驏 듇鮟驯 饳 듣꼐
싇ꀃ 駲뒳 ꆇꄳꗌ 슫싋ꁓ
᳕ 쇋뙯뙫듇 믇 디ꮳ뎯 鮟髛驯ꜛ
 썷닐듣鸇 먣닐뒫ꗋ 뎓덫ꆏ 꾇 듷ꀃ 디ꮳ뎯 鮟髛듇 꺓믇 듣ꅈ 驯ꜛ댿 ꁯ싋 뜯믗驫
떄릴뒳 꾇Ꜭ싋ꁓ
 썷닐듣鸇 먣닐댿 뎓덫ꆇ댷駟鸇 뎓덫듣 듇끛ꆇꀃ 디ꮳ뎯 鮟髛ꛫ ꁓꙟ ꊻ댿ꀃ 덷기ꆇꀃ
뎓덫 꾇뙯댿 ꊟꓫ 馋듧ꩣ쎧髛ꛫ 릘되싋ꁓ
᳕ 쇋뙯뙫듇 쏇騬驯ꜛ
 쏇듿듇 떀멸 꾇뙯驫 뎓덫 떄ꄳ댿 ꊟꓫ 쏇騬 먜껻뜯믗驫 떄릴뒳 꾇Ꜭ싋ꁓ
 쏇듿뎯 饯鮻됣 駟ꜛ댿 듷駟鸇 쏇듿饯 듿뙫 ꜻ뜯ꀃ ꢫ駣驫 쏇騬 쇋뒯 ꩀ됿魏뒫ꗋ
뎓덫ꆏ 饯ꀔ꺠듣 鼁鮟 ꊻꢧ댿 듿뙫 먜껻싇驏 껻ꄴ싋ꁓ
 ꩀ됿 쏇騬뒯 뒐늷땰뒫ꗋ 鯗鷆싣닫 싋ꁓ 슳됃싇뜯 늹뒯 ꢫ쇷驫 디ꮳ饯 댵댣닫 싇
ꢫ쇷듣鸇 쏇騬듇 쇋댿ꀃ Ɜ뜯뎯 쓈듣 댵댣닫 싋ꁓ
 껻ꄴ떋ꀃ 쌷饯 鮟驯듇 驤듧ꆋ 駲뒳 긛되싇驏 떋뗟긛듇 긛되뜯믗뒳 ꊟꓫ닫 싋ꁓ
 뒏싸기쏘댿꺋 쏇騬껻ꄴ떋ꛫ 긛되싗댿ꄳ 髛싇驏 쏇騬뎓덫뒫ꗋ 듧싋 땳쁻듇 饯ꀔ꺠듣
鼁뒯 騬됟ꀃ 긛되 뚀듧 껻ꄴ떋댿 鸣꺠듣 듷ꀃ뜯 驏ꖓ싇덛 ꁓꛧ 껻ꄴ떋ꗋ ꨯ騬싏뜯ꛫ
駯뼏싋ꁓ
 듇鮟驯 鸣 껻늳髛덜 쎨뒯 ꁯ鮟驤饳댿꺋 늳듣ꉓ뒳 둳싋 끋꺓 디鸋饿댿 ꁯ싋 떄鮟땰
먜껻뎯 껻ꄴ댿 ꁯ싋 뜯믗 떄릴뒳 꾇Ꜭ싋ꁓ
 驤되뒫ꗋ 긛되싇ꀃ 디鸋饿 驯ꜛ댿 ꁯ싋 떄릴驫 뜯믗 꾇Ꜭ 끋 ꁓ뒻듇 鸣되뒳 셛싗
싏 꾇 듷ꁓ
ឰ 꺧먈驫 껻ꄴ듣 되듣싋 디鸋饿뒳 긛되싋ꁓ
ឰ 뺧듣 듷ꀃ 디鸋饿뒯 ꮳ믇싇뜯 늹ꀃꁓ
ឰ ꁯ쎄 驏떄끌 디鸋饿뒯 땰댣ꄳ ꝓ뙫 ꍿꀃ 齷댿 ꒳駻 ꃃꕛ됻뜳 騬됟댿ꀃ ꦃꗋ 먜껻
싇驏 껻ꄴ싋ꁓ
ឰ 디鸋饿뒳 듴댿 ꁷ 騬됟댿ꀃ 껻ꄴ싋 쐳 ꢫꗋ 묘ꫳ쓷 써髷뙯ꁓ
ឰ 디鸋饿 꺧먈  껻ꄴ듣 슳됃싋 騬됟 뛸끋 끋싸싇駟鸇 ꁓꛧ 디鸋饿驫 ꫳꜛ싇덛 ꨳꄳꗋ
뜯떄ꆋ ꓫꨗ듣 댣 듷ꀃ 되鮟댿 ꩣ驯싋ꁓ
 ꠗꉏ 듇뗴긛듿ꉓ듣 둳까땰듣驏 늷땳싋 뜳 쏇騬듇 뒏뜯 뚀됃꺠댿 ꁯ싇덛 骿뒐뒳
ꦊ驏 쏇騬驫 디ꮳ듇 먜껻뎯 뎓덫떋駟댿 릴듳饿뒳 饯뜯ꄳꗌ 싋ꁓ
 ꩀ됿魏댿 듇싋 쏇騬뎓덫듣 饿덫듇 쏄긟驫 驯ꖗ듣 듇끛ꆇꀃ 騬됟 먜껻 꾇뙯뒳 鼁듧ꁓ
묋먇 듇驯ꖗ饿덫 쇋뙯덷ꦘ뜯믗 

  

>듳 @ 떀멸뙫듇
Ა 떀멸뙫듇
᳕ 떀멸뙫듇 듫ꦇ됿믈
 쏇듿鸇 魧 뙫ꨯ 쏇騬驫 뜰떀 ꍿꀃ 饳떀땰듧 떀멸뒫ꗋ ꩀ됿魏듣 땳쁻ꆇꀃ 騬됟댿ꀃ
쇋뙯뙫듇뎯 싗鱇 떀멸뙫듇ꛫ 묃饯ꗋ 땰되싋ꁓ
᳕ 떀멸뙫듇 쏇듿듇 듣ꅈ驫 ꦟ믇
 魸꺠鮟 ꩀ됿댿꺋 떀멸뙫듇饯 슳됃싋 騬됟댿ꀃ 饯ꀔ싇 듧끓ꗋ 듴됿끋벋닫 싇
饿덫ꩀ듇 땳쁻 饯ꀔ꺠듣 鼁뒯 쏇듿ꛫ 됟꺏 ꦟ믇싋ꁓ
 듧끓듣 덛뒏饯 댵ꀃ 騬됟 ꅈ듫싋 ꩀ됿魏댿 饿덫ꆇ댷駟鸇 ꩣ魏 뚀듧 쏇듿ꉓ鷫ꜛꀃ
싋 ꩀ끓댿 듴됿 볃쎧쀧 싏 꾇 듷ꁓ
 볃쎧쀧 騘ꜛ댿꺋 떀멸뙫듇 쏇듿ꀃ 饿덫땳쁻ꗋ 듧싇덛 덷쐳饯 뗺뜯 늹뒳 꾇 듷ꀃ 쏇듿
덷 덜땯싇 쏇듿 馋ꦘ꺠 리기듣 듷ꀃ 쏇듿 쎨뒯 뎓ꔋ 鮟饳 듴됿듣 슳됃싋 쏇듿 뎯
馈뒯 ꩀ끓댿 ꦟ믇싇뜯 늹ꀃꁓ
 볃쎧쀧 騘ꜛꄳ 댣ꖓ됣 騬됟 쏇듿 ꩀ기 饳 듣騘駟ꜛꀃ P 듣기 뒏뜯싇驏 ,&  떀멸듇
鮟쏻ꛫ 뙳듣鮟 둳싣 饯魸땰듣 ꢫꜛ땰 릗ꁗꜸ뒳 꺓믇싋ꁓ
 끏까늳댿꺋 騘ꜛ饯 슳됃싋 騬됟 믗기 饳듇 饳騘뒯 뜰떀 떀멸싇ꀃ 鮟쏻ꛫ 뫋껻쏃싇鮟
둳싇덛 묘ꫳ쓷 麂댣닫 싋ꁓ
 볃쎧쀧 騘ꜛꄳ 댣ꖓ됻 ꁓ듧끓댿 떀멸騘ꜛ 쏇듿饯 ꦟ믇ꆋ 騬됟 ꁓ듧끓 ꩀ끓듇 쏇듿뎯
ꦘꢧ馌댿駻 뙯꾇싣닫 싇ꀃ 뙫듇긛시뒳 늷鸣싋ꁓ
᳕ 떀멸뙫듇 馋듧ꩣ쎧髛 긛되
 떀멸뙫듇饯 슳됃싋 쏇듿ꛫ 뜰떀 떀멸싇駟鸇 쏇듿 뙫ꨯ듇 ꢫ駣뒳 ꜻ떧닫 싏 ꊻ댿ꀃ
껿둳까 꾇싸 쐳 디馀뒳 릘되싇驏 뎦듣 뎓덫ꆏ 駲뒫ꗋ 덷기ꆏ ꊻ댿ꀃ 饯됣뒳 릘되
싋ꁓ 떀멸뙫듇댿 슳됃싋 馋듧ꩣ쎧髛ꀃ ꩀ끓 듴髛댿꺋 떋驤ꆇ댣닫 싋ꁓ ꩀ끓뒳 鸇뎛
ꊻ댿ꀃ 디馀驫 饯됣뒳 ꨆ댣 듇섿鮟ꢫ뼤댿 ꧳ꜛ驏 껿 둳까뒳 꾇싸싋ꁓ
 쏇듿 쏇騬 쎨뒯 긛ꢫ댿 삃듣鸇 뎦듣 뜰떀 ꁮ뒳 駲듣 덷기ꆇꀃ 騬됟 鮣삃 饯됣뒳
릘되싋ꁓ
 饯됣뒳 ꨆ뒯 쐳댿ꀃ 뎦듣鸇 슫ꫯ饯 뙫ꨯ 쏇騬댿 뎓덫ꆇ뜯 늹ꄳꗌ 뙫듇싋ꁓ
 볃쎧쀧 騘ꜛꛫ 싇ꀃ ꩀ끓댿꺋 馋듧ꩣ쎧髛ꀃ 쏇듿ꜷꁓ 骿먣싇驏 껿둳까뒳 꾇싸싋ꁓ
᳕ 떀멸뙫듇 쏇듿듇 듣ꅈ
 떀멸뙫듇饯 슳됃싋 쏇듿ꀃ 듇싈땰뒫ꗋ 슳됃싋 騬됟ꛫ 떋돧싇驏 ꩀ끓 ꦅ뒫ꗋ듇 듣ꅈ驫
듣꼐뒳 떋싋싋ꁓ
 떀멸뙫듇饯 슳됃싋 쏇듿ꛫ 듣꼐싇ꀃ 騬됟 듣꼐 됃됿驫 ꄳ릘뜯듇 듇뗴긛듿댿駻 뙫듇

  

긛시뒳 늻ꜟꁓ
 듇鮟驯댿꺋 듣ꅈ듣鸇 듣꼐 끋댿ꀃ 饿덫 ꍿꀃ 뎓덫ꆋ ꫯ둳ꀃ ꃝ덛 듷댣닫 싋ꁓ
 쏇듿ꛫ 듣꼐싇鮟 땳댿 뎓덫ꆋ 馋듧ꩣ쎧髛ꀃ 떋駟싇驏 껿 둳까뒳 끋싸싋ꁓ
 듣꼐뒳 ꁣꁨ싇ꀃ 됃됿驫 ꄳ릘뜯듇 듇뗴긛듿ꀃ 馋듧ꩣ쎧髛ꛫ 릘되싋ꁓ
 듣꼐 ꄳ릘뜯댿 듷ꀃ 듇뗴긛듿ꀃ 뙫듇긛시뒳 ꥧꜛ 쁻늴싇덛 쏇듿饯 ꩀ끓 ꦅ댿꺋
ꁯ鮟싇ꀃ 끋饳뒳 뫋껻쏃싋ꁓ
 떀멸뙫듇 쏇듿ꀃ ꩀ끓 ꦅ뒫ꗋ 鸇饯鮟 땳댿 껿 둳까뒳 꾇싸싋ꁓ
᳕ 떀멸뙫듇 믇 디ꮳ뎯 鮟髛驯ꜛ
 떀멸뙫듇 쏇듿饯 긛되싋 디ꮳ 鮟髛  디믇듇 驯ꜛꀃ 쇋뙯뙫듇댿 ꊟꛧꁓ
 긛되 뚀듧 디ꮳ뎯 鮟髛ꀃ ꁓꛧ 쏇듿饯 긛되싇ꀃ 駲뒳 덷ꦘ싇鮟 둳싣 ꊟꗋ 쇋끋싇驏
ꩣ驯싋ꁓ
 쏇듿듇 믇ꛫ 둳싣 슳됃싋 ꢫ쇷뒯 饯ꀔ싋 싋 듫쏻되쇷뒳 긛되싇驏 ꁓꛧ 쏇듿뎯 驤뒏
싣꺋 긛되싇뜯 늹ꀃꁓ ꜻ달 ꁓꛧ 쏇듿뎯 驤뒏싣꺋 긛되싣닫 싋ꁓ 鯗鷆듣 꺧먈싇驏
껻ꄴ 쐳 ꁓꛧ 쏇듿댿駻 긛되싋ꁓ
᳕ 떀멸뙫듇 쏇騬驯ꜛ
 떀멸뙫듇 ꩀ끓뒯 ꁓꛧ ꩀ끓ꩣꁓ ꃃ 듿뙫 먜껻싇驏 껻ꄴ싣닫 싇 쀨쓷 쏇듿饯 듿뙫
ꜻ뜯ꀃ 쇋驫 ꢫ駣뒯 먏땯쓷 먜껻싇驏 껻ꄴ싋ꁓ
 뒏싸기쏘댿꺋 듫ꦇ땰듧 쏇騬껻ꄴ댿ꄳ 髛싇驏 쀨떄 ꩀ됿먣饯 뜯껼땰뒫ꗋ 땳쁻ꆇ驏
듷ꁓ ꁓꛧ 껻ꄴ ꦘꨄ뒳 묃饯싇駟鸇 껻ꄴ 쐎꾇ꛫ ꀇꜟꁓ 슳됃싇ꁓ 껻ꄴ떋듇 쐗驫ꛫ
ꮳ骿 세饯싇驏 ꃃ 鸇뒯 駲뒳 꺏빌싣닫 싋ꁓ 뒏싸기쏘댿꺋ꀃ 싇ꙗ 뫋껻 쏻 듣기
먜껻싇驏 뒐늷뒫ꗋ 뎓덫듣 쏄듧ꆇ ꦃꗋ 먜껻싋ꁓ
᳕ 떀멸뙫듇 騘ꜛ싣떋
 饿덫듇 뜌기듣 쎧땳ꆇ댷뒳 騬됟 ꍿꀃ ꩀ됿먣댿 ꊟꛧ 髻驏긛시댿 ꊟꓫ 떀멸騘ꜛꛫ
싣떋싋ꁓ
 떀멸뙫듇ꀃ 쏇듿饯 뽣끓 쐳 ꩀ끓 먜껻ꛫ 뎳싏 ꊻ鮻뜯 뒏뜯싋ꁓ
᳕ 떀멸뙫듇 ꦘꢧ馌 驯ꜛ
 饯뗠驫 ꦘꢧ馌댿駻 썳딛 땰되 뚀듧 뙫듇뎯 騘ꜛ鮟饳 껿둳까驫 馈뒯 땳쁻 덷ꦘꨄ댿
ꁯ싣 늷鸣싋ꁓ
 ꦘꢧ馌뒯 슳됃싋 騬됟댿 싋싣 뫋껻쏃싇 싋 쏇듿ꜻ ꦘꢧ싇ꄳꗌ 떋싋싋ꁓ
묋먇 듇驯ꖗ饿덫 쇋뙯덷ꦘ뜯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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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A형간염역학조사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역학조사 서식 포함]

 듣 꺋끌뒯 뜷ꩀ驯ꜛꩧꫯ ឦ뜷ꩀꩣ駣뼤싘驯ꜛ끋뀓뻋ឧ듇 $쎄饳덫 덜싈뗟긛꺋 꺋끌듳

끋ꄳ

뗟긛麳둃듫

馋듧꧷쎧

5ᑨᄬ ᄦᐼᇮဏ
껻껼

 끋▖ꄳ

끏驏듫       麳    둃    듫

꺠ꟴ

덟ꓬ먇

뗟긛듫       麳    둃    듫

 뗟긛듿

 끏驏듿 

 끏驏듇鮟驯

 덟ꓬ먇

끏驏듫       麳    둃    듫

 끏驏듿 

 끏驏듇鮟驯

 덟ꓬ먇

끏驏듫       麳    둃    듫

  듫ꦇ땰 쀨꺠
 
  까麳둃듫

  꺠 ꟴ
  꺠ꨳ

  Ჺ 鸗   Ჺ 덛

  덟ꖨ

  麳    둃    듫
ꜻ         꺧

 
 驯騳                
  쒣ꁯ땳쏃
 Ჺ 髜鸣 
  髜땰
 Ჺ 髜돧 髜饯ꟴ           

  ꉠꗌ駟뙫뜯 ꄳꗋꟴ 뙫껻 
  끓駟뙫뜯

 ꄳꗋꟴ 뙫껻 
  Ქ 띀ꁗ까쏋 덛ꫯ Ჺ 덷 끋꺓ꟴ                             Ჺ 늳ꀷ뎓
  Ჺ 싈까 Ჺ댣ꜟ듣띀   Ჺ뒏믇됿   Ჺ멷ꉠ싈骿    Ჺ뚀싈骿   Ჺ驏ꉠ싈骿    Ჺꁯ싈骿
  싈骿 싈됿 ꟴ          껻껼      싈麳       ꦇ 싈驫      뙫껻                         
 ᭐ Ჺ 骿긛  Ჺ댣ꜟ듣띀  Ჺ뒏믇됿  Ჺ멷ꉠ싈骿  Ჺ뚀싈骿  Ჺ驏ꉠ싈骿  Ჺꁯ싈骿  Ჺ싈됿
  싈骿ꟴ                
껻껼       싈麳       ꦇ 뙫껻                        
    싈됿뒳 ꁓꀷꀃ饯"     Ჺ 덷     Ჺ 늳ꀷ뎓     Ჺ ꠗ꛳
  싈됿ꟴ
껻껼       싈麳       ꦇ 뙫껻  
 ᭑ Ჺ 됃끌댴뗴긛듿

  뜰댴

끌ꁨ 魸끌껻  ꟴ 

 ᭒ Ჺ  ꩣ駣듇뗴긛듿
듇鮟驯ꟴ 
        듇긛 饳쎧긛 ꉠ
 ᭓ Ჺ 黼묄긟댴
껻껼ꟴ
 ᭔ Ჺ 髟듧
껻딛뜯
 ᭕ Ჺ 까긟뜰
뜰디ꟴ
 ᭖ Ჺ 뙫ꫯ
 ᭗ Ჺ ꢣ뜰
 ᭘ Ჺ 긛ꢣ뜰
뜰디ꟴ
 ᭙ Ჺ 鮟븯                          

뙫껻                        
뙫껻                        
뙫껻                        

뙫껻
뙫껻                        

 끏驏  뜳ꁗ
   Ჺ   쏇듿       Ჺ   듇긛쏇듿       Ჺ   ꩀ됿먣ꩣ뒏듿 ꢣ뜌기
  끏驏ꫳꛇ  Ქ  駯먣 뗴ꛇ ꁯ쇋땰듧 駯먣 싋 饯뜯  Ჺ 썷닐  Ჺ ꁯꨯ 꺓긛셛싗    Ჺ 뜰디ꄳꜿ  
   Ჺ 鮟븯                      

  





 Ჺ 썷닐 OJ0 대꺠
 Ჺ 573&5뒳 뼤싋 +$9 뒏땳듿 駯묋
  뜳ꁗ 駯긛 Ჺ 駯긛 뚀
뗴ꛇ
 Ქ 3&5듧 騬됟
   駯먣 뗴ꛇ    Ჺ 썷닐     Ჺ ꁯꨯ
   뒏땳듿쎄 Ჺ 끋싸 뒏땳듿쎄                 Ჺ ꥧ끋싸
  駯먣 릳뭗듫 

麳    둃    듫

  駯먣 릳뭗듫 

麳    둃    듫

 듳기 뜌기
  뫋멷 뜌기 ꦋ까듫끋

         麳      둃      듫    

 듷뒻
 댵뒻
ꠗ꛳
  쏘ꁛ
Ჺ
Ჺ
Ჺ
  뜌기  
쏘ꁛꦋ까듫        麳     둃    듫
띄쐳
  뎓끛
Ჺ
Ჺ
Ჺ
  뎓싋
Ჺ
Ჺ
Ჺ
  髛뼏
Ჺ
Ჺ
Ჺ

 ꦋ덣

 듷뒻
Ჺ

 댵뒻
Ჺ

ꠗ꛳
Ჺ

   뫋驏 먣뎗              ᡇ 

 ꢣꖔ饿
Ჺ
Ჺ
Ჺ
 ꩤ뼤
Ჺ
Ჺ
Ჺ
 뜳싋 饷길  땰길 껻ꨯ
Ჺ
Ჺ
Ჺ
 鮟븯               
Ჺ
Ჺ
Ჺ



 
 Ჺ 덷  
  긛Ꝍ듫
  긛Ꝍ 됿듧
  뒏ꩀ鮟饳           듫   긛Ꝍ
 Ჺ 늳ꀷ뎓
 긛Ꝍ 떄ꩣ
Ა 긛Ꝍ뜳ꁗ꺋  Ა 듇ꢣ鮟ꗌ
 Ჺ ꠗ꛳
   ꠗꆿ 驏ꛣ꺧됃
Ა ꫯ駯 껻騛   Ა 鮟븯          
Ქ 돧ꔇꦘꢧ    Ჺ 덷     Ჺ 늳ꀷ뎓
   먇뒻 돧ꔇ ꦘꢧ듫
Ქ 듴됿덛ꫯ    Ჺ 덷     Ჺ 늳ꀷ뎓
  듇鮟驯 뜳덛ꫯ
 듴됿듫
 뽣됿듫


  뜳ꁗ ꁨ끋 썷닐 駯긛

 Ქ 鮟븯
 駯먣 릳뭗듫
Ჺ 대꺠     Ჺ 뒻꺠        Ჺ ꥧ끓끋
 $QWL+$9 ,J*
  ꮻꜛꙗꮷ 몌ꮻꜛꙗꮷ  Ჺ 끓끋  꾇믇            Ჺ ꥧ끓끋
  $/7
 Ჺ 끓끋  꾇믇            Ჺ ꥧ끓끋
 Ჺ 끓끋  꾇믇            Ჺ ꥧ끓끋
  $67
Ჺ 듷뒻 Ქ Ჺ 쏻          Ჺ 쏻             Ჺ 댵뒻   Ჺ ꠗ꛳

  $쎄饳덫 ꦠ끏 떀뗴
 먇ꦘꦊ뜯 늹뒯 떄Ꝕ
 Ჺ 듷뒻  뾛덛 달ꢫ 뗴ꛇ              Ჺ 댵뒻   Ჺ ꠗ꛳
뙫긛 달ꢫ 뾛덛 騬썇
  鮟땯 뜷쏇

듷뒻 댵뒻  ꠗ꛳

  饳 뜷쏇
   饳騬쏃
   %쎄 饳덫
   &쎄 饳덫
   늻볋饳騬쏃
   鮟븯饳뜷쏇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驏썷닄

Ჺ

Ჺ

Ჺ

  ꁨ齗ꩀ

Ჺ

Ჺ

Ჺ

  鮟븯

Ჺ

Ჺ

Ჺ  뗴ꛇ

 쎄빋        
 믇덛ꫯ    
 믇덛ꫯ    
 믇덛ꫯ
 뗴ꛇ

  

  騘ꜛ  驯ꜛ 뗟믇
  댴ꢣ뗴긛듫끋떋싋 ꍿꀃ ꉠ骿 떋싋듣 듷댷ꀃ뜯 " Ჺ  덷 Ჺ  늳ꀷ뎓 Ჺ  ꠗ꛳
   ឦ늳ꀷ뎓ឧꓫ 긛뒏ꀃ"     
  騘ꜛꆇ댷ꀃ뜯 "      Ჺ  덷     Ჺ  늳ꀷ뎓      Ჺ  ꠗ꛳
   ឦ늳ꀷ뎓ឧ ꓫ 긛뒏ꀃ"                         
   듇鮟驯 騘ꜛ덛ꫯ   Ჺ  덷       Ჺ  늳ꀷ뎓  
     騘ꜛ 끋딀듫       

 騘ꜛ 뗴듫

   듿饯騘ꜛ덛ꫯ      Ჺ  덷     Ჺ  늳ꀷ뎓
     騘ꜛ 끋딀듫

 騘ꜛ 뗴듫

 덜싈 떄ꩣ
딏ꩤ鮟 뜌기ꦋ까 듫 땳ꫯ뺟 듫 땳 
     Ჺ   듷뒻    Ჺ  댵뒻 Ჺ  ꠗ꛳
 Ქ  듷ꀃ 騬됟 驯騳
   Ჺ 饯뗠    Ჺ 믋髛    Ჺ 뜰디ꅈ   Ჺ 꺠 떀멸듿   Ჺ  鮟븯            
  뜌기ꦋ까 듫 땳ꫯ뺟  Ქ  끏驏ꆋ 쏇듿饯 떀멸싋 $쎄饳덫 쏇듿듇 꺠ꟴ 쏄뜳덛ꫯ
듫 땳鮻뜯 뙫ꨯ댿 $쎄      꺠ꟴ 
饳덫 쏇듿饯 듷ꀃ뜯
     쏄뜳덛ꫯ    Ჺ 쏄뜳     Ჺ 듇끛쏇듿     Ჺ ꠗ꛳
 ᴍ 듫기떀멸듣ꓯ 끌긛 껿딐鮟ꛫ 셛싗싋 끏먣떀멸듣 듷駟鸇 까쏋ꄳ髛 끌鮟 꾇駣
ꉠ  싗鱇 긛되싇ꀃ 騬됟ꛫ ꜿ싇 듫기떀멸듿댿ꀃ ꅈ駟饯뗠 믋髛 ꅈ ꉠ듣
싣ꁨꆏ 꾇 듷뒻
      Ჺ 듷뒻     Ჺ 댵뒻     Ჺ ꠗ꛳
 Ქ  듷ꀃ 騬됟 魸끌껻 ꟴ믜          

魸끌싋 鸏띋    麳   둃   듫

  뜌기ꦋ까 듫 땳ꫯ뺟             魸끌껻듇 뒏긛쏇듿 덛ꫯ     Ჺ 듷뒻   Ჺ 댵뒻   Ჺ ꠗ꛳
듫 땳鮻뜯 ꁗ먣魸끌뒳 Ქ  듷ꀃ 騬됟
싋 땰 듷ꀃ뜯"
덟꧷
듣꛳

驯騳

ꦋ까듫



     Ჺ 듷뒻      Ჺ 댵뒻     Ჺ ꠗ꛳
 Ქ  듷ꀃ 騬됟
덟꧷

髜饯

뜯덜ꄳ끋

듴髜듫

묋髜듫

骿뼤꾇ꁗ


  뜌기ꦋ까 듫 땳ꫯ뺟

듫 땳鮻뜯 髜돧덛싸
 Ქ  馈듣 髜돧덛싸묋디뒳 饳 긛ꓻ 뚀  뒏긛쏇듿 덛ꫯ
묋디 ꉠ뒳 饳 땰듣 듷
   Ჺ 듷뒻     Ჺ 댵뒻     Ჺ ꠗ꛳
ꀃ뜯"
 Ქ  듷ꀃ 騬됟
덟꧷

듣꛳

驯騳



ꦋ까듫




     Ჺ 덷       Ჺ 늳ꀷ뎓   Ჺ  ꠗ꛳
  驤ꅈ끋꺓 駟뙫 덛ꫯ

  Ქ  ឦ덷ឧ듫 騬됟 뙫껻                                              
  Ჺ 鮟꾈싈骿   Ჺ ꩣ뒐됃대됿   Ჺ ꩀ됿   Ჺ 鮟븯                      

  

 쌻썷  Ჺ 덷     Ჺ 늳ꀷ뎓     Ჺ ꠗ꛳
 Ქ  ឦ덷ឧ듫 騬됟 쌻썷싋  鸏띋
덟꧷
쌻썷듫


  쌻썷  꾇썷 덛ꫯ

 꾇썷  Ჺ 덷       Ჺ 늳ꀷ뎓   Ჺ  ꠗ꛳
 Ქ  ឦ덷ឧ듫 騬됟 꾇썷ꦊ뒯  鸏띋
덟꧷



꾇썷듫



  Ჺ 듷뒻     Ჺ 댵뒻     Ჺ ꠗ꛳
 Ქ  ꅈ듫끋鮟댿 ꅈ듫끌ꁨ뒳 듣되싋 긛ꓻ 뚀 뒏긛쏇듿 덛ꫯ
      Ჺ 듷뒻     Ჺ 댵뒻     Ჺ ꠗ꛳
  뜌기ꦋ까 듫 땳ꫯ뺟
듫 땳鮻뜯 끌ꁨ댿꺋 Ქ  듷ꀃ 騬됟
뒻끌뒳 Ꞩ뒯 땰듣 듷 덟꧷ 끌ꁨꟴ믜 꺜뭗鸏띋 끌ꁨ뙫껻 끌ꁨ뙫껻 끌ꁨ뙫껻 뒏긛쏇듿 뒏긛쏇듿 뜌기
끋ꄳ
끋髟髛 뒼ꅈ
듣꛳
驯騳
ꦋ까듫
ꀃ뜯"




  뒻끌 꺜뭗ꖔ 뜌기ꦋ까 듫 땳 뚀ꩤ 듀ꁤ
 뗴ꛇ

 덷 늳ꀷ뎓 ꠗ꛳

기빋
鸏駲 들쓻駲 ꠗ꛳

  뗟馋

Ჺ

Ჺ

Ჺ

Ჺ

Ჺ

Ჺ

  髣

Ჺ

Ჺ

Ჺ

Ჺ

Ჺ

Ჺ

  까꺏

Ჺ

Ჺ

Ჺ

Ჺ

Ჺ

Ჺ

  떂饷

Ჺ

Ჺ

Ჺ

Ჺ

Ჺ

Ჺ

  鸸ꅈ驫듫

Ჺ

Ჺ

Ჺ

Ჺ

Ჺ

Ჺ

  뜯싇꾇

Ჺ

Ჺ

Ჺ

Ჺ

Ჺ

Ჺ

  달꾇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Ჺ

  鮟븯

  

떋쇷ꟴ
뗴ꛇ

뭗魸꺜뭗듫



꺜뭗
디껻

뙫껻

  떀멸듿 뗟긛
 Ქ 떀멸듿
   饿덫饯ꀔ鮟饳 뜌기ꦋ까 뙫 땳ꫯ뺟 뜌기ꦋ까 뙫 쐳  ꅈ늷 쏇듿뎯 馈뒯 띀댿 駟뙫싇駟鸇 떄鮟땰뒫ꗋ 뒻끌뒳
싗鱇 Ꞩ駟鸇 쏃디끓뒳 싗鱇 뉣 긛ꓻ뒫ꗋ 쏇듿듇 띀뒳 듿뙫 ꦘꢧ싋 긛ꓻ듣鸇 ꦘꢧ 늳듣 ꄻꩣꀃ 긛ꓻ ꉠꄳ
셛싗
   쏇듿饯 饿덫ꖔ듣 듷ꀃ 鮟饳댿 ꜻꉏ 뒻끌뒳 뜯껼땰뒫ꗋ 뜯껼땰뒫ꗋ Ꞩ뒯 긛ꓻ驫 쏇듿饯 꺓긛싇ꀃ 鮟饳댿 뙯
ꮳ싋 뒻끌뒳 뜯껼땰뒫ꗋ Ꞩ뒯 긛ꓻ
   쏇듿듇 鮟땯鬯ꛫ 饷닇ꃇ 긛ꓻ ꦟꨯ뒳 ꄳ됣 긛ꓻ
 Ქ 꺠 떀멸듿 $쎄饳덫 쏇듿듇 饿덫饯ꀔ鮟饳 ꅈ늷 꺠 떀멸싋 긛ꓻ
 Ქ 땰땷싋 馋듧 ꩣ쎧髛 릘되 댵듣 쏇듿뎯 떀멸싋 듇뜳
 េ 듣꛳ 鸇듣 땳쏃꧷쎧 
   Ჺ 듷뒻     Ჺ 댵뒻
 Ქ 듷ꀃ 騬됟
  떀멸듿 뒏ꢣ

  떀멸듿꾇
  떀멸듿 뚀 뒏뜌기듿 꾇
  駯먣 듇ꘟ듿 꾇

덟꧷

뗟긛듫

듣꛳

鸇듣

뙫껻

땳쏃꧷쎧

쏇듿뎯듇 驯騳

떀멸 디껻

먚 떀멸듫

ꜷ뜯Ꜹ
떀멸듫

듣땳ꦠ끏
떀뗴덛ꫯ

시먣ꩣ뒏덛ꫯ

鮟땯뜷쏇



 Ჺ 쏻
 Ჺ 쏻
 Ჺ 댵뒻
 Ჺ ꠗ꛳

 Ჺ 덷
 Ჺ 늳ꀷ뎓
 Ჺ ꠗ꛳



 Ჺ 쏻
 Ჺ 쏻
 Ჺ 댵뒻
 Ჺ ꠗ꛳

  

 Ჺ 덷
 Ჺ 늳ꀷ뎓
 Ჺ ꠗ꛳

 Ჺ 饯뗠
 Ჺ 믋髛 싈骿
 Ჺ ꅈ 뜰디
 Ჺ 꺠떀멸
 Ჺ 덛싸ꅈꦇ듿
 Ჺ 鮟븯
  
 Ჺ ꜻ꺠饳뜷쏇
 Ჺ %&쎄饳덫
 Ჺ 덜땯싇듿
 Ჺ 鮟븯    
 Ჺ 댵뒻
 Ჺ 饯뗠
 Ჺ 믋髛 싈骿
 Ჺ ꅈ 뜰디
 Ჺ 꺠떀멸
 Ჺ 덛싸ꅈꦇ듿
 Ჺ 鮟븯
  
 Ჺ ꜻ꺠饳뜷쏇
 Ჺ %&쎄饳덫
 Ჺ 덜땯싇듿
 Ჺ 鮟븯    
 Ჺ 댵뒻

 뗴싘 듇騛
  뫋뗴 쏇듿 떄듇

   Ჺ 쏇듿   Ჺ 듇긛쏇듿   Ჺ ꩀ됿먣ꩣ뒏듿 ꢣ뜌기    Ჺ 쏇듿 늳ꁇ

    쁿ꁗ 魫駟



  쏇듿饯 까饰싇ꀃ $쎄
   Ჺ 뒻끌ꢫ     Ჺ 뒻되꾇     Ჺ $쎄쏇듿 떀멸     Ჺ 髜돧덛싸
饳덫듇 饿덫됿뒯 ꢣ댶
   Ჺ 鮟븯                                         Ჺ ꠗ꛳   
듴ꀷ鮻"
   髛먣땰듧 긛시
       끌쇷ꟴ 디껻 ꉠ
  쀨듣긛시


 Ჺ 뒻끌  Ჺ 뒻되꾇  Ჺ 꺠 떀멸  Ჺ 먇ꦘꦊ뜯 늹뒯 떄Ꝕ 달ꢫ 뾛덛 Ჺ 꺠 떀멸듣
 늳ꀻ ꥯ떀떀멸듿  Ჺ 鮟븯              Ჺ ꟴ  Ჺ 둳썇 됃듧듣 ꁓ대싗

  Ჺ 駯긛싗     Ჺ  駯긛싇뜯 늹뒻
 


  댿꺋 ꩀ됿먣ꩣ뒏듿
 Ჺ 대꺠  Ჺ 뒻꺠
  駯긛騟驫
ꢣ뜌기 듫 騬됟 魏 뒻땳   駯먣 릳뭗듫
덛ꫯ
   駯먣뗴ꛇ   Ჺ ꁯꨯ     Ჺ 뜰디ꄳꜿ     Ჺ 鮟븯                

  쀨듣긛시

  묃땰뗟긛 뫋멷뗟긛 뙫 쐳
   묃땰뗟긛듫



  騟驫

 Ჺ 까뗣 Ჺ 긛Ꝍ         

  듇鮟驯 騘ꜛ덛ꫯ     Ჺ 덷     Ჺ 늳ꀷ됃
   듇鮟驯 騘ꜛ뗴ꛇ   Ჺ 듧騘ꜛ     Ჺ 볃쎧쀧騘ꜛ    Ჺ 鮟븯                          
   騘ꜛ끋딀듫                              騘ꜛ뗴듫
  듿饯騘ꜛ 덛ꫯ      Ჺ 덷     Ჺ 늳ꀷ됃
   騘ꜛ끋딀듫                                 騘ꜛ뗴듫
  쀨듣긛시

듣꛳
덟꧷


  떀멸듿묃땰뗟긛騟驫
 驫 덟騳

떀멸듿ꨃ둳

黧묋 쐳 驯ꜛ
ꦠ끏덜魯ꗋꜟ 떀뗴덛ꫯ

묃땰뗟긛듫

騟驫

떀멸듿
ꢣꦠ끏덛ꫯ

뙫ꥫꉠꗌ꧷쎧

 Ჺ 饯뗠
 Ჺ 믋髛  
 Ჺ ꅈ  
 Ჺ 꺠떀멸 
 Ჺ 덛싸ꅈꦇ듿
 Ჺ 鮟븯
 
Ჺ ꦠ끏
Ჺ 덷
Ჺ 덜魯ꗋꜟ
Ჺ 늳ꀷ뎓
Ჺ 시먣ꩣ뒏듿 驫駟 $쎄饳덫 쏄뜳
ꍿꀃ ꦠ끏떀뗴 
Ჺ ꠗ꛳

  

 Ჺ 쏇듿
 Ჺ 듇긛쏇듿
 Ჺ ꩀ됿먣ꩣ뒏듿 ꢣ뜌기 
 Ჺ 쏇듿 늳ꁇ
 Ჺ 묃땰饯
    긛뒏            

듣꛳
덟꧷


떀멸듿ꨃ둳

黧묋 쐳 驯ꜛ
ꦠ끏덜魯ꗋꜟ 떀뗴덛ꫯ

묃땰뗟긛듫

騟驫

떀멸듿
ꢣꦠ끏덛ꫯ

뙫ꥫꉠꗌ꧷쎧

 Ჺ 饯뗠
 Ჺ 믋髛  
 Ჺ ꅈ  
 Ჺ 꺠떀멸
 Ჺ 덛싸ꅈꦇ듿 
 Ჺ 鮟븯
 
Ჺ ꦠ끏
Ჺ 덷
Ჺ 덜魯ꗋꜟ
Ჺ 늳ꀷ뎓
Ჺ 시먣ꩣ뒏듿 驫駟 $쎄饳덫 쏄뜳
ꍿꀃ ꦠ끏떀뗴 
Ჺ ꠗ꛳

  

 Ჺ 쏇듿
 Ჺ 듇긛쏇듿
 Ჺ ꩀ됿먣ꩣ뒏듿 ꢣ뜌기 
 Ჺ 쏇듿 늳ꁇ
 Ჺ 묃땰饯
    긛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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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표 61> A형간염 개요

정 의
질병 분류

▫ A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감염에 의한 급성 간염 질환
▫ 법정감염병 : 제2급
▫ 질병코드 : ICD－10 B15

병원체

▫ Hepatitis A virus
－ Picornaviridae과의 Hepatovirus속 RNA virus
－ 바이러스가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킴

병원소

▫ 사람 (Ⅰ, Ⅱ, Ⅲ, Ⅶ 형), 침팬지, 원숭이류(Ⅳ, Ⅴ, Ⅵ 형)

전파 경로

▫ ʻ분변－경구ʼ 경로로 직접 전파
▫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한 간접 전파
▫ 주사기를 통한 감염(습관성 약물 중독자)나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 성접촉을 통한 감염

잠복기

▫ 15∼50일(평균 28일)

진단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 발열,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식욕부진, 복부 불쾌감, 황달 등
▫ 6세 미만 소아에서 대부분 무증상(70%)이고, 약 10%에서 황달이 발생하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70% 이상 황달이 동반되며 증상이 심해짐
▫ 수주∼수개월 후 대부분 회복하며, 만성간염으로 진행하지 않음

치료

▫ 대증 치료 : 안정, 고단백 식이요법
▫ 전격 간염 또는 구토로 인해 탈수된 환자는 입원치료 필요
▫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행시 간이식

전염기간

▫ 최초증상 발현 2주 전부터 황달이 있는 경우 황달 발생 1주일까지, 황달이 없는 경우
최초증상발생일로부터 14일간
*

치사율

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빌리루빈 상승 시점 기준

▫ 0.1∼0.3%이나, 50세 이상에서 1.8%
<환자 관리>
▫ 황달이 있는 경우 황달 발생 1주일까지, 황달이 없는 경우 최초증상발생일로부터 14일간 격리
－ 설사가 멈추고, 황달 발생 후 7일까지 격리하고, 음식 취급, 보육, 환자 간호, 학교 출석,
보육시설 출석 제한
*

관리

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빌리루빈 상승 시점 기준

▫ 무증상 감염인(병원체보유자) 관리 : 황달, 간수치 상승 등 증상이 없어 입원하지 않은 무증상
감염인의 경우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요양시설 종사자, 조리종사자,
의료종사자는 1회 대변 검사에서 음성 확인 후 직장 복귀
<접촉자
▫ 관리
▫ 발병
▫ 노출

예방

관리>
대상 : 일상접촉자, 성접촉자
여부 관찰(마지막 노출 가능시점부터 50일까지 발병여부를 감시)
후 예방으로 면역글로불린 투여 또는 A형간염 백신접종 시행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안전한 음식 섭취 :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 위생적인 조리하기
▫ 예방접종
－ 대상 : 12∼23개월의 모든 소아,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이나
성인, 환자의 접촉자, 고위험군에 대해 접종
－ 6∼18개월 간격으로 2회 근육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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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 병원체 : Hepatitis A virus
Picornaviridae과의 Hepatovirus속으로 분류되는 27 nm의 껍질이 없는 RNA
바이러스로, 유전자는 7,500 염기쌍으로 구성됨
7개의 유전형(Ⅰ[A, B], Ⅱ, Ⅲ[A, B], Ⅳ, Ⅴ, Ⅵ, Ⅶ)이 존재하며, 그 중 4개의
유전형(Ⅰ, Ⅱ, Ⅲ, Ⅶ)이 사람에 감염을 일으킴
경구로 진입한 바이러스가 장관 상피세포를 통과하는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바이러스가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하게
되며, 간세포 안에서 담도계를 통해 장으로 분비, 분변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함
A형간염 바이러스는 상온과 낮은 pH에서 안정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 가능
－ 4℃ 보관 시, 당근에서 4일, 회향에서 7일, 상추에서는 9일 이상 생존
사람 손에서 4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으며, 사람 손과 무생물 표면 사이 전파가 가능

나. 역학적 특성
1) 병원소
사람(Ⅰ, Ⅱ, Ⅲ, Ⅶ 형)
침팬지, 원숭이류(Ⅳ, Ⅴ, Ⅵ 형)

2) 전파경로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이나 물에 의해 감염
환자의 분변을 통한 경구 감염
주사기를 통한 감염(습관성 약물 중독자), 혈액제제를 통해 감염
성접촉을 통한 감염
환자를 통해 가족 또는 친척에게 전파되거나 인구밀도가 높은 군인, 보육원
등 집단시설에서 집단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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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염기간
증상 발현 2주 전부터 황달이 생긴 후 1주일까지이며, 증상 발현 1∼2주 전이
가장 감염력이 높은 시기
－ 성인에 비해 소아에게는 바이러스 배출기간이 더욱 길어 임상증상 발현 후 10주간
지속되기도 하고, 신생아기 감염 시 바이러스 배출이 6개월간 지속될 수 도 있음
－ 증상이 나타나거나, 간수치 이상이 생기면, 배출되는 바이러스 숫자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A형간염 항체가 나타나기 시작함.

다. 임상양상
1) 잠복기
15∼50일(평균 28∼30일)

2) 임상증상
임상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함
6세 미만 소아에서 대부분 무증상(70%)이고, 약 10%에서 황달이 발생하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70% 이상 황달이 동반되며 증상이 심해짐
초기에 전신증상(발열, 두통, 권태감, 피로 등) 발현 후 암갈색 소변, 황달 등의
증상 발현
식욕감퇴, 구역 및 구토, 복부 불쾌감, 설사 등 증상 동반
수주∼수개월 후 회복되고, 만성 간염은 없으나, 감염 환자의 15%는 A형간염이
1년까지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음
치명률은 0.1∼0.3%로 알려져 있으나, 50세 이상에서 1.8%로 높아짐

3) 검사 소견
증상 발생 5∼10일 전(급성기)에 IgM－HAV가 검출될 수 있으며, 6개월까지
검출 가능
IgG－HAV는 회복기에 검출되며, 평생 지속됨
간수치 증가(AST, ALT), 빌리루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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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형간염 바이러스 배출과 항체 검출시기 및 임상양상과의 관계

4) 합병증
길랭－바레 증후군, 급성신부전, 담낭염, 췌장염, 혈관염, 관절염 등
소수에서 재발성 간염, 자가 면역성 간염, 담즙 정체성 간염 등의 비전형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전격성 간염은 가장 중증의 합병증으로 치명률이 80%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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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 현황

가. 발생 현황
1) 국외
세계보건기구는 연간 약 14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함
미국에서는, 1995년 백신 도입 이후 환자수가 급감하여, 2014년 1,239명
보고됨

2) 국내
선진국형으로 변화되어 1995년 이후 10∼30세 사이에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함
A형간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10.12.30)에
따라 기존 지정전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군 분류가 변경되었고, 감시방법도
표본감시 에서 전수감시로 변경되었음
20－40대가 전체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함
연도별
－ 2011년 5,521명 발생 이후 매년 1,000명 수준으로 신고되었고, 2016~2017년
4,500명 내외로 급증하였으나 2018년 2,43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대규모 유행으로 17,626명 발생
<표 62> 연도별 A형간염 신고인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고수(명)

7,655

5,521

1,197

867

1,307

1,804

4,679

4,419

2,437 17,626

국내발생

－

5,499

1,179

849

1,286

1,779

4,653

4,382

2,417 17,611

해외유입

－

22

18

18

21

25

26

37

20

15

발생률
(10만명당)

－

10.91

2.35

1.70

2.55

3.52

9.07

8.54

4.70

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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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 2019년 대규모 유행 발생시, 10만명당 발생률은 대전(178.67), 세종(131.94),
충남(67.83), 충북(67.70) 지역이 높음
<표 63> 연도별･지역별 A형간염 현황
(단위：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867

1,307

1,804

4,679

4,419

2,437

17,626

서울

190

243

335

816

993

496

3,140

부산

16

30

39

382

92

59

498

대구

21

25

48

109

66

66

194

인천

79

111

207

301

461

169

996

광주

18

48

78

163

82

38

162

대전

25

21

60

232

241

133

2,673

울산

6

19

13

63

22

25

85

경기

271

491

647

1,261

1343

722

5,418

강원

23

39

53

87

102

65

266

충북

63

27

55

139

141

83

1,081

충남

49

71

57

270

327

207

1,439

전북

53

71

70

242

199

153

562

전남

12

40

70

202

104

30

164

경북

18

35

28

127

107

73

249

경남

17

24

31

224

80

76

235

제주

5

11

8

32

26

14

72

세종

1

1

5

29

33

28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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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

▣ 신고범위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형간염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

:

,

,

A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의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 을 감안하여
*

:

형간염이 의심되나 진단을

A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
* 역학적 연관성 : 환자의 증상발생 전 15∼50일 동안 감염력이 있는** A형간염 환자와 일상접촉·성접촉
경력이 있는 경우
** 환자의 증상 발생 2주 전 ∼ 증상발생 1주 후

○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임상증상
○ 발열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있으면서 황
,

,

,

,

달 또는 간기능 수치(AST 또는

,

ALT)

,

,

상승과 같은 소견을 보임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 혈액 에서 특이 항체 검출
○ 검체 혈액 대변 직장도말 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

▣ 신고시기
▣ 신고방법

)

IgM

,

,

)

시간 이내 신고

: 24
: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http://is.cdc.go.kr)의

방법으로 신고

▣ 질병관리본부 담당부서

:

감염병총괄과, 바이러스분석과(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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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학조사

가. 조사 시기
신고 후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

나. 조사 주체
개별 : 시･군･구 보건소에서 실시
유행
구분

유행 역학조사 실시 기준

중앙

∙ 시･도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긴급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유행 사례

시･도

∙ 시･군･구 역학조사반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두 개 이상의 관할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유행 사례

시･군･구

∙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행 사례

다. 조사 방법
개별
－ 지정된 역학조사 주체(보건소)의 역학조사 요원이 환자와 면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자료 작성(단, 환자가 면담이 불가능할 경우는 전화 조사 실시)
－ 지하수 등 의심 감염원에 대한 환경조사 실시
* 단, 역학조사서 상 환자가 알 수 없는 부분(진단, 처방, 검사결과 등)은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

－ A형간염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시･도 역학조사관은 관련사망 여부의 역학조사
실시하여, 공문으로 첨부하여 제출
∙ 인지 경위 및 진행 상황
∙ 역학조사 결과(일반적 특성(성별, 나이, 거주지, 직업), 기저질환, 임상경과,
혈액 검사 결과(빌리루빈, 간기능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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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치의 소견(관련 사망 여부)
∙ 시･도 역학조사관 의견(관련사망 여부 판정)
유행：｢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유행 역학조사｣ 기준을 따라서 실시(총론 참조)
* 단, 역학적 연관성이 의심되는 2건 이상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는 환자 검체에 대한 A형간염 바이러스 확인 및 추가로 유전자형 분석을 시행하여 집단환
자 발생 원인 규명에 활용

라. 조사 내용
1) 감염원 규명
증상 발생전 50일 동안 가능한 노출력 확인
환자를 포함한 환자정보를 줄 수 있는 주변 인물과의 면접 조사 실시
－ 해외 여행력
－ 여행 중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 등의 섭취력
－ 최근 한국에 도착한 외국인과의 접촉력
－ 하수나 사람의 배설물과 접촉력
－ 덜 익은 또는 날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취급(조리 등)

2) 환자 관리
입원시 표준 주의 실시, 기저귀를 사용하거나 변실금 환자 접촉주의 실시
적극적 수분 및 영양 보충 경구 및 정맥주사로 공급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 조리종사자 및 음식 취급하는 자
－ 보건의료인
－ 보육시설 종사자
－ 학교 등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원
－ 요양시설 종사자
→ 황달 발생(황달이 없을 경우 증상 발생 또는 간수치상승 확인) 후 7일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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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출된 사람(또는 접촉자) 규명
일상접촉자 및 성접촉자 확인
A형간염 증상이 있는 접촉자는 진단과 A형간염 여부를 위해 의료인에게 의뢰
무증상 접촉자는 증상에 대한 교육실시하고,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2주 이내이면, 감수성이 있는 생후 12개월부터 40세까지의 건강한 사람에게는
A형간염 백신접종

4) 환경조사
2명 이상의 환자가 동일한 식당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해당 식당 조사
실시
식품검체 수거하여 검사 실시
- 식품검체, 수거․검사 시 김치, 장아찌, 젓갈, 깻잎지 등 외부에서 가공되어
식당에 납품된 식재료는 식재료 용기에 보관된 형태와 식당에서 제공하는
반찬 형태 식품 검체를 동시에 수거하여 검사
식재료 유통과정 조사 실시
- 구입 상품명, 구입처, 구입일자, 유통기한 등

마. 조사 결과 보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역학조사ʼʼ에 A형간염 역학조사서 작성 후 보고(서식
17참조)
* 보고 체계 : 시･군･구 → 시･도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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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실험실 검사)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 양성
－ 검체(혈액, 대변, 직장도말물)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가. 세부 검사
1) 항체 검출 검사
검체에서 EIA 또는 CIA 등을 이용하여 특이 항체 검출

2) 유전자 검출 검사
검체에서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 등으로 표적 유전자 확인
－ 표적 유전자 : Capsid protein VP3/VP1 junction region, 5’non coding region 등

나. 판정
검체에서 특이 IgM 항체가 확인되거나, 특이 유전자가 확인된 경우 양성

6.

치료

가. 대증 치료
A형간염에 특이적인 치료제는 없으며 대증요법으로 치료
－ 전격 간염 또는 구토로 인해 탈수된 환자는 입원치료 필요
－ 안정 가료
－ 고단백 식이요법
－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행시 간이식 고려
－ 간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아세트아미노펜 등)을 피해야 하므로, 의료진의 진료 필요
－ 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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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가. 환자관리
격리방법
－ 입원치료가 원칙, 증상 및 감염력이 소실될 때 까지 실시
－ 환자, 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물품 소독
격리 해제 기준

1) 증상이 있는 경우
－ 황달이 있는 경우 : 황달발생 1주일이 경과하고, 발열 및 설사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
*

황달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빌리루빈 상승 시점 기준

－ 황달 및 빌리루빈 상승이 없는 경우 : 최초증상발생일로부터 14일간 격리

2) 무증상 감염인의 경우
－ 보육시설 종사자, 요양시설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자, 식품접객업 종사자,
조리종사자, 의료종사자 : 1회 대변검사에서 음성 확인 후 업무 가능
－ 이외의 직업군 : 일상생활에 복귀가능. 단, A형간염 증상(황달, 간수치 상승
등)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도록
교육
* 전파위험이 높은 군 : 개인위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영
유아, 장애인, 고령자, 중증질환자), 보육교직원, 요양시설 종사자, 조리종사자, 의료종사
자 등

A형간염 환자 입원 시 표준주의와 함께 접촉주의를 시행
－ 가능한 독실 사용을 추천
－ A형간염에 이환된 환자는 임상증상이 생기고 나서 1주일까지는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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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촉자관리
A형간염 접촉자 종류
･ A형간염 환자의 감염 가능 기간 동안 환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음식을 함께 먹거나 화장실을 함께 쓴 사람으로, 환자의 집을 자주 방문한 사람
이나 방문 아이돌보는 사람 등도 포함됨
･ 환자가 감염력 있는 기간에 만든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은 사람과, 환자가 설사하
는 기간에 준비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은 사람
･ 환자가 아이일 경우 기저귀를 갈았던 사람, 아이의 배변을 도운 사람
･ 성접촉자 : A형간염 환자의 감염 가능 기간 동안 성접촉한 사람
･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없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1) 발병여부 관찰 : 환자 접촉자는 노출 후 50일간 발병여부 감시
2) 노출 후 예방 : 노출 후 2주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면역글로불린 투여
∙ 노출 후 예방접종은 노출 2주 내에 빨리 접종할수록 효과가 높으므로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접종하도록 하며, 연령 및 기저질환에 따른 예방접종과
면역글로불린 투여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표 64> A형간염 노출 후 예방접종*
연령군

상태

A형간염 예방접종

면역글로불린

12개월 미만

건강한 자

미해당

0.1mL/kga

12개월~40세

건강한 자

예방접종 시행b

미해당

40세 초과

건강한 자

예방접종 시행b

0.1mL/kgc

예방접종 시행b

0.1mL/kgd

미해당

0.1mL/kg

12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만성간질환자
백신 금기사항이
있는 경우e

a

면역글로불린 투여 시, MMR 접종은 투약 후 3개월 후에 가능

b

노출 후 예방을 위해서 2차 접종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평생 면역 획득을
위해서 1차 접종 후 6개월 이상 간격으로 2차 접종 필요

c

면역글로불린 투여는 담당 의료진이 위험평가 후 필요성에 따라 투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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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예방접종, 면역글로불린은 동시에 각 다른 부위에 접종

e

이전 A형간염 백신 접종 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거나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

*

자료출처: Update: Recomendations of the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for use of hepatitis A vaccine for postexposure
prophylaxis and for preexposure prophylaxis for international travel.
MMWR 2018;67(No.43):1216- 1220

※ 접종자 중 40세 이상에서는 항체 검사 실시 고려 가능함

∙ 노출된 지 2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면역글로불린과 A형간염 백신 모두 현증 감염
예방 효과가 불확실하여 노출 후 예방조치로는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지속적
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이상 연령에서 금기사항이 아닌 경우 백신 접종
∙ 환자 접촉자의 실거주지가 환자의 주민등록기준 주소지와 다른 경우 환자 주소지
소재 보건소에서 접촉자 실거주지 소재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하여 실거주지 소재
보건소에서 접촉자에 대한 예방조치 시행

3) 특수한 상황의 관리
(1) 환자가 보육시설 아이, 보육시설 종사자(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A형간염 환자(교사, 아이)와 같은 반인 아이들의 부모에게 아이가 A형간염
환자에게 노출되었음을 알려야 함
－ 부모는 설사 등의 증상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증상 있을 경우 등원시키지 않아야 함
－ A형간염 환자가 교사일 경우 시설 내 교사와 접촉하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
시설장은 해당 시설의 노출자 중 설사 등의 A형간염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발생하면 해당 보건소로 신고해야 함
시설 내에서 전파가 확인되거나, 등원제한･위생관리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 고려
아래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과 어린아이들은 A형간염 예방접종이나
면역글 로불린을 접종
－ 직원이나 어린아이에게서 1명 이상의 A형간염 환자 발생시
－ 보육시설 어린이의 접촉자 중에서 2명 이상의 A형간염 환자 발생시
- 193 -

2020년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 접종 대상 :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자가 발생된 반의 접촉자만
접종하고, 기저귀를 사용하는 보육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모든 직원과
아이에게 A형간염 예방접종이나 면역글로불린을 접종
(2) 환자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학생, 선생님)
외부 감염 등 환자의 감염경로가 불명확 한 경우, 환자는 무증상 감염자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접촉자에 대한 노출 후 예방 조치 적용
A형간염 환자와 같은 반 내 감수성 있는 대상자(아이, 선생님)는 모두 A형간염
백신 접종 권고
같은 반 외 A형간염 환자와 학교 내 친한 친구 접종 권고
(3) 환자가 중고등학교, 일반 회사에서 발생
A형간염 발생 원인이 학교나 직장 밖 : 1명의 환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이나 면역글로불린 투여는 시행하지 않으며, 감염 예방
수칙을 강조
중･고등학교에서 환자 발생 시, 학교는 적절한 예방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권고 받아야 하며, 환자의 같은 반 학생들의 부모에게 노출 가능성에 대해 알려야
함
학교 내 감염 또는 병원 내 감염이 의심될 경우, A형간염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A형간염 백신접종 또는 면역글로불린 접종 권고
(4) 환자가 조리종사자
증상 소실 및 황달 발생 일주일 후까지 조리 업무 종사 제한하고, 조리종사자는
업주에게 감염사실을 알려야 함
해당 시설 소재지 보건소장은 해당시설 업주의 협조를 얻어 조리종사자 전원의
A형 간염 여부를 확인하고, 최장잠복기(50일)간 환자 발생 여부 모니터링
해당 업체의 감수성 있는* 다른 조리사에게 A형간염 백신이나 면역글로불린을
접종
* 감수성 있는 경우 : A형간염 병력이 없고, A형간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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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손님은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권고하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검토
－ 조리사가 감염력이 있는 기간 동안 익히지 않은 음식이나 기타 음식을 조리했고,
－ 설사를 하고 위상상태가 좋지 않았고
－ 손님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고, 폭로 후 2주 이내에 접종이 가능할 때
* 노출 후 2주가 지난 후에는 A형간염 예방접종과 면역글로불린 접종의 효과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공동 감염원에 의한 집단 발병 시 환자 발생 후 노출 후 예방조치는 권장하지
않음

조리도구 및 환경소독 철저, 종사자 예방수칙 교육 등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5)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발생
의료기관 내 접촉자 중 감수성 있는 대상자에게 A형간염 백신 또는
면역글로불린 투여
- A형간염 환자와 화장실을 함께 사용한 가족, 간병인, 병실 내 다른 환자 등
- A형간염 환자에게 검사, 시술 등 행위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종사자
(6) 반찬가게, 식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된 식품 판매중지
해당음식 판매 종사자 A형간염 항체검사 및 감염자 업무배제
식품위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식품검체 수거검사(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식품
포함 판매중인 반찬일절, 동일 상표 미개봉 식품)
해당 반찬가게에서 납품한 식당 확인, 납품받은 식당에서 해당 반찬 판매중지
및 수거검사(미개봉 용기에 보관된 검체확보 가능 시)
조리종사자 항체 검사 및 감염자 업무배제, 직원 위생교육
(7) 먹는 물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해당 음용수 이용 중지 조치
해당 음용수 관리 기관 및 부서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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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원인 및 오염범위 파악을 위한 심층역학조사 및 재검사
- 지하수/상수도 (급수대 폐쇄), 생수 (관련 제품 회수 및 폐기조치) 등
대체 음용수 제공
- 수돗물이나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음용 및 생수를 음용하도록 안내
노출자 관리
- 2주 이내 노출자 중 항체 미보유자에 한해 노출 후 예방접종 시행
- 해당 음용수 이용 중지 시점으로부터 50일간 추가 환자 발생 모니터링

8.

예방

가. 일반적 예방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
－ 외출 후, 화장실을 다녀온 뒤, 조리 전, 기저귀를 사용하는 영유아를 돌본
뒤, 더러운 옷이나 리넨을 취급 후 등
안전한 음식섭취
－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
* 1분간 85℃ 이상 열을 가해야만 바이러스가 불활화되기 때문에 끓인 물이나 제조된 식수만을
마시며, 조개류는 90℃에서 4분간 열을 가하거나 90초 이상 쪄서 섭취. 과일 또한 껍질을 벗겨
섭취 권장

－ 물 끓여 마시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기
－ 조리도구(채소용, 고기용, 생선용)는 구분하여 사용하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음식을 조리 및 준비 금지
환자나 오염된 매개 물질의 접촉을 피하는 접촉 주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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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방 접종
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질병관리본부)>참고

접종대상：아래의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접종한다. 접종자 중 40세 미만에서는
항체 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에서는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항체가
없는 경우 접종하는 것을 권고함
* 노출 후 예방을 위해 접종할 경우 40세 이상에서 항체형성여부 실시하지 않아도 됨

1) 12∼23개월의 모든 소아
2) A형간염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소아청소년이나 성인
* A형간염 고위험군 : A형간염의 유행지역(제외국가 : 미국, 캐나다, 서유럽, 북유럽, 일본, 뉴질랜드,
호주)으로의 여행자나 장기 체류자, 남성 동성애자, 불법 약물 남용자, 직업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는 자(실험실 종사자, 의료인, 군인, 요식업 종사자 등), 만성 간 질환자, 혈액응고 질환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하는 자

3) 이 외에도 소아청소년이나 성인(주 대상은 20∼30대 연령)에서 백신 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자 중 A형간염에 대한 면역을 얻기
원하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4) 학교, 직장 등 기숙사 입소자(입소 예정 포함)는 예방접종을 받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함
접종시기
－ 소아 :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백신에 따라 6∼18개월)후에
2차 접종
－ 성인 : 6∼12개월(백신에 따라 6∼18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접종용량 및 방법：제조사별로 접종용량이 다르며, 삼각근 부위에 근육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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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A형간염 백신 접종용량 및 방법
백신
하브릭스Ⓡ
박타Ⓡ

아박심TM

접종연령(세)

용량(mL)

접종횟수

스케줄(개월)

1∼18

0.5

2

0, 6∼12

≥19

1.0

2

0, 6∼12

1∼18

0.5

2

0, 6∼18

≥19

1.0

2

0, 6∼18

1∼15

0.5

2

0, 6∼18

≥16

0.5

2

0, 6∼18

금기사항
－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해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이전 접종 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예: 아나필락시스 등)이 있었던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국소반응 :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부종
－ 전신반응 : 권태감, 피로, 미열, 구토, 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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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Q1
해답

Q&A

A형간염은 증상이 무엇인가요?
A형간염은 A형간염 바이러스에 노출 된 후 15일∼50일, 평균 28일 후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황달이
동반되기도 하며,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아는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의 경우
70%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Q2
해답

A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형간염은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여 전파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섭취하여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된
환자의 혈액을 수혈 받거나, 혈액 노출되었을 때 혈액을 매개한 감염도 가능
합니다.

Q3
해답

A형간염은 어떻게 예방하나요?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용변 후, 음식 취급 전, 환자를 돌보거나 아이를
돌보기 전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방법으로는 예방접종이 있는데,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거나, A형간염 면역이
없는 경우 6∼18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면역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Q4
해답

A형간염 예방접종 전이나 후에 항체 검사를 해야 하나요?
백신 접종력이나 A형간염의 이환력이 없어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다면, 만
40세 미만에서는 검사 없이 백신을 접종하고, 40세 이상이라면 백신 투여 전에
검사를 시행하여 항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신들의 방어항체 양성률은 2차 접종 후에는 거의 100%에
달하기 때문에 접종 후 항체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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