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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߁Ҿ ૄҾ ल൦Ҿ ਮഁ

ᩩᔢ⊹ ༜⦽ ⠪aᱩ⦹᪡ ə ᯕᱥ᮹ ݅ᗭ Ñ⊽ ᵝᰆ

ᬑᩍłᱩҾᨱၙǎŖ}ᰆ᭥ᬱ⫭ '0.$ aᬵ⫭᮹
ᨱᕽ ʑᵡɩญෝ ᯙᔢ⦹ḡ ᦫᮭᨱ  ⨆⬥ ᯙᔢ ʑ
᪡ ⡎ᨱ  ⦽ݡšᝍᯕ ᦥ׳ḡŁ ᯩ݅ əᨱ  ⦽ݡᇩ⪶ᝅ
ᖒᮡ ᩍᱥ⯩ ᰆᮥ ᇩᦩ⦹í อॅ äᯕḡอ ⚍ᯱᯱ᯦

}᯦ᮡ ݚǎᨱ  ⦽ݡᝁ ᱡ⦹ಽʭḡ ᯕᨕḡ۵ ॒ ᵲǎ
ၽ ᇩᦩᯕ ᦥ׳ḥ ᔢ⫊ᯕ݅ ᵲǎ Ğᱽ۵ ⨆⬥ ᨕਅ ᧲
ᔢᮝಽ ᱥ}ࢁ äᯙa  ၙǎ ɩญ ᯙᔢᨱ  ⦽ݡᵲǎ ᱶ
ᇡ᮹ݡ᮲ᮡྕᨨᯕ໑ ə❭ᰆᮡᨕਁ⧁äᯙa 

ᰆᨱᕽ۵əอⓝeᮥჭᨩ݅Łᅝᙹࠥᯩʑভྙᨱ

ᵲǎᯕ݅ᗭᵝ∅Ñญ໕ᕽɡಽჭɩᮖ᭥ʑᯕ⬥ᖁḥǎ

₉ᇥ⦹íɩญᯙᔢŝəᯕ⬥᮹ӹญ᪅ෝᔾb⧕ᅕŁ

ᮥݡᝁ⦹ᩍᖙĥĞᱽෝᵝࠥ⧁äᮝಽᵝ༊ၼᦹᝁ

ᔍᱥᨱ ݡእ⧁ ⦥a ᯩ݅ ၙǎᯕ ᨙᱽ  ษӹ ɩญ

⯆ǎ Ğᱽa ⭹ℎÑญŁ ᯩ݅ ᬱᯱᰍ aĊ᮹ ᧞ᖙ᪡

ෝᯙᔢ⧁äᯕ໑ ᯕ۵ǎᱽɩᮖᰆᨱ ᨕਁ⦽ ❭ᰆᮥ

֥ᬵʕ⇶ၽ᯲ UBQFSUBOUSVN ᯕ⬥ᯱɩᯕ┩

ᇩ్ᯝᮝ┍äᯙa 

ŝ ᵝa ⦹  ☖⪵ ᧞ᖙ ॒ᯕ Ě⊹໕ᕽ ᭥ʑ a܆ᖒᯕ

ੱ⦽  r᯲ᜅ⠪aᱩ⦹ᯕ⬥ᵲǎᯕ⪹ᮉ ᱥᰢᨱ ӹᖅ
äᯙḡᨱ  ⦽ݡᬑಅa ⍅ḡŁ ᯩ݅ ⠪aᱩ⦹ᨱ ᮹᳕⧁
อⓝᵲǎ᮹Ğᱽᔢ⫊ᯕᳬḡᦫ݅۵ᔢ⫊ᯙᮝಽᯙ
⧕ᵲǎĞᱽ᮹Ğ₊යa܆ᖒʭḡ᳑ᝍᜅíÑುࡹ۵
ᔢ⫊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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äᯕ݅ ŝᩑ ᝁ⯆ǎaॅᵲᨱᕽᨕ۱ӹa᭥ʑෝ฿
ᯕ⧁ äᯙa  ੱ⦽ ə ᭥ʑ۵ ࠥၙיౝ ᱥᩝࢁ äᯙ
a 







ᵲǎၽ ᭥⨹ᯕ aᖙ⧁ Ğᬑ ᝁ⯆ǎ᮹ ᭥ʑ۵ ⩥ᝅ⪵ࢁ







ᦥ׳ḡŁᯩ݅ๅᬑ ≉᧞⦽ ᔢ⫊ᨱᕽၙǎ᮹ɩญ ᯙᔢ 

, ߁ Ӣ݅ ࢤ આં لի ੁ ࠃത
ᯕᱽ ⦹ӹᦊ ḻᨕᅕᯱᬑᖁ ၙǎ᮹ ɩญ ᯙᔢᮡ ᳑ɩᦊ
ᱱḥᱢᮝಽ ḥ⧪ࢁ ᱥᯕ݅ ၙǎ ☖⪵ᱶ₦᮹ ༊⢽۵
᪥ᱥ Łᬊŝ ྜྷa ᦩᱶᯕ݅ ⩥ᰍ ᝅᨦශ ᬵ   ᮥ
ᅕ໕ ᪥ᱥ Łᬊᙹᵡᯕḡอ Ğᱽ⪽࠺ ₙaᮉᯕӹ ᇩ᪥ᱥ
⦽ ≉ᨦᔢ┽ෝ qᦩ⦹໕  ᯥɩŝ ྜྷa ᔢᮝಽ ᯕᨕḩ
a܆ᖒᯕԏ݅}ᯙᗭእḡ⇽ྜྷaᔢශ ᬵ  ᮹
Ğᬑ ༊⢽ᨱ υ ၙݍᯕ݅ ᔍᱶᯕ ᯕ౨݅ ᅕ ܩɩญ
ᯙᔢ᮹ םÑ۵ ᯥɩŝ ྜྷa ᔢᯕ ⩥ᝅ⪵ࡹʑ ᱥᨱ 
₉ }ᬵ ෝ qᦩ⦹ᩍ ᖁᱽᱢᮝಽ ฑ݅۵ äᯕ݅ᖁ
ᱽᱢᯙ ᳑⊹۵ ŝq⦹ʑ ᨕಖ݅ ᳑ɩᦊ ᱱḥᱢᯝ ᙹၷ
ᨱᨧ݅
ᬵ⫭᮹đŝᨱ໕ ၙǎŖ}ᰆ᭥ᬱ⫭᭥ᬱॅᯕ
ᩩᔢ⦽ ᩑႊʑɩɩญ ''3 ᮹ ᵲᦺs NFEJBO ᮡ 
֥ ั   ֥ ั Ł ⦽݅ ᯕ ᱶࠥ ᗮࠥ
໕ᰆᨱ ၙ⊹۵ᩢ⨆ᮡ Ⓧḡ ᦫᮥäᯕ݅ ݅อ ɩ

ၙǎᯕ ɩญෝ ᯙᔢ⦹Ł ్ݍa vᖙෝ ᅕᯝ Ğᬑ ᵲǎ
ᮡ ʑ᳕ ⪹ᮉᮥ Łᙹ⦹ʑ ᅕ݅۵ ᰆ᮹ ᬡḢᯥᨱ 
⠪aᱩ⦹ᮝಽᬡḢᯝa܆ᖒᯕⓍ݅ḡӽᬵ⠪a
ᱩ⦹ᨱ⦽ݡᯝᇡɮᱶᱢᯙ⠪aݡಽᝅḩᝅ⬉⪹ᮉ᮹ᦩ
ᱶ⪵ෝࠥ༉⦽݅Łᅕ۵äᯕ݅ᷪ ɩญᯙᔢ ్ݍv
ᖙ ᭥ᦩ⪵᧞ᖙa ⦹ӹ᮹ ➉┅ḡಽ ᱥ}ࢁ a܆ᖒᯕⓍ
݅ ə౨݅໕  ᭥ᦩ⪵ ᧞ᖙ۵ ᵲǎ᮹ ᙹ⇽ᮥ ۹ญŁ ᙹ
᯦ᮥᵥᯝäᯙa ᩩ݉⦹ʕᨕಖ݅ᝅྜྷᰆᮡᱩݡa
Ċᅕ݅ᔢݡaĊ᮹ᄡ⪵ᨱݍḡʑভྙᨱᔢ⪹ݡ
ᮉᯕ ᨕਜí ⩶ᖒࡹ۵aaᵲ⦹݅ ᵲ⦽äᮡə
࠺ᦩᖙĥ᮹Ŗᰆᮝಽት௺⪡ౝᬱᯱᰍ᪡ᯱᅙᰍෝዉ
ᦥॅᯕᵲǎᯕݍᲭ݅۵ ᔍᝅᯕ݅᧲ᅕ݅۵ ḩᱢᯙ
ᩢ⨆ᨱᵝ༊⧕⦹۵ᇥ⦽ᯕᮁᯕ݅



, ल൦Ҿ ш੬ ফ೪ Ҕ݅ ވ

ญᯙᔢᯕ⬥ၙǎᰆɩญ᮹ᔢŝ్ݍvᖙಽᯙ⧕

ᬵ ᯝ ᯙࠥ ᵲᦺᮡ⧪ᯕ ᱥĊᱢᮝಽ ʑᵡɩญෝ

ᝁ⯆ǎᨱᕽ᮹ ᯱɩ ᯕ┩ᮡ ᇩa⦝⦹݅ ᵲ⦽ äᮡ ə

ᨱᕽ ಽ CQᯙ⦹⧩݅ ᬱᯱᰍ aĊ ⦹

ᩢ⨆ᯕ ᯝශᱢᯕḡ ᦫ݅۵ ߑ ᯩ݅ ʕ⇶ ၽ᯲ ᯕ⬥᮹

ᨱྜྷaᦩᱶᯕᩩᔢࡹ۵aᬕߑᵲǎၽᖒᰆ᭥⨹

ᔢ⫊ᯕ ə äౝ ɩญ ᯙᔢ ᯕ⬥ ᯱɩᯕ┩ᮡ ₉ᄥ

ᨱ ݡ᮲⦹ʑ ᭥⦽ ԕᙹ ḥ᯲ ༊ᱢᯕ݅ ⦹ḡอ ݅ෙ ᝁ

ᱢᮝಽ ᱥ}ࢁ äᯕ݅ ⚍ᯱᯱॅᮡ ᔢݡᱢᮝಽ ᧞⦽ Ł

⯆ǎॅࠥᯙࠥౝᬡḢᯝᙹ ᯩ۵ äᮡ ᦥ ݅ܩᯙࠥ۵

ญaᨕॵᯙḡᨱᵝ༊⧕⦽݅

እƱᱢ ᗭእᯱ ྜྷaa ᦩᱶ ᬵ   ࡹᨕ ᯩḡอ ⪹




, ૄҾ লࠋ סં  ңश
ၙǎᯕ ɩญෝ ᯙᔢ⦹໕ ᵲǎᮡ ᨕਜí ݡ᮲⧁ äᯙa 
ᵝḡ⦹۵ ၵ᪡ zᯕ ᵲǎᮡ ĞᱽǍ᳑᪡ ᖒᰆ᮹ ḩᱢ ᱥ
⪹ᮥ ⇵Ǎ⦹Ł ᯩ݅ ᙹ⇽ᨱᕽ ԕᙹಽ  ⚍ᯱᨱᕽ ᗭእಽ 
ᱶᇡᨱᕽ ᰆᮝಽ  ḡᗮa ⦽܆ᖒᰆᮝಽ᮹ ݡᱥ⪹ᯕ݅
ᯕෙၵ ᵲḥǎ ⧉ᱶ NJEEMF JODPNF USBQ ᮥ ჸᨕӹ۵
ŝᱶᯕ ᙽ┥⊹ ᦫᦹ݅۵ ᱱᮥ ᩎᔍa ᅕᩍᵝŁ ᯩḡอ
ᵲǎᮡ ᱶ⊹ℕᱽa ݅Ł ಫᯝݡᯝಽ ㏮㼱 ಬ۵ Ñ
ᙹݡaݡʑ⦹Ł ᯩ݅ᕽ Ğ₊ය ᩍᇡᅕ݅۵ᵲ
ǎ Ğᱽ᮹ ḩᱢᯙ ᄡ⪵ᨱ ෙ ᩢ⨆ᨱ ᵝ᮹ෝ ʑᬙᩍ
⦽݅

ᮉ ᔢ ॒ᮝಽ ྜྷaa ᇩᦩ⦹Ł ᯱɩᯕ┩ ᭥⨹ᨱ ⦽
ᝁ⯆ǎॅᮡ ɩญ ᯙ⦹ ⋕ऽෝ ᥙ ᙹa ᨧ݅ ၙǎ᮹ ɩ
ญᯙᔢᯕӹ᭥ᦩ⪵ᱩ⦹ੱ۵ᵲǎ᮹ᙹ᯦qᗭᨱ⦽ݡ
ᩢ⨆ᯕ݅ෝäᯕŁ ݡ᮲ੱ⦽݅ෝᙹၷᨱᨧ݅
ᬑᖁၙǎ᮹ɩญᯙᔢŝ్ݍvᖙ۵్ݍ⢽ᇡ₥a
ฯŁ ᯱǎ ₥ǭᰆᯕӹ ᵝᰆᨱᕽ ǎᯙ ⚍ᯱᯱ᮹
እᵲᯕ׳ᮡᝁ⯆ǎॅᨱíᇡᱶᱢᯙᩢ⨆ᮥၙ⋁äᯕ݅
ᯕ్⦽ ᮁ⩶ᮝಽᇥඹࡹ۵ ᝁ⯆ǎॅᮡษ  ᦥܩᇩaญ
ᦥ ⡕ऽ॒ } ǎaॅᯕ݅⦽⠙ ᭥ᦩ⪵᮹ ᔢݡᱢ
ᱩ⦹ ੱ۵ ᵲǎ Ğᱽ᮹ Ǎ᳑ ᱥ⪹ᨱ  ݡᵲǎ ᙹ⇽
᮹᳕ࠥa ┡ ᦥ׳Ċᯕ ᩩᔢࡹ۵ ᝁ⯆ǎॅᮡ ⦽ǎ  ⋁౩
॒}ǎᮝಽᇥඹࡽ݅ᩍʑᨱᱶᱶᇩᦩᯕӹᰍᱶ≉
᧞॒ݡԕᱢᯙ≉᧞ᱱᮥᦩŁᯩ۵}ᝁ⯆ǎॅࠥญ
ᜅⓍa ᯩ݅Ł ⠪aࡽ݅ ྙᱽ۵ ᯕॅ ᖙ aḡ ᭥⨹ᨱ
G

༉ࢱ ࡹ⇽יᨕ ᯩ۵ ᝁ⯆ǎॅᯙߑ  ᩍʑᨱ ⧕ࡹݚ۵ ᝁ

۵ ᱱᯕ݅ ᵲǎ᮹ ⠪aᱩ⦹ ᯕ⬥ ᬑญ ᵝa᪡ ⪹ᮉ᮹

⯆ǎॅᮡ ั౩ᯕᦥ  ᯙࠥօᦥ  ቭḩ  ᦥ⩉❑ӹ 

ᬡḢᯥᮡᯕෝ ᩍᝅ⯩ ᅕᩍᵝŁᯩ݅aᖅᮡ݅ᮭŝz

⟹ ԉᦥŖ⪵ǎ॒ᯕ݅

݅ ŝq⦽ Ğʑ ᇡ᧲ᮥ ⠝⊽ ᵲǎ ᇥᨱ ᬑญӹa
ɡಽჭ ɩᮖ᭥ʑ᮹ ᩢ⨆ᮥ ᔢݡᱢᮝಽ  ၼᦹᨩ݅໕ 



ᯕᱽ۵ ၹݡಽ ᵲǎ᮹ ⠪aᱩ⦹ ੱ۵ ᵲǎ᮹ Ǎ᳑ ᱥ⪹

Ӝ݉  இ҄ ਸ਼ക  ܼٸফ ल൦Ҿ આѲ

ᯕ ᬑญ Ğᱽ  ✚⯩ ᙹ⇽ᨱ ᇩญ⦹í ᯲ᬊ⧁ ᙹၷᨱ ᨧ
ઽᎴ இ҄
ফҾ

݅ ᯕၙ ᱥℕ ᙹ⇽ᨱᕽ ᵲǎᯕ ₉ḡ⦹۵ እᵲᮡ 
֥ʑᵡᮝಽᨱ݅⦽ݍ⧕ᬵᬑญᙹ⇽ᯕᱥ

ݍܠ ࠥш݅ ವې٢

֥࠺ᬵݡእ  qᗭ⧩۵ߑ  zᮡ ʑe ᵲǎ ᙹ᯦ᮡ
ೣ݅ೢ
ࡄ܋

೪Ҿ
த۲

ૄҾᎴ இ҄
ফҾ

ݒ۲र
֘زर
࠽ێ
ܺഇ౷ի
ಟܠ
ճҟ

qᗭ⧩݅ᯕᱽ᯲ᯕ݅

ਕఆێի
ప

ۨर
టҾ



ݶर
ز



؊ռ
ফ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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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೪Ҿੁࠃത"ૄҾ ਮഁ زӳסਕۺ ࢄ
↽ɝ ᜅ╁ऽᧅऽ⣙ᨕᜅ 41 ᮹ ǎa ᝁᬊ॒ɪ ᔢ⨆ᨱ
ᕽ ᅕᯕॐ ⦽ݡၝǎᮡ ݅ෙ ᝁ⯆ǎॅŝ۵ ݅ෙ ⠪aෝ
ၼŁᯩ۵äz݅ၙǎ ᮁ ᯝᅙ॒᮹᧲ᱢ᪥⪵ᯕ








⬥ ᬑญӹᨱࠥ ǎᯙ ⚍ᯱᯱɩᯕ ݡప ᮁ᯦ࡽ äᮡ
ᔍᝅᯕḡอ  ส ⦽ݡĞᔢᙹḡ ⮲ᯱ  ԏᮡ ݉ʑ ₥ እ



ᵲ  ׳ᮡ ⪹ ᅕᮁŁ᪡ ☖⪵ᜅ᪲ Ƚ༉ ॒ᮥ qᦩ⦹໕



ᱢᨕ֥ࠥŝzᮡ⪹᭥ʑ a܆ᖒᮡๅᬑԏᦥᅕ

ŝᩑ ə్⦽a  ᔑᯱᇡ᮹ ᬵ ᙹ⇽᯦ ࠺⨆ ᯱഭᨱ 

ᯙ݅ ᮁ᯦ ᯱɩ᮹ Ğᬑ ֥ ᯕ⬥ ⧕ ᬵʭḡ ٥

໕ ᬑญӹ᮹ݡᵲǎ ᙹ⇽ᮡ ᱥ֥࠺ᬵݡእ qᗭ

ᱢ Ƚ༉ෝ ᅕ໕  ₉᯦ ᨖᇩ qᗭ  ᵝ ᨖᇩ ᷾

⧩݅ᯝᅙ ᵲԉၙ &6 ᵲ

a ₥ǭ ᨖᇩ᷾a॒ᮝಽӹ┡ԍ݅ᷪ ₥ǭᯱ

࠺  ॒᮹ qᗭᖙᨱ እ⦹໕ ᔢݡᱢᮝಽ ӹᮡ ⠙

ɩ᮹ ⨆႑a ᄡᙹᯙߑ  ᝁᬊࠥᄥ ɩญ ᙹᵡᯕӹ ᯱɩ᮹

ᯕ݅  ੱ⦽ ᬵᨱ۵ ᵲǎ ▱ḥ⧎ ⡎ၽ ॒᮹ ✚ᄥ ᯙ

ᖒĊᮥ qᦩ⧁ ভ ɪĊ⦽ ᮁ⇽ a܆ᖒᮡ ԏᦥ ᅕᯙ݅

ࠥ ᯲ᬊ⧩݅ ᬒᯕ ᰁᱶ⊹ _ᯝ ᯕʕ ⦹ḡอ ᱶ

ੱ⦽ ǎԕ ₥ǭᰆᨱᕽ ǎᯙ እᵲ  ࠥ ԏᮡ ⠙

ၡʑĥ᪡ ၹࠥℕ᮹ ݡᵲᙹ⇽ᮡ bb    ᷾

ᯕ݅

a⧩݅ ᬑญʑᨦॅ᮹ ᵲǎԕ ⩥ḡ ᔾᔑᯕ ۹ᨕӹ۵ ä
ࠥ qᦩ⧁ ⦥a ᯩ݅ ᕽ  ᱢᨕࠥ ᦥḢʭḡ۵ ᬑ

ྙᱽ۵ᦿᕽᨙɪࡽݡಽᬑญĞᱽaᵲǎ᮹ᩢ⨆ᮥv
⦹í ၼ۵ ӹಽ ݡԕᨱ ᯙ QFSDFQUJPO ࡹŁ ᯩ݅


ญӹ᮹ ݡᵲ ญᜅⓍ aᖅᯕ ⩥ᝅ⪵ࡹŁ ᯩ݅Ł ᅝ ᙹ
ᨧ݅




ᯕᵲ⧎༊ᄥಽ۵ʑ┡⚍ᯱ ₥ǭ⚍ᯱ ᵝ
⚍ᯱ  ॒᮹ እᵲᮥ ᅕᯕŁ ᯩ݅ อ᧞ ᝁ⯆ǎᨱ
᭥ʑa ၽᔾ⦽݅໕  ྕᩎɩᮖ ॒ ᮡ⧪e ᝁᬊ Ğᔪᯕ ӹ



┡ԁ ᙹ ᯩᮝ໑  ᔢݡᱢᮝಽ ₥ǭᰆᨱ ၙ⊹۵ ᩢ⨆ᯕ



ⓕᙹᯩ݅ᯕ్⦽ᩢ⨆ᮥ᳦⧊ᱢᮝಽᔕ⠕ᅕ໕ ᝁ⯆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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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ᵲ ᵲԉၙ  ࠺ᮁ  ᵲ࠺ ǎaॅ ᅕ݅۵ ࠺ԉᦥᨱᕽ
᭥ʑaၽᔾ⧁Ğᬑᬑญӹᨱၙ⊹۵ᩢ⨆ᯕᅕ݅Ⓧ໑ 
✚⯩ྕᩎɩᮖŝᮡ⧪eᝁᬊ॒᮹ᇩᦩᨱᮁ᮹⧕⦽݅
ᦿᕽ ᨙɪ⦽ ݡಽ } ↽ ᧞≉ ݡǎaॅ ᵲᨱ۵ ั౩ᯕ
ᦥ᪡ᯙࠥօᦥa⡍⧉ࡹᨕᯩ݅


əౝᨱࠥᇩǍ⦹Ł ᇩᦩᯙᯕᦥᵝᨧ۵ äᮡ ᦥ݅ܩ



ྕᨨᅕ݅ ᯝᇡ ᝁ⯆ǎᨱ ᭥ʑa ၽᔾ⧁ Ğᬑ ᬑญ Ğᱽ

,  ੂৄޠ೫ Ѵш"

᪡ ɩᮖᰆᨱ ၙ⊹۵ eᱲᱢ ᩢ⨆ᯕ ⩥ᰍ᮹ Ǎ᳑ᨱᕽ
ᩩᔢ⧁ ᙹᯩ۵ᙹᵡᮥᨕչʑভྙᯕ݅ ⦹ྜྷ໑ ݡ
᮹᳕ࠥa ๅᬑ ԏᮡ   ၙǎ ᳑₉ࠥ ɩญ ᯙᔢŝ ᝁ
⯆ǎ᭥ʑᨱෙᯱǎԕᦦᩢ⨆ᮥᬑಅ⧁ᱶࠥᯕัܩ
ᯕ݅ ຝᱡ ᝅྜྷ Ğಽಽ ᝁ⯆ǎ ᭥ʑᨱ ෙ ᙹ⇽ qᗭ
ෝ ᔾb⧕ ᅝ ᙹᯩ݅ ֥ʑᵡᮝಽᵲǎᮥ ᱽ⦹
ࠥ࠺ݡԉᦥእᵲෝ⡍⧉⦹ᩍݡᝁ⯆ǎᙹ⇽
እᵲᮡᨱ݅⦽ݍə࠺ᦩᖁḥǎእᵲᯕ Йᵡ⯩
qᗭ⦹Łᝁ⯆ǎእᵲᯕᦥ׳ḥอⓝ᭥ʑə❭ᰆᮡ
᯲ḡᦫ݅
ɩᮖĞಽಽ۵ᬑญ᮹ݡ⚍ᯱᵲᝁ⯆ǎ⚍ᯱᨱෙ
ᗱᝅŝݡԕǎᯙ⚍ᯱᵲᝁ⯆ǎᯱɩ᮹ᯕ┩ᮥᔾb
⧕ ᅝ ᙹ ᯩ݅ ᱥᯱ᮹ Ğᬑ ݡ ⚍ᯱ ᵲ ᝁ⯆ǎ᮹ እ
ᵲᮡ ֥ ʑᵡ ᵲǎ   ࠺ԉᦥ  ॒
  ᨖ  ్ݍᨱ  ݅⦽ݍᯕ ᵲ ⧎༊ᄥಽ۵ Ḣ
ᱲ⚍ᯱ᪡ ʑ┡⚍ᯱa bb    ॒ ݡᇡᇥᮥ
₉ḡ⦽݅ʑ┡ ⚍ᯱᨱ۵ྕᩎɩᮖᯕӹ⇽ݡ₉᯦ ॒ᮡ
⧪e ᝁᬊᯕ ᔢ ⦽ݚእᵲᮥ ₉ḡ⦹အಽ Ḣᱲ⚍ᯱ ᗱᝅ
ᨱࠥ ᝁᬊ Ğᔪᮝಽ ᯙ⦽ ᝅྜྷ ᦦᩢ⨆ࠥ ∊ᇥ⯩ ᩩᔢ
ࢁ ᙹ ᯩ݅ ᯕ్⦽ Ğಽ۵ ᬑญӹ᮹ ⪹᭥ʑ ভӹ
ɡಽჭɩᮖ᭥ʑভ༉ࢱĞ⨹⧩ၵ݅

ᯕᱽ ḡɩʭḡ᮹ם᮹ෝᱶญ⧕ᅕᯱ ⨆⬥ ၙǎɩญᯙ
ᔢ  ్ݍvᖙ  ᭥ᦩ⪵⠪a ᱩ⦹۵ ⦽ ➉┅ḡಽ ᱥ}ࢁ
a܆ᖒᯕⓍ݅ᯕ్⦽᭥⨹ᨱ༉ࢱ ࡹ⇽יᨕᯩŁ ݡ᮲
ᩍಆᯕ ਉᨕḡ۵ ≉᧞ ᝁ⯆ǎॅ᮹ ᭥ʑ a܆ᖒᮡ ๅᬑ
 ݅׳ᬑญӹ᮹Ğᬑ⪹ᮉ ᔢᮡ ᇩa⦝⦹ḡอ ə࠺
ᦩ ᮁ᯦ᯕ aᰆ ฯᦹ ₥ǭᯱɩ᮹ ɪĊ⦽ ᮁ⇽ŝ ⪹
᭥ʑ a܆ᖒᮡ ԏᦥ ᅕᯙ݅ ᳑ᝍᜅḡอ ≉᧞ ᝁ⯆ǎ
ॅŝ۵ ᇥ ₉ᄥ⪵ ᧲ᔢᮥ ᅕᯝ ᱥᯕ݅ ݅อ  ࠺ԉ
ᦥ ᝁ⯆ǎॅᯕ ᭥ʑᨱ ḩ Ğᬑ eᱲᱢᯙ ᩢ⨆ᮡ ႑ᱽ
⦹ʑ ᨕಖ݅ ᯕ Ğᬑ ₥ǭᰆŝ ྕᩎɩᮖ  ᮡ⧪e ᝁ
ᬊ॒ᨱᵝ᮹ෝʑᬙᯝ⦥aᯩ݅
aᰆⓑྙᱽ۵ ၙǎ  ᵲǎ  ᝁ⯆ǎ ॒ ᖙ aḡ ᭥⨹ᵲ
ᨱᕽ ᬑญ Ğᱽa ᵲǎ ญᜅⓍᨱ ๅᬑ ၝq⦹݅۵ ݡԕ
᮹ ᯙᯕ݅ ᵲǎ᮹ ⠪a ᱩ⦹ӹ Ğʑ ࢵ⪵  ʑᨦᝅ
ᱢᱡ⦹॒ šಉᱶᅕa༉ࢱᦦᰍಽ᯲ᬊ⦹Łᯩ݅⦹
ḡอ  ᵲǎၽ ᇩᦩᮡ ᱢᨕࠥ ᦥḢʭḡ۵ᬑಅᯝᐱ ⩥ᝅ
⪵ࡹŁ ᯩḡ ᦫ݅ḡӹ⊽ እšᨱ ⦽ݡĞĥa⦥⦹݅
ᰆʑᱢᮝಽ ᅕ໕ ಫᯝݡᯝಽ ㏮㼱 ಬ ⥥ಽ᱾✙᪡ ⦽ᵲ
ᯱᮁྕᩎ⩲ᱶ '5" ᮹ ⬉ŝࠥ ʑ ⧕ݡᅝ อ⦹݅ ྕᨨᅕ
݅ᵲ⦽ᱱᮡᬑญ᮹ݡ᮲ᯕ݅ɡಽჭ ɩᮖ᭥ʑ ᯕ⬥
Ğᱽ ᮹᳕ࠥᨱ ᯩᨕᕽ ၙǎᮥ ݡᝁ⦹Ł ᯩ۵ ᵲǎᯕ ᄡ

⦽⠙  ǎԕ ǎᯙ ⚍ᯱ ᵲ ᝁ⯆ǎ᮹ እᵲᮡ ࠺ԉᦥ

⦹Ł ᯩ۵ߑ  ᬑญa ᄡ⦹ḡ ᦫ۵݅໕ᬑญ᮹ၙ௹۵ᨕ

 ᵲ࠺॒  ᨖ ్ݍᨱ݅⦽ݍ

ࣂ݅ə௹ᕽǍ᳑᳑ᱶŝ}⩢ᯕ⦥⦹݅
G

G

G

G

G

Ӡ ߯܇G
࢛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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Ӝ݉ ഻֣ ੬ӧ ࢤय࣋ܽ ఘ೪ ߁Ҿ 6 3

, ߁Ҿ Ӣ݅ࢤ ֮ ېহ֣ ؞ן
ၙǎ᮹ ɩญᯙᔢᯕ ⪵ࢱa ࡽ ḡࠥ ֥ᯕ ⮹ౡ݅ ɩญ

߁Ҿш 6 3



ᯙᔢᮡ ᯲ࠥ ༜⧩۵ߑ  ᨪ⦹íࠥ ᵲǎŝ ᝁ⯆ǎᯕ

ؼಭӚࣀ


⮵ॅญʑ᯲⧩݅ɡಽჭ Ğʑࢵ⪵ ᬑಅ᪡ ⧉̹ ᯕ
ᔢᰆᮥᯕҭᨕᵝḡ༜⦹۵ᵲᦺᮡ⧪ॅᨱ⦽ݡᝁa



ਉᨕḥ ┴ᯕ݅ ᇡḥ⦽ ᬵ Łᬊḡ⢽᮹ ᩢ⨆ᮝಽ ᱶ᯲



ၙǎɩญᯙᔢᮡᩑԕ᯲ᩍᇡษᱡᇩ⚍⧕Ჭ݅



ɡಽჭ ɩᮖᰆ᮹ ᇥ᭥ʑࠥ Ⓧí ݍᲭ݅ ᱥᖙĥ ᷾



ෝ ᯕҥ۵ ၙǎ 41ᮡ ֥ ᯕ⬥ ᯝᖁᮥ




օ₉ಡᯕ┩⧩ḡอ༉ࢱᩢᨦᯝᦩᨱí⫭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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ə్ӹ ᯕჩᨱ۵ ᯕ┩⦽ ḡ ⦽ ݍၹᯕ ḡԍḡอ ʑᚁᱢ
ᮝಽ ᮹ၙᯩ۵ Ӻ⡎᮹  ᙹᵡࠥ ⫭ᅖ⦹ḡ ༜⦽ ₥



ᰆʑ ᔢ⇵ᖙෝ ᯕ┩⧩݅ ⦽⠙ ᵲǎᔢ⧕ḡᙹ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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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ᯝŝ ᮁ  ᯝᅙ ॒᮹ ᵝᰆᮡ ᦥḢ ⦹⡎᮹
ࠥ ⫭ᅖ⦹ḡ ༜⧩݅  aʭᯕ ⫭ᅖ⦽ ⎵ᜅ⦝
᮹ᖁႊᯕ᪅⯩ಅၹrí۱͕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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ܩʭ ರᦥḢࠥ⚍ᯱᯱॅᨱíaᰆฯᯕၼ۵ḩྙᯕ݅
֥อ᮹ɩญᯙᔢᯕܩᨕᅕ໕ݚᩑ⦽ḩྙᯕ݅
G





ಯŝÑ ၙǎᯕ ɩญᯙᔢᮥ ᯲⧩ᮥ ভ ɩᮖᰆᮡ ᨕু

ə్ӹ ᯕ్⦽ ᱲɝႊჶᮡ ᔢ ⦽ݚ᪅ඹෝ aᲙ ᙹ ᯩ

ᮥ อॅŁ  ქት ᯕ⬥ᨱ۵ Ğʑ⋉ℕᨱ Ჭ äᯕ ᱥ⩶

݅ŝÑɩญᯙᔢ ݚ᪡ ⩥ᰍၙǎĞᱽ᮹ ᔢ⫊ᯕ ݅

ᱢᯙၙǎĞᱽ᮹ᯕⓕᯕᨩ݅

ʑভྙᯕ֥݅ݡᯕ⬥ᖙ₉ಡɩญᯙᔢ᯲ᱱᨱ
ᕽ ၙǎ᮹ Ğʑᖁ⧪ḡᙹ۵ ᩩᨧᯕʑᵡᖁᯙᮥv
⦹í ଌŁ a Ğʑ}ᖁ Ⅹʑᩡ݅ ᰆᮡ ɩญᯙ
ᔢᮥ Ğʑ⫭ᅖ᮹ əձಽ ၼᦥॅᩡŁ ᵝa᪡ ᰆʑɩญ
۵ᔢ⧩݅

ๅ❭ॅᮡ ქትᯕ อॅᨕḡʑ ᱥᨱ ᕽࢹ్ ʑᵡɩญෝ 
ญᯱŁᵝᰆ⦽݅ၹ໕ᩱ᮹ᰆ॒ᯝᇡእࢹʑ❭᭥ᬱ
ॅᮡ ฯᮡ ࠺יᯱॅᯕ ǍḢᮥ ⡍ʑ⦹Ł Łᬊᰆᮥ ਁԍ
ʑভྙᨱᯱᩑᝅᨦශᮡԏᦥᲭ݅Łၹၶ⦽݅ᩱᮡ
ᬵ ᩑႊŖ}ᰆ᭥ᬱ⫭ '0.$ ᨱᕽ ᝅᨦශᮥ ᰆʑɁ⩶

ə్ӹḡɩᮡၹ݅ݡ᪅⯩ಅʑᵡᖁᯙᮥ⦹⨆࠭❭

ᙹᵡ ᯱᩑᝅᨦශ ᅕ݅  ԏ⇵۵ ᪅ქᛩ❦ ᱶ₦ᮥ ☖⧕

ᵲᯕ݅ ᩩᱥ zᮝ໕ ɩญᯙᔢᮥ ⦹݅a ຩ∑ ⦹۵ ᔢ

Łᬊŝྜྷaၹ॒ᮥᯕҭᨕԕā݅Łั⧩݅

⫊ᯕ݅ ŝÑ᪡ ݍญ ၙǎĞᱽa _ᇡ ܆ᖁᮥ չᨕᕽ
Łᯩ۵aᬕߑᩑႊᵡእᱽࠥ ᯕ⦹ ಫᩑᵡಬ ۵ɩญෝᯙᔢ



⧕⦹۵ॽ౩ษaᯩ݅⩥ᰍᯕ⧕ࡹḡᦫ۵ɡಽჭɩ

, Ӡ ߯܇࢛र੬ੂ ߎ סࠋێш ಲ౩

ᮖᰆ᮹ ݅᧲⦽ ၹ᮲ॅᮡ ŝÑ ɩญᯙᔢ᮹ สၵḡᨱᕽ

⨆⬥ _֥ ࠺ᦩ ɡಽჭ Ğᱽ᪡ ɩᮖᰆᮥ ၵᅕ۵

ӹ┡ԍ⩥ᔢॅŝእƱ⧕ᅕ໕ݡᇡᇥᯕ⧕aࡽ݅Ğʑ

⡍ᯙ✙۵ᖙaḡ݅

a ྕᯖᮡ ᔢ⫊ᨱᕽ۵ ᵲᦺᮡ⧪ᯕ ๅ❭ᱢᯝᙹಾ ᵝa
᪡ᰆʑɩญ۵⦹⦹Łᰆ݉ʑɩญ₉۵⇶ᗭࡽ݅

ℌṙ ၙǎĞᱽ۵֥ᮥᱶᱱᮝಽᰁᰍᖒᰆ܆ಆᯕࢵ
⪵ࡽ݅ ၙǎ ᮹⫭ᩩᔑǎ $#0 ŝ ᩑᵡᨱ ໕ ၙǎĞ

G

ᱽ᮹ᱶᱱᮡԕ֥ᯕ݅ᄁᯕእᇱᖙݡ᮹ᅙĊᱢᯙᮡ♕ᨱ
Ӝ݉  ҡѬ ߁Ҿ Ӣ݅ࢤੁ є೪ ҍӧњࣀ ୫ӧ र
߁Ҿҍӧࣀअ



ߛӧӢӢ݅ ਕ



 ᱶᇡḡ⇽ ɪ᷾ŝ ࠺יᯙಆ᮹ qᗭa ᯲ࡹ໕ᕽ ၙ



ǎ᮹(%1ᖒᰆශᯕԕ֥ᮥᱶᱱᮝಽ֥࠺ᦩ⇵ᖙᱢᮝ



ಽ ԏᦥḥ݅۵ ᱥᯕ݅ ᙽ⪹ᱢᯕʑᅕ݅۵ Łಚ⪵᪡



࠺יᯙǍqᗭ ᔾᔑᖒ⦹॒Ǎ᳑ᱢᯙᯙᯕ݅ၙǎ















᮹ɩญᯙᔢᗮࠥ᪡׳ᯕ۵ᰆᯕᩩᔢ⦹۵äᅕ݅⭉ᦍ
 ᪥⪵ᱢᯝ äᯕ݅ ֥ั ၙǎ᮹ ʑᵡɩญ۵ ↽ݡ
ෝչḡ༜⧁äᯕ݅





ࢹṙ Ğʑࢵ⪵aḥ⧪ᵲᯙᵲǎĞᱽ۵ᇡᝅ₥ǭᨱ⦽ݡ






ᮡ⧪ॅ᮹᪥∊܆ಆᮥqᦩ⧁ভᦥḢĞ₊යᮥ݉⧁ם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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۵ ᦥ ݅ܩə్ӹ ԕ֥ ⦹ၹʑʭḡ۵ ᝁᵲ⦽ ⇵a ᱱá
ᯕ ⦥⧕ ᅕᯙ݅ ᵲǎ᮹ ၝeᇡ₥ ᵲ ۵ ʑᨦᇡ₥



݅Ğ₊යᮡᇡᝅ᮹ᝁᬊ᭥⨹ᱥᯕᩍᇡᨱݍಅᯩ᯲݅

ə౨݅໕ ᪽ ၙǎᮡ ǔᯕ ʑᵡɩญෝ ญಅŁ ⦹۵Ù

֥ ᅥ əฝᯱɩᮖ ᯕᛩ ݚ ᜅ▽ ᭥⨹ᮝಽ᮹ ⪶ᔑ a

ʭ  ၙǎĞᱽ۵ ᩎᔍᔢ aᰆ ʕ ᔢᯕ ḥ⧪ ᵲᯕ݅ ᝅ

܆ᖒᯕԏ݅Łᵝᰆ⦽ɝÑ۵ᇡᝅ₥ǭᨱ⦽ݡᮡ⧪᮹᪥

ᨦශᮡ ֥ṙ ⦹⦹໑ ᪥ᱥŁᬊ ⦹ᨱᕽ᮹ ᯱᩑᝅᨦශ

∊ಆᯕᨩ݅ ֥ั ᵲǎᔢᨦᮡ⧪᮹ ᇡᝅ₥ǭ ⍅ქญ

ᙹᵡᯙʭḡਉᨕᲭ݅ၙǎĞᱽ᮹ℕಆᮝಽa⦽܆

ḡእᮉ ᷪᇡᝅ₥ǭݡእ∊ݚɩᮥŁᯩ۵እᮉᮡ᧞

↽ᱡᙹᵡʭḡԕಅ᪵݅۵᮹ၙ݅ᩍʑᕽᝅᨦශᯕ⦹

ᩡ݅ ₙŁಽ Õᱥᖒᯕ ׳ᮡ ᬑญӹ ᮡ⧪ॅ᮹ ᇡ

⦹۵äᮡŝᩕᯕ໑᪅ქᛩ❦ᯕࡽ݅᪅ქᛩ❦ᮡქት

ᝅ₥ǭ⍅ქญḡእᮉࠥ᧞_ᙹᵡᯕ݅

G

ə్ӹ ᯕ እᮉᮡ ֥ ၹ อᨱ ಽ ɪq⧩݅ ᇡᝅ

ᖒᯕ ᦥ׳ḡ۵ ԕ֥ ⦹ၹʑa ⦽ǎĞᱽ᪡ ɩᮖᰆ᮹ Ł

₥ǭ᷾aভྙᯕ݅⇵ᖙෝqᦩ⧁ভ֥अᯙԕ֥ᔢ

እaࢁäᮝಽᩩᔢ⦽݅

ၹʑัᨱ۵ ᬑญ᪡ እ⦽ ᙹᵡᮝಽ ԏᦥḩ äᮝಽ ⇵ᱶ
ࡽ݅ ə్ӹ ǎᯙ ⚍ᯱᯱॅᮡ ᙹ֥ṙ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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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ᖙᯙ ᵲǎᮥ ࠺ᯝ⦹í ᅕḥ ᦫᮥ äᯕ݅ ᵲǎ᮹ Ğ₊

ɩᮖ᭥ʑ᮹ᅙḩᮡᇡ₥᮹᭥ʑᩡ݅ญຝ❭ᔑḢ⬥ᖁḥ

යםᯕᅙĊ⪵ࡹ۵ᱱᮡԕ֥⦹ၹʑಽᩩᔢ⦽݅

ǎॅ᮹ ၝeᇡ₥a ᱶᇡಽ ᯕᱥࡹ໕ᕽ ᖁḥǎॅᮡ ᰍᱶ

G

᭥ʑෝ ċᨩ݅ ၙǎŝ ᩢǎ  ᯝᅙ  ᮁಽ᳕᮹ ⧕ჶᮡ ᱽ
ಽɩญ᪡ ᧲ᱢ᪥⪵ 2& ᩡ݅ ᇡ₥⇶ᗭ ŝᱶᨱᕽ ԕᙹ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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ᖁḥǎॅᯕ ⦽ᚉᮥ ࠭ญ۵ ᔍᯕᨱ ᯕჩᨱ۵ ə࠺ᦩ ᱥ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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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ə్ӹ ᝁ⯆ǎॅ᮹ ᱽಽɩญ᪡ ᧲ᱢ᪥⪵۵ ᇩa⦹܆



݅ ʑ⇶☖⪵ǎᯕ ᦥ ܭᯕॅ᮹ 2&۵ ᱶᇡ᪡ ᵲᦺᮡ⧪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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ᝁ⯆ǎᨱ ⦝⧕ෝ ᵝḡ ᦫᮥ ᱶࠥಽ ⯩ ḥ⧪ࡹ໕ᕽ 
ᝁ⯆ǎॅᮡᯱᅙᮁ⇽ᬑಅᨧᯕ☖⪵᪥⪵ ⪹ᮉᔢ ᨱ
ෙ Ğʑᇡ᧲ ⬉ŝෝ ԝ ᙹ ᯩࠥಾ Ŗ᳑ ᇥ᭥ʑa ᳑ᖒࡹ

ᖬṙ  ⦽ǎĞᱽ᮹ ᭥⨹ᯙᯕ ᗭქฑ ǎa₥ྕ ᨱᕽ ʑᨦ

ᨕ⦽݅

ᇡ₥ಽ ၵѭᨩ݅ ǎᱽᝁᬊ⠪aʑš 41ࠥ ǎaᝁᬊ॒
ɪᮥ ""ಽ ᔢ⨆⧁ อⓝ ᬑญӹ᮹ ݡᇡ₥  ݉ʑ

݉ʑᱢᮝಽ۵ᬵŁᬊ ᇡḥᮥĥʑಽၙǎ᮹ᩑԕɩญ

₥  Ğᔢᙹḡ ॒ ⧖ᝍ ᗭქฑ ḡ⢽ॅᮡ ᧲⪙⦹݅ ၹ໕

ᯙᔢ ᬑಅa ᧞⧕ḡ໕ᕽ ᯕ్⦽ ⮱ŝ ⧉̹ ᭥⨹ᯱᔑ᮹

ᱶᇡ᪡ ၝeᇡྙ e  əญŁ ၝeᇡྙ aĥ  ʑᨦ  ԕᨱ

݉ʑၹ॒ᯕᱥ}ࢁa܆ᖒᯕᯩ݅݅อၙǎŝᵲǎĞᱽ

ᕽ᮹᧲ɚ⪵۵ᝍb⦹݅ŝ݅ᇡ₥ᨱෙၝeᗭእ᮹Ǎ

᮹ʑᬙʑa᪥อ⧕ḡŁᯩᮝ໑ ŝÑᨱእ⧕ᵲᦺᮡ⧪᮹

᳑ᱢ ᇡḥŝ ᬱ⪵vᖙ᮹ ٥ᱢ⬉ŝᨱ ෙ ᙹ⇽Ğᰢಆ ᔢ

ᱶ₦⋕ऽa ฯḡ ᦫ݅۵ ᱱᮡ ၹ॒᮹ ḡᗮᖒᮥ ᱽ⦽⦹۵

ᝅಽ ʑᨦॅᮡ ԕᙹ᪡ ᙹ⇽ ༉ࢱ ᯕᯖᮥ ԕʑ ᨕಅᬕ Ǎ

ᯙᯕ݅

᳑ಽᄡ⧩֥݅ᨱ۵ᩍ֥อᨱᮭᮝಽݡʑᨦ

G

ๅ⇽ᖒᰆᯕ qᗭ⧩Ł  ᯕᱽ۵ ᵲ⦹᭥ ʑᨦॅ᮹ ᝁᬊ᭥⨹
ᯕᦥ׳ḡŁᯩ݅⧕ᇥʑෝʑᵡᮝಽᔢᰆʑᨦᵲᨱ
ᕽᩢᨦᯕᯖᮝಽᯕᯱෝ{ḡ༜⦹Łᯩ۵ʑᨦ᮹እᵲᮡ
ᨱ݅⦽ݍ
ݡᱢᮝಽ۵ ၙǎĞᱽ᮹ ᱶᱱםŝ ᵲǎĞᱽ᮹ ᝁᬊ᭥
⨹ᯕᦥ׳ḡŁ ݡԕᱢᮝಽ۵ݡᖁᮥᦿࢱŁᱶ₦ᇩ⪶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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ᖁḥᵝ᮹ ᬑᖁᙽ᭥۵ ၙǎᮁಽ᳕ᯝᅙ ᙽᯕ݅ ᩑⅩ
᪡ ᬵᇡ░ bb ⇵⧩ ᮁಽ᳕ŝ ᯝᅙᵝ᮹ ᱡ⠪a

ᇥʑᯱᔑ႑ᇥᱥఖ᮹ᔍᱱᮡ݅ᮭŝz݅

۵ᩍᱥ⦹݅ə్ӹ᧲ǎ᮹▕ᨕᬕऽෝᯕҭᨩᮁಽ

ℌṙ  ᵲᰆʑᱢᮝಽ ᖁḥ☖⪵ እᵲᮥ ĥᗮ ⪶ ⧁ݡäᮥ

᪡ᨵ᧞ᖙ᮹⯹ᯕ᧞⧕ḡ໕ᕽʑᨦᯕᯖᱥᯕ⦹⨆᳑ḱ

ǭŁ⦽݅ ᬱ⪹ ్ݍᮉᮡ ᇥʑ ᵲ ⠪Ɂ  ᬱᮥ չ

ᮥ ᅕᯕŁ ᯩ݅ Ǎӹ #0+۵ &$#᪡ ݍญ ⇵a ᧲ᱢ

ᨕᵲʑᱢᯙᔢ⮱ᮥᩩᔢ⦽్݅ݍእᵲᮥᮁḡ⦹ࡹ 

᪥⪵ᨱ  ⧕ݡᔢݡᱢᮝಽ ᅕᙹᱢᯙ ᯦ᰆᮥ aḡŁ ᯩ݅

ᨵŝ ᮁಽ ᩎ ⇵a ᧲ᱢ᪥⪵ ʑݡಽ ᧞ᖙa ḥ⧪ࢁ ভ

݉ʑၹ॒ᨱࠥၙǎŝᮁಽ᳕ᯕ᳑ɩᮁญ⧁äᯕ݅

ษ݅ ۹ಅӹi ⦥a ᯩ݅ ్ݍᅕ݅ ⇵a vᖙᩍಆ ⊂
໕ᨱᕽ۵  ๅಆᱢᯕ݅ ᖁḥ☖⪵ እᵲᮥ ۹ญ۵ ߑ ᯩ
ᨕᵝᮡ⪹᪅⥩⩶⧕⟡ऽa ₥ǭᮡᖁḥ☖⪵⢽₥
ǭŝ ్ݍ⢽ ܩᨕು ႦⓍು ⟡ऽ ॒ᯕ ᦩݡᯕ ࢁ ᙹ
ᯩ݅

ᖬṙ  ᰆʑɩญ۵ ⇵ᖙᱢᯙ ⦹ᮥ ᩩᔢ⦽݅ ԕ֥ ⦹ၹ
ʑෝ aᱶ⧕ᅕᯱ ⦹ӹɩᮖ⚍ᯱ᮹ ᱥݡಽ໕ ၙǎ ʑ
ᵡɩญ۵ _  ⦽ǎ ʑᵡɩญ۵ _
ᇡɝᨱ ᯩᮥ äᯕ݅ ⦽ၙ ʑᵡɩญ᮹ Ċ₉۵ ⡍ᯙ✙
ၙอᮝಽ᳢⩡ḥ݅ᯕ⁅ࡹ໕⦽ǎᮡ⧪ᯕʑᵡɩญෝ

ࢹṙ  ɡಽჭ ᯱᔑ႑ᇥ ⡍✙⡕ญ᪅᮹ ࢱ ⇶ᮡ ᩍᱥ⯩ ᖁ

ԕญʑ۵ᛞḡᦫ݅ǎᯙᯱᅙᮁ⇽ᬑಅಽʑ⇶☖⪵ǎ

ḥᵝŝ ǎԕ ᰆʑǎ₥݅ ə్ӹ ᵝ ॒ ᭥⨹ᯱᔑᮡ

ᯕᦥܭᬑญӹaᱽಽɩญӹ᧲ᱢ᪥⪵ 2& ᱶ₦ᮥ⠝

e⨱ᱢᯙ ၹ॒ᯕ ӹ┡ԁ ভษ݅ እᵲᮥ ᵥᩍӹa۵ ᱥఖ

⊹۵äᮡᇩaྙ݅⦹܆ᱽ۵ԕ֥⦹ၹʑᨱၙǎĞᱽ᮹

ᯕ ⦥⦹݅ ၙǎĞʑ᮹ ᱶᱱםŝ ᵲǎĞʑ᮹ Ğ₊ය

ᱶᱱםŝ ᵲǎ᮹ ᝁᬊ᭥⨹ ྙᱽa Ě⋁ a܆ᖒᯕ ݅׳

ᯕᛩaᇩÑḡʑᱥᯙԕ֥ ᇥʑʭḡ۵ ʑ⫭a ᯩᮥä

۵ ᱱᯕ݅ Ğʑࢵ⪵ᨱࠥ ᇩǍ⦹Ł  ᯕᔢ᮹ ʑᵡɩญ

ᯕ݅ၙǎ᮹ษᯕթᜅɩญ᯦ࠥŝ2&॒᪅ქᛩ❦ᱶ

ᯙ⦹aᨕಖ݅໕ᝁᬊ᭥⨹ŝĞʑ᭥⨹ᮡᦥ׳ḥ݅ᰆ

₦  ᮁಽ᳕ŝ ᯝᅙ᮹ ᧲ᱢ᪥⪵ ⪶  ݡᵲǎ᮹ ᰍᱶ ၰ ☖

ʑɩญ۵ෙᗮࠥಽ⦹⧁äᯕ݅

⪵ᱶ₦ᮥ☖⦽ᇡ᧲₦॒ᯕၹ॒᮹ᰍഭaࢁä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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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ᯝ ℌჩṙ ᯱഭ ၽe ᯕ⬥ ᬵ ᯝʭḡ ⡍✙⡕ญ᪅ ٥ᱢᙹᯖශᮡ ෝ ʑಾ⧩݅ ᇥʑᨱ۵
 ᵝŝ ᬱᯱᰍ᮹ ᙹᯖශᯕ Ⓧí ᇡḥ⧩݅ə్ӹ ǎ₥ᯱᔑə൚ŝǎԕⓍ౩ঈ ᙹᯖශᯕ ⡍✙⡕ญ᪅ ᙹᯖශᮥ ႊᨕ
 ⧩݅ɡಽჭᵝᯱᔑ᮹ǎae $SPTT#PSEFS ᯱᔑe $SPTT"TTFU ᖒŝእƱෝ᭥⧕ ᵝǎᯱᔑᄥᙹᯖශ
 ᮥᔪʵಽ⢽⩥⧩݅Ⅹಾᔪᮡ׳ᮡᖒŝෝ ᇪᮡᔪᮡԏᮡᖒŝෝ᮹ၙ⦽݅
 y ᖁḥᰆ ☖⪵᮹ ᅙǎ ⫭ȡ ɩᮖ᭥ʑ ᯕ⬥ ɡಽჭ ⅾᙹෝ ⇽⧩ ᵲǎᮡ Ğʑࢵ⪵ ᬑಅa ᦥ׳ᲭŁ  ԏᮡ
ɩญ᮹్ݍෝŖɪ⧩ၙǎᮡʑᵡɩญෝᯙᔢ⦹ಅ⦹໕ᕽๅⓍಽᇩ⪶ᝅᖒᯕⓍíᦥ׳Ჭ్݅ݍᐱอᦥܩ

᧲ᱢ᪥⪵ᯕ⬥ ᱥᖙĥಽ⟝ḥ ᨵ⪵᪡ ᮁಽ⪵ ॒⋱ญ ✙౩ᯕऽ⟡ঊ ☖⪵ॅᯕȡ⪹⦹໕ᕽ ᱥᖙĥ ᯱᔑᰆᮥ⮵

ॅᨩ݅ǎᱽɩᮖ⩲⫭ **' ۵֥อᨱᮭᮝಽ⧕ᝁ⯆ᰆᨱᕽᯱɩᙽᮁ⇽ᯕӹ┡ԁäᯕŁᱥ⧩݅

y ᝁ⯆ᰆᯱᔑ᮹∊Ċᯱɩᮁ⇽ಽᝁ⯆ᰆ☖⪵a⊹aɪ⧩݅ɡಽჭᙹࢵ⪵ᬑಅಽᬱᯱᰍaĊࠥᮁa
 ෝ ᵲᝍᮝಽ ݅ ⦹⧩݅ ✚⯩ ๅⓍಽ ᇩ⪶ᝅᖒᨱ ݡ ⦽ݡ᮲ಆᯕ ᮹ᝍᜅ్ᬕ ቭḩ  ░┅ ॒ ᯝᇡ ᝁ⯆ǎᮡ


ᯱɩᮁ⇽ᩢ⨆ᮝಽ☖⪵a⊹ɪŝ⧉̹₥ǭɩญࠥᔢ⦹۵༉ᮥᅕᩡ݅ᬵᵲᙽᨱᵲǎᯕ᭥ᦩ⪵ෝ⠪a
ᱩ⦹⦹໕ᕽə࠺ᦩ☖⪵ᄡ࠺ᖒᯕ׳ḡᦫᦹᝁ⯆ᦥᦥǎaॅ᮹☖⪵a⊹ࠥ࠺ၹᱩ⦹ࡱ݅ᯕ⬥᭥ᦩ⪵۵
ᰆᬑಅ᪡ݍญíᦩᱶᮥᦹŁᝁ⯆ǎᯱᔑaĊࠥɪᖙa݅ᗭḥᱶࡱ݅

y ᱥᖙĥᵝaḡᙹ⦹ๅⓍಽᇩ⪶ᝅᖒᯕᦥ׳ḡ໕ᕽݡ⢽᭥⨹ᯱᔑᯙᵝࠥᖁḥᰆŝᝁ⯆ᰆᮥaญḡᦫ
Ł⦹⧩݅ၙǎ᷾۵֥ อᨱ ݡ᮹᳑ᱶᮥ ၼᦹŁ ᮁಽ᳕ŝᯝᅙ ॒ʑ┡ ᖁḥᰆࠥ༉ࢱݡ᮹
Ӻ⡎ᮥ ʑಾ⦽ ⬥ ᗭ⡎ၹ॒⧩݅ᝁ⯆ᰆࠥᯱǎ☖⪵ ʑᵡḡᙹಽ ᧞  ☖⪵᧞ᖙa⧕ḥ ၙǎ  ⪵్ݍʑ
ᵡḡᙹ۵᧞⦹⧩݅
G ऱ र੬





G










؊ݏ

֘زर

ૄҾ







ز

టҾ



೪Ҿ

ೣ݅ೢ




ഢ

߶౩ճ


हшವ

रటಭল

ݒ۲र




יۜ٢




Ӝ݅ध

ࠎ


ۨर

ल൦ਸ਼ۭૄؼ݅ப

ച




ವې٢



ప


֬ܺਧ




ೢې٢

ഄш݅


धਧؤ




Ҿ

ճҟ


ۖध

س


ఘ݅




धਮध




ݍؤఆ

ࣀਸ਼ۭ

धಟ


ಟܠ

ճ߁

ಲܺь






ݶर

࠽ێ


லի

ࠢ߁

த۲


߁Ҿ



ल൦र



G

ࠢ߁

ճ߁

ࣀਸ਼ۭ

ल൦ਸ਼ۭૄؼ݅ப























ച

ૄҾ

߶౩ճ

ز

ೣ݅ೢ

೪Ҿ

؊ݏ

టҾ

֘زर

ݒ۲र



ࠎ

יۜ٢



ۨर





ճҟ

हшವ



ప





ವې٢

ࣀਸ਼ۭ

ഢ



ഄш݅





ݍؤఆ

֬ܺਧ



ਸ਼܇





࠽ێ

धਮध



த۲





ݶर

Ҿ



ಟܠ





லի

ճ߁

धਧؤ



ࠢ߁

߁Ҿ

G



س
ݍؤఆ

ल൦ਸ਼ۭૄؼ݅ப

रటಭল

रటಭল




టҾ
ഢ





֘زर





ૄҾ

߶౩ճ



ز





؊ݏ

ݒ۲र






೪Ҿ


ࠎ
ഢ



ച

हшವ



ప

יۜ٢




ճҟ





ۖध





धਮध

ۨर



धਧؤ





Ҿ

ವې٢



֬ܺਧ

ഄш݅



धಟ





ಲܺь





ఘ݅

Ӝ݅ध



࠽ێ

ೢې٢






த۲

ಟܠ



லի

ݶर



߁Ҿ

 Ҿ र੬ ֣ 






ES






ES

ल൦र



ਅദ र੬







ल൦र



G

G

G

G

G

Ӡ߯܇
࢛ߝࠣ

Ӡ߯܇
ҍઋ








ҍӧ৶ ദਹ ਮഁੂ ؼर
ೠ೨߲ߛ ס









ࡄ߁ ܈Ҿ Ӣ݅ࢤ ৸ݏ೪  ܇زن
Ѵ ݏल൦र੬ੂ ૄशਿ܇




೪ ઋછূ ҍӧ ೨ߛ ਮഁҡ ైതш
 ࠂ ࣉؼਮഁੂ ؊ࡄ೫ ೣࣉੁ ா






Ҕ  ल൦Ҿࠋࢤ ؊ંਿ ܇ҍӧಾш লച೪ ೪ನ ദਹ ࠂ ࣉؼਮഁ

ੂ ߛহ೫ अ  סਸ਼܇തի ৌത ಾर ࢛ ࡄૄੂ ֵ סѴ ನও೨G














, ҽܽ ਮ೪ ߁Ҿ Ӣ݅ ҈ؼੂӳ"

ᅕ݅ ᵲ⦽ ᱱᮡ ḡӽ ᬵ ၙǎ ɩญ࠺đᮡ ᵲǎᮝಽ

ɡಽჭɩᮖᰆᨱᕽⅩၙ᮹šᝍᔍaࡹᨩၙǎᱶ₦
ɩญ۵ᬵᨱࠥ࠺đࡹ໑ྕӽ⯩

Ҿԍ݅

ᯙ⦽ ᨕẵ ᙹ ᨧ۵ ᖁ┾ᯕᨩ݅۵ ᔍᝅᯕ݅ ḡӽ ᬵ᮹
᭥ᦩ⪵⠪aᱩ⦹ෝᅖʑ⧕ᅕ໕ᯕᨱ⦽ݡa܆ᖒᮡᅕ݅
ᦥ׳ḥ݅ ݚ ⧌ນܩ᮹ ᮁ⇽ᮥ ႊᨕ⦹Ł ᙹ⇽ᇡḥᮥ

⦹ḡอ ᩑᵡ '3# ᯕ ᵲǎ Ğʑࢵ⪵ ॒ ݡ ᄡᙹಽ ᯙ

┡}⦹ʑ᭥⧕ ᭥ᦩ⪵᮹᧞ᖙෝ݉⧪⧩ḡอ ɩᮖᰆ᮹

⧕ ɩญෝ ᦩ ญ۵ í ᦥܩ ༜ ญ۵ äᯕ ᦥܭa

ၹ᮲ᮡᵲǎᱶᇡ᮹ᩩ⊂ᮥչᨕᖑäᮝಽᩍĉḥ݅

⦹۵ ᮹Ǎᝍŝ ᇩᨕ ᨙᱽ ɩญෝ ตḡ ༉ෙ݅۵ ᇩ
⪶ᝅᖒᯕᦥ׳Ჭ݅۵⧕ᕾࠥออ⊹ᦫᮡᝅᱶᯕ݅

ᯕᨱ  ᭥ᦩ⪵ ᦩᱶᮥ ᭥⧕ ݅ ⪹ᅕᮁŁෝ ࠺ᬱ
⧕ᰆ}᯦ᨱӹᕽ۵ႊ⨆ᮝಽᵲǎ᮹⪹ᱶ₦ᯕᖁ⫭

ᩑᵡԕᇡᨱᕽᔾb⦹۵ᱢᱶɩญᙹᵡᯕḡᗮᱢᮝಽ⦹

⦹ᩡ݅ྙᱽ۵⪹ᅕᮁŁෝ࠺ᬱ⦹۵ŝᱶᨱᕽ ᯱᩑᜅ

⨆᳑ᱶࡹŁᯩ݅۵ᱱࠥᯕෝ घၼ⋉⦹Ł ᯩ݅əeᱢ

í ᵲǎᯕ ᅕᮁ⦽ ၙǎ₥ෝ ๅࠥ⧕ ⦹۵ ᦶಆࠥ ⍅

ᱶɩญ ᱥ⊹᮹ ⦹⨆᳑ᱶ ᗮࠥ᪡ ⡎ᮥ ᔾb⦹໕ ᪅۵

ḥäᯕ݅

ᬵᨱ ၙǎᯕ ɩญᯙᔢᮥ ݉⧪⦽݅ ⦹ࠥ ᝅᱽ ɩ
ญᯙᔢᗮࠥ۵⩥ᰍᩩ⊂ࡽᱱࠥ⢽ᅕ݅ԏí⩶ᖒࢁa
܆ᖒᯕⓍ݅

đǎ ɩญ ᱶᔢ⪵ෝ ᵡእ⧕ ⦹۵ ᩑᵡ᮹ ᯦ᰆᨱᕽ۵
(ಽᖒᰆ⦽ᵲǎᮥŁၝ⧁ᙹၷᨱᨧᨩᮥä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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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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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Ӡ ߯܇ઋછূ ҍӧٍത৶ ल൦Ҿ ؊೪ ࠡ

ၽ⢽⦹۵ᵝᵲǎʑᨦ᮹ᩢᨦᯕᯖ᷾aᮉᮡ ᨱa

ᯕ్⦽ ᔢ⫊ᮥ Łಅ⧕ ᅕ໕ ᬵᨱ ᩩᱶࡽ ᵲ ᱥ⫭ᨱ
ᯕʑʭḡᔾbᅕ݅݅᧲⦽ᵲǎᱶᇡ᮹Ğʑᇡ᧲ᱶ₦
ᯕĥᗮ⧕ᕽၽ⢽ࢁa܆ᖒᮥ႑ᱽ⧁ᙹᨧᮥäᯕ݅

ʭᬭḡŁ ᯩ݅ əอⓝ ŝᯪᔾᔑ ܆ಆ᮹ ⬥ᮁ᷾ᯕ ᱽ᳑
ᨦĞʑᨱၹᩢࡹŁᯩ݅۵ᝁ⪙ᯝäᯕ݅



ᷪᵲǎ᮹⇵aᱢᯙɩญᯙ⦹ෝ࠺ၹ⦽᭥ᦩ⪵᮹ᱱḥᱢ

, ࣀҾ ࢤ؊ં ਕਮࠥ زҽ ਮഁ࢛ ҏ

ᯙᱩ⦹ᬊᯙᐱอᦥܩᯙ⥥⚍ᯱ⪶॒ݡᮥእ⦽

ં ࣡ܽ Ҕۺೱপ ೨ סरઆਿ ܇ਜ਼

ᰍᱶ⪶ݡᱶ₦ʭḡࠥ ᔾb⧕ ᅝᙹ ᯩᮥ äᯕ݅ ᩍʑᨱ
ɡಽჭ☖⪵᪥⪵ʑ᳑᮹ᩑᰆŝ⦽ǎ॒ᨱᕽ۵ɩญᯙ⦹
a݉⧪ࡹ໑ɩᮖᰆ᮹ᖝ❑ູ▙ᨱࠥᬡᮥᵥäᯕ݅


ྜྷು ၙǎᯕӹ ᮁಽ᳕ ॒ ᖁḥǎ Ğᱽa ᦥḢʭḡ۵ እ
Ʊᱢ ᧲⪙⧕ ᭥ʑᔢ⫊ᮥ ᔢᱶ⧁ ݉ĥ۵ ᦥ⦹ ݅ܩḡอ
ᝁ⯆ǎᨱ݅ࡽ⇽יᮭ᮹ᰁᰍᱢ᭥⨹ᮥqᦩ⦹໕᭥⨹ᯱ
ᔑᨱ⦽ݡእᵲᮡᵥᯕ۵äᯕᅕ݅⠙ᦩ⧕ᅕᯙ݅

Ӝ݉  ҡਫ਼ ࢮ࢛ۻר ഻ਸ਼ իకիૄ סҾ ઋછূ ҍӧ

ℌṙ  ᵲǎᖒᰆࢵ⪵ ᬑಅ᪡ ᨱթḡ᮹ŝᯪ ᔾᔑ ॒ᮝಽ
<R<ં













ૄҾ ӧূ ূ ધ



ૄҾ ઋછূ ш ܵؼઉ



ᬱᯱᰍ ᰆ᮹ ᧞ᖙa ᝁ⯆ǎᨱᇡݕᯕࢁ äᯕ݅ ↽ɝ



ᔍᬑॵ᮹ qᔑ a܆ᖒᯕ ᱡ⦹ࡽ aᬕߑ ᵲǎ ᱽ᳑ᨦ Ğ



ʑ᮹ ᧞⪵۵ ᱥၹᱢᯙ ᬱᯱᰍ ᙹ⇽ᨱ ᮹᳕⦹Ł ᯩ۵ ᵝ



ᝁ⯆ǎᨱີ⦽ݡญ✙ෝᱡ⦹┅íࢁäᯕ݅




ᯕ۵ ᝁ⯆ǎ Ğᱽᖒᰆᨱ  ⦽ݡᇩ⪶ᝅᖒᮥ aᲙ ᙹ ᯩ




ᮝ໑  ᬱᯱᰍ ᙹ⇽ǎ ☖⪵a⊹᮹ ᧞ᖙಽ ᯕᨕḡ໑ ᙹᯖ



ᖒᯕ ᦦ⪵ࢁ }ᩑᖒᮥ ԕ⡍⦹Ł ᯩ݅۵ ஜᯕ݅ ᦥྕ௹



ࠥ ᝁ⯆ᰆᨱ  ⦽ݡᖁ⪙ࠥ۵ ਉᨕḩ äᯕ໑  ᯱɩᯕ┩

              

#
ܚ7KRPVRQ5HXWHUV೨իӢ



ᨱෙᄡ࠺ᖒ᭥⨹ᮥĞĥ⧁⦥aᯩ݅

Ӝ݉  ਡ੮ ш҄ ೨ۏҡ ߒؼೱ ڎহ סң ۼअஃҾ ైത

ə్ӹ ྙᱽ۵ ŝᯪᔾᔑ ܆ಆᮥ ᅕᮁ⦽ ᔑᨦᨱ  ⦽ݡᵲ
ǎᱶᇡ᮹Ǎ᳑᳑ᱶḡᩑ॒ᮝಽᯙ⧕ɡಽჭᱽ᳑ᨦĞ

3

ʑa ࢵ⪵ࡹŁ ᯩᮝ໑  Ğᰢᱢᯙ aĊᯙ⦹ ᦶಆᨱ ⇽י



ࡹŁᯩ݅۵ᱱᯕ݅



ਡ੮ш҄अ ધ
ਡ੮अஃҾദਹअ

3





እಾ ᱶᇡ᮹ Ğʑᇡ᧲ᮝಽ ᵲǎᯕ Ğ₊යᮥ ⦝⧁ ᙹ ᯩ



ᮥḡ ༉ӹ  ᵝᄡ ᝁ⯆Ŗᨦǎᯕӹ ᬱᯱᰍ ᮹᳕ࠥa׳



ᮡ ᝁ⯆ᰆᮝಽ ᵲǎ ŝᯪ⚍ᯱ᮹ ⬥ᮁ᷾ᯕ ᱥaࢁ ᗭ









ḡa ᯩ۵äᯕ݅ᝁ⯆ǎ ᱽ᳑ᨦ᮹ aĊ Ğᰢᯕ ᝍ⪵ࡹ





Ł ᵲǎ ʑᨦ᮹ ᇡ₥ ⇶ᗭ ॵ౩ქญḶ  ᦶಆᮝಽ ᬱᯱᰍ



ᙹaࢵ⪵ࢁa܆ᖒᮥ႑ᱽ⧁ᙹᨧʑভྙᯕ݅


              

#

ܚ7KRPVRQ5HXWHUV೨իӢ
ਡ੮अஃࡄૄֵੁҾ٦ۨ؊ࡄైതшшૄಭӚ

ᝅᱽಽ ᵲǎ᮹ ᔾᔑᯱྜྷa᪡ ᔑᨦᔾᔑᮝಽ ⇵ᱶ⦽ ᱽ᳑
ᨦ᮹ a࠺ශᮡ ḡӽ ֥ ɡಽჭ ɩᮖ᭥ʑ ᯕ⬥ ᙹᵡᮝ



ಽ ਉᨕḥ äᮝಽ ӹ┡ӹŁ ᯩ݅ ੱ⦽ ᵲǎ ☖ĥǎᯕ


G

ࢹṙ  ၙǎ ɩญᯙᔢᯕ ᩢᬱ⯩ ݉⧪ࡹḡ ᦫ۵ ⦽ ᯕᨱ

đǎɡಽჭĞʑ᮹⦹ႊ᭥⨹ŝ☖⪵a⊹᮹ᄡ࠺ᖒ᭥

⦽ݡᬑಅaᯱɩᰆ᮹ᯝᱢᯙᡁฝᮥʑ⧁a܆ᖒ

⨹ᨱ ᯝᱶ ᇡᇥ Ñญෝ ࢱ۵ ᱥఖᯕ ၵ௭Ḣ⧕ ᅕᯙ݅

ࠥᩝࢱᨱࢱᨕ⦽݅✚⯩ᱡɩญʑ᳑aᰆʑ⪵ࡹ໕

ᯕ్⦽ ₉ᬱᨱᕽ ݚᇥe ᮁಽ⪵ӹ ᨵ⪵ ⢽ ᯱᔑᮝಽ

ᕽɡಽჭᮁ࠺ᖒᯕ ⣮ᇡ⧕Ჭ݅۵ ᱱᮥᔾb⧕ᅕ໕ ᗭ

ǎ⦽⧕ᱲɝ⦹۵⠙ᯕᅕ݅⠙ᦩ⦹í۱͕ḥ݅

᭥⋱ญ✙౩ᯕऽ DBSSZUSBEF ᮹ℎᔑa܆ᖒᮥᦿᮝಽ

G

ᵝ⧕ᅝ⦥aᯩ݅

Ӝ݉  ৌ ਸ਼܇ത ٫ਿ ܇ல݅ ౩۲٢ ଡ଼࢛ ਮഁੂ ഋ

ᝅᱽಽ ɡಽჭ ᱡɩญ ☖⪵ෝ ₉᯦⦹Ł Łɩญ ☖⪵ෝ

3

ல݅ ౩۲٢ अ৶ ైതъ ࢤңңҏ



⚍ᯱ⧁Ğᬑ᮹aᔢᱢᯙᙹᯖශᮥ᮹ၙ⦹۵⋱ญ✙౩ᯕ



ऽḡᙹa⦹⦹Ł ᯩ݅ᯕ۵ᝁ⯆ǎ᮹ ᄡ࠺ᖒ ᭥⨹ŝ



ၙǎɩญᯙᔢĞĥqᯕᵲℊࢁĞᬑᦩᱥᯱᔑᮝಽ᮹݉



ʑᱢᯙ ᡁฝᯕ ӹ┡ԁ a܆ᖒࠥ ႑ᱽ⧁ ᙹ ᨧᮭᮥ ᮹ၙ



⦹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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ࢤңңҏшۨधҍਕல݅౩۲٢أध೨ۏरೱ؆ైതє࣋







G
Ӝ݉  ࣀ ਸ਼ۭåर ࢤ؊ં ਕਮի ٍത लചш ֬ஃ





3






ࠢ߁
ࣀట
(0($





ࣀਸ਼ۭ
ճ߁
ल൦र




































#



ܚ%ORRPEHUJ(3)5೨իӢ
ઁӢ݅ైതܽਜ਼ೱҔӢ݅ైതܽೱࢼঽסшࢤअअ







ᕽ ᇥʑ ᯱᔑ႑ᇥᨱ ᯩᨕ ๅⓍಽ šᱱᨱᕽ۵ ᝁ



⯆ǎᅕ݅۵ ᩍᱥ⯩ ᖁḥ ᮁŝ ᖁḥ ᦥᦥ ḡᩎ᮹ ༉




ູ□ᯕ ᔢݡᱢᮝಽ ᬑ᭥ᨱ ᯩ݅Ł ᩍĉḥ݅ ⦹ḡอ ᝁ
⯆ǎ᮹ ᇩ⪶ᝅᖒᯕ ࡹ⇽יᨕ ᯩŁ ᱥၹᱢᯙ Ğʑᖁ⧪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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ᙹ᮹ ࢵ⪵ ᝁ⪙ॅᯕ ӹ┡ӹŁ ᯩ۵ อⓝ ᭥⨹ᯱᔑᮥ ᱱ

ಾ  ݷއయ њࣀ סلҡ Ҿш סઃߒંਿ ܇я࣡

₉ᵥᯕ۵ႊ⨆ᮥ⇵⦽݅

ӧݷއయ
ਕࣀइਮ

ᩍʑᨱ ⋱ญ ✙౩ᯕऽ ℎᔑŝ zᮡ ⪹ᰆ᮹ ᄡ࠺ᖒ

VW

ࣀਸ਼ۭ

س ۖध ݍؤఆ धਧ ؤ
ೢې٢ ഄш݅ ವې٢

᭥⨹ᮥ ႊᨕ⦹۵ႊჶࠥzᯕ Łၝ⧕⦽݅ၙǎ ɩญ

QG

ࣀట

ࠎ ݶ زर

ᯙᔢŝ ᝁ⯆ǎ Ğʑࢵ⪵a ฿ྜྷಅ ᬱ⪹ ్ݍᮉᮡ 

ܚ2(&'೨իӢ

ᇥʑᨱᬱݡಽᖅäᮝಽᩩ⊂ࡹʑভྙᯕ݅




Ҿш

#



G
Ӝ݉  ਮഁҡ अੂяও೫ҍਕഥ੬Ҿ ހઃ഻ш ш੬ ਸ਼ݘ

,2(&' ҍӧࣀअ৶ ш ࢤयܵ ܇ಂࠃ೪ 
ҍӧҾࣀ ࠃހചز
ᅙŁᨱᕽ۵ ๅⓍಽ šᱱᨱᕽ ḡᩎ ၰ ǎaᄥ ๅಆࠥෝ
❱ᄥ⦹ʑ ᭥⧕ እƱᱢ ฯᮡ ǎaෝ ⍅ქ⦹Ł ᯩ۵
0&$% Ğʑᖁ⧪ḡᙹෝ ᔍᬊ⦹ᩡ݅ ʑᅙᱢᮝಽ 0&$%
Ğʑᖁ⧪ḡᙹa ၵ݆ᮥ ┩⦝⦹ᩍ ᔢ⦹۵ ǎ໕ᨱᕽ ᵝ
ᮥ እ⦽ ᯱᔑᰆ᮹ ᖒŝa ᳬᮥ äᯕ۵ aᱶᮥ
⦹Ł ᯩ݅ ᕽ ᯱᔑᰆ᮹ ᖒŝa ᬒ⦽ Ğʑǎ໕
ᨱ᭥⊹⦽ḡᩎ⪚ᮡǎaᨱ↽ᬑᖁ⚍ᯱᙽ᭥ෝᇡᩍ⧁
ᙹ ᯩᮥ äᯕ݅ ݅อ ᄡ࠺ᖒ ᭥⨹ᯕ  ᦥ׳ᬱɩ ᗱᝅᯕ
ၽᔾ⧁ a܆ᖒᯕ ᯩᮥ Ğᬑ  ᙹᯖශᯕ ׳ࠥ ၵ௭Ḣ
⦽⚍ᯱݡᔢᯕ ࢁᙹ۵ᨧ݅ᕽᙹᯖශᐱอ ᦥܩ

#
2(&'ࣀअ ·6'ੂҡҡଢ଼ӧઽਿࣂ܇ઉ
ܚ2(&'೨իӢ

ᄡ࠺ᖒ᭥⨹ᮥ࠺ᨱqᦩ⧕อ⦽݅
ḡӽ֥ᯕ⬥0&$%Ğʑᖁ⧪ḡᙹ᪡.4$*ḡᙹ᮹
}ᬵ ᔢශᮥ ❱ᄥ⦽ đŝ  ᩩᔢݡಽ Ğʑᔢǎ໕ᨱ
ᕽ ᔢݡᱢᮝಽ ᦩᱶᱢᯕŁ ׳ᮡ ᙹᯖශᮥ Ñࢹ ᙹ ᯩᨩ
݅ ݅อ 0&$% Ğʑᖁ⧪ḡᙹa ⢽ᵡ⠙₉᮹ ᔢ݉ 

G
Ӝ݉  ഥ੬࣋ш ٍ ࣡തلҔ  ס2(&' ҍӧࣀअ
2(&'

ಾઽನ



4% ᮥչᨕᕽ۵ŝᩕǎ໕ᨱᕽ۵ᄡ࠺ᖒᯕⓍÑӹᙹᯖ



ශᯕ ɪĊ⯩ ᦦ⪵ࡹ۵ ༉ᮥ ᅕᩡ݅ੱ⦽ ⢽ᵡ⠙₉⦹



݉  4%  ᦥ௹ಽ ԕಅ᪅۵ ⋉ℕǎ໕ᨱᕽ 0&$% ᖁ

ಾઽನ






⧪ḡᙹa ၹ॒⦹۵ Ğᬑ }ᬵ ᙹᯖශᯕ ᩍ┡ Ğʑǎ໕



ᨱእ⧕aᰆᦹ׳ḡอᄡ࠺ᖒ᭥⨹ᩎๅ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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ல݅
౩۲٢ ଡ଼࢛ ш ࣉרઆѲ

, ਕ݅ סல݅ ౩۲٢ ଡ଼࢛  ੂސӧ೪
ၙǎᯕ ɩญෝ ญŁ ᝁ⯆ǎ Ğʑa ᇩᦩ⧁ ᙹಾ ⋱ญ
✙౩ᯕऽ᮹ℎᔑᯕᯝᨕӽ݅۵ەᜅaᝍᝍí ॅฑ݅
⋱ญࠥ ✙౩ᯕऽࠥ Ԑᖁߑ ℎᔑᯕݡࠥ  ܩℕ ᯕ ᅖᰂ
⦽ᬊᨕaaᲙ᪅۵∊Ċᯕᨕਜʙ௹ɡಽჭ⚍ᯱaॅᯕ
Ğĥ⦹۵ḡǢɩ⦹݅
⋱ญ ✙౩ᯕऽ۵ ǎae᮹ ɩญ₉ෝ ⨆ᮁ⦹۵ Ñ௹݅
ᕽ ɩญ₉a ᳢⩡ḡÑӹ Ğʑa ᇩᦩ⦹໕ ᵲ݉ࡹ۵
ᗮᖒᮥ aḥ݅ ḡӽ ֥ ၙǎᮡ ɩญෝ ᯙᔢ⧩Ł ֥
अᦥᦥ۵ ⪹᭥ʑෝ฿ᯕ⧩݅ ᨵ⋱ญ ✙౩ᯕऽℎ
ᔑᮝಽ ᨵ⪵ a⊹a ɪ॒⧩݅ᨵ⪵ෝክಙǎa᪡ʑ

ࢹṙ ɡಽჭ ᮁ࠺ᖒᮡ ᖁḥǎॅ᮹ ☖⪵ᱶ₦ŝ ᩑđࡽ
݅ ḡӽ ֥ ɩᮖ᭥ʑෝ ɚᅖ⦹۵ ŝᱶᨱᕽ ࠺ᬱࡽ
ส ⦽ݡᇡ᧲₦ᮝಽ ᱥᖙĥ۵ ᱡɩญ ☖⪵ॅᯕ ฯᦥᲭ
݅ ᯱᩑᜅí ⋱ญ ✙౩ᯕऽa ⪽ၽ⦹í ḥ⧪ࡱ݅
ӹቭಽ ᄡ⪵a ᯝŁ ᯩ݅ ၙǎᯕ ᩑԕ ɩญ ᯙᔢᮥ
ᵡእ⦹Ł ᯩ݅ ᮁŝ ᯝᅙᮡ ⇵a ᪥⪵ᱶ₦ᮥ ⠝⊽
݅Ł ⦽݅ ɡಽჭ ᮁ࠺ᖒ᮹ ⇶ᗭʭḡ۵ ᦥܩࠥ
ᯝั᮹ᄡ⪵aqḡࡹŁᯩ݅
Ҿᮝಽ ᭥⨹ᯱᔑ ᖁ⪙۵ ᝁ⯆ǎ Ğʑ᪡ Ḣđࡽ݅ ↽ɝ
ᝁ⯆ǎ Ğʑ ᇡḥŝ ⧉̹ ᝁ⯆ǎ ☖⪵a⊹a í ⦹
⦹Ł ᯩ݅ ᝁ⯆ǎᨱᕽ᮹ ᯱɩ ᯕ┩ࠥ ɪĊ⦹í ӹ┡
ӹŁ ᯩ݅⋱ญᯱɩ᮹᳦₊ḡᯙ ᝁ⯆ǎ Ğʑ᮹ ᇡḥᮡ
⋱ญ✙౩ᯕऽ᮹ℎᔑᮥᇡ⇵ʕ݅

ᨦॅᯕ ࠥᔑ⧩݅ݚ⦽ǎࠥᨵ⪵ ኼᮥ q⦹ݚḡ ༜⦽



ᙹฯᮡ ʑᨦॅᯕ ྕթᲭ݅ ֥ ᬵ ᨵݡእ ᬱ

, ߁Ҿ Ӣ݅ࢤ ӧ؊ ܇છࡄਔ ࢤय իకի

⦹⪹ᮉᯕə⧕ᬵ ᬱʭḡᔢ 

ၙǎ᮹ɩญᯙᔢᮡ⋱ญ✙౩ᯕऽ᳑ݍእᬊᔢᮥ᮹ၙ



⦽݅ ၙǎ᮹ ☖⪵ᱶ₦ᮥ đᱶ⦹۵ ᩑႊᵡእ᭥ᬱ⫭

, ல݅ ౩۲٢ ଡ଼࢛ છѮ ࣋ ш

'0.$ ۵ ᬵ ᯝ ŝ ᬵ ᯝ  ࢱ ჩ ԉᦹ݅ ᵲ
ǎĞʑᇡḥŝzᮡݡᱢᯙᇩᦩqᯕᯕᨕḡŁᯩḡอ

⋱ญ✙౩ᯕऽ᮹ℎᔑᮡᖙaḡ᳑Õᵲ⦹ӹࠥ∊᳒

᪥ᱥŁᬊᨱɝᱲ⦽ᝅᨦශŝᰁᰍᱢᯙྜྷaᔢᩍಆ॒

⦹໕ၽᔾ⦽݅ℌṙ ᳑⪵☖ݍ᮹እᬊᔢࢹṙ ɡಽ

ၙǎ᮹Ğʑෝqᦩ⦹໕ ᩑัɩญᯙᔢa܆ᖒᯕ݅׳

ჭᮁ࠺ᖒ⇶ᗭᖬṙ ᭥⨹ᯱᔑᖁ⪙⬥♕॒ᯕ݅



ຝᱡ ᳑ ⪵☖ݍእᬊᮡ ၙǎ ɩญᯙᔢŝᩑšᯕᯩ݅ၙ

Ӝ݉  ߁Ҿ Ӣ݅ࢤ ӧ؊ۨ ߁ ܇ത છࡄ ਔ ࢤय

ǎ᮹ɩญᯙᔢᯕḥ⧪ࡹ໕⋱ญ✙౩ᯕऽ᮹᳑⪵☖ݍ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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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ݍ₉᯦ ᳑ ݍእᬊᯕᔢ⧁ᙹၷᨱᨧ݅

ࠋ݅ۨӢ݅
ਸ਼ࠋ݅܇Ӣ݅
ৌ݅ࠋ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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ḡӽ⧕ ᯱᔑๅ᯦ ᵲ݉ᮥ ᮹ၙ⦹۵ ▭ᯕ⟝ย ᳦ഭ ᯕ⬥
ၙǎ ɩญᯙᔢ a܆ᖒᯕ ᦥ׳ḡ໕ᕽ  ్ݍ᳑ ݍእᬊᯕ
⇵ᖙᱢᮝಽ ᔢᖙෝ ᅕᯕŁ ᯩ݅ ǎᱽ ᯱᅙᰆᨱᕽ
ၙ⪵్ݍෝክญ۵ߑḡ⇽⦹۵እᬊᯕᦥ׳ḥäᯕ݅


, ࢤ೪ ైതઉਿ ܇ਸ਼ ࣉؼഥ੬ ࠂത я

, ல݅ ౩۲٢ ଡ଼࢛ шࣉר ؊ࡄ೫ ೣ
⋱ญ ✙౩ᯕऽ᮹ℎᔑ a܆ᖒᮥĞĥ⧁⦥aᯩ݅ᝁ
⯆ǎᨱᕽ᮹ ᯱɩᯕ┩ a܆ᖒᯕ ᱱ₉ ᦥ׳ḥ݅ ✚⯩ ᝁ
⯆ǎŝ ᖁḥǎ᮹ Ğĥᨱ ״ᩍ ᯩ۵ ⦽ǎ᮹ ɩᮖᰆᮡ
⧕ ᯱɩ ᮹᳕ࠥa Йᵡ⯩ ᦥ׳ḥ ᔢ⫊ᯕ݅ ǎᱽᯱᅙ
ᯕ࠺ᨱ ෙ ᄡ࠺ᖒ ⪶ݡෝ ݡእ⦹໑ ⚍ᯱᨱ ӹᖅ ⦥
aᯩ݅

ၙǎ᮹ ⧪ᅕ᪡ ݅í ᮁŝ ᯝᅙᮡ ᩍᱥ⯩ ⇵a ☖⪵
᪥⪵ෝᔍ⦹Łᯩ݅۵ᱱᨱᕽɡಽჭᮁ࠺ᖒ᮹ɪ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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Ӝ݉  ਮഁ࢛ ࣀച ഻్ ܇ल൦Ҿ Ӣఘ шത 

qᗭ a܆ᖒᮡ ᱢ݅ ɪ᯲ᜅ ⋱ญ ✙౩ᯕऽ᮹ ℎᔑᯕ

છۨ

ӹ┡ӽ݅Ł ᅕ۵ äᮡ ྕญa ᯩᮥ ᙹ ᯩ݅۵ 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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ᔢ⦹Łᯩ݅݅อ ၙǎ᮹ ɩญᯙᔢᯕ⬥ ᪥อ⦽ ᯙᔢ








ᗮࠥaᩩᔢࡽ݅۵ᱱᨱᕽ⋱ญ᳑ݍ᮹ᇡݕᮡᯝᱶ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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ᩍᱥ⯩ ᮁŝ ᯝᅙᮡ ᮁ࠺ᖒ Ŗɪᮥᯱ⦹Łᯩ݅đ



ǎ ⋱ญ ✙౩ᯕऽ᮹ ᙹᯖශŝ Ḣđࡹ۵ ᝁ⯆ǎ Ğʑa

ಾ   ल൦Ҿ٦ ல݅ ౩۲٢ ਸ਼ ࠂؼ

ᵲ⦹݅ᇩŝ ֥ ᱥᮝಽ ĥෝ ࠭ಅᅕ໕ ⋱ญ ᯱɩ



᮹ ༊ᱢḡᩡ ᝁ⯆ǎ Ğʑ۵ Žᦹ݅ Ğᱽa ᖒᰆ⦹
໑ ᝁ⯆ǎ ✚ᮁ᮹ Łɩญa ݕᅕࡱŁ ☖⪵ࠥ vᖙෝ 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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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ḡอ ↽ɝ ᝁ⯆ǎ Ğʑ۵ ᇡḥᮥ չᨕ ᭥┽ʑʭḡ
⦹݅ ᖒᰆᖒŝ ᩑđࡹ Łɩญ᮹ ๅಆᮡ ☖⪵a⊹ ⦹

ಽᱩၹᯕᔢ⦹⧩Ł⪙ᵝ్ݍ۵ᩑⅩݡ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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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อ  ᵲǎᱶᇡaᱶ⊹ᱢᯕ⧕šĥ᪡Łᬊᇡݕᮝಽ ݉ʑ

ᇥʑ ᵲǎ ┱ႊᮥ ☖⧕ ᔢၹʑ ᱶ₦ ʑݡqᨱ aಅ
Კ ᯩ ᵲǎĞᱽ᪡ ᷾᮹ Ǎ᳑ᱢᯙ ྙᱽෝ ᰍ₉ ⪶ᯙ
⦹Ł᪵݅ ᱥၹᱢᮝಽ ḡӽ ᇥʑ᪡ ᇥʑ ႊྙŝ

e᮹ Ł☖ᮥ qᙹ⦹۵ Ǎ᳑᳑ᱶŝ ᇡ₥ᱶญෝ ᖁ┾⦹ḡ
ᦫŁᯩ݅۵ᱱᨱᕽ⚍ᯱ᪡ᙹ⇽ĞʑᵲᝍᮝಽĞʑࢵ⪵
ᦶಆᯕ᯲ḡᦫᮭᮥᯙᱶ⧩݅

ݡእ⦹ᩍ ⩥ḡ ɩᮖʑš᮹ Ğᱽ᷾ᨱ  ⦽ݡᯱᝁqŝ

✚⯩  ֥ʭḡ ŝᯪ⚍ᯱ᪡ ॵ⥭౩ᯕᖹ ᦶಆ  ᇡ࠺ᔑ

ᱶ₦ ᝁࠥa ฯᯕ ਉᨕḥ ۱ӭᮥ ၼᦹ݅ ✚⯩  ⩥ᰍ

ᰆŝ ᙹ⇽᮹ ᱽ⦽ᱢᯙ ⫭ᅖ  ᗭእ᪡ ᕽእᜅᨦ᮹ čᯙ

ᵲǎᱶᇡaᝁᖒᰆ࠺ಆᮥ⪶ᅕ⦹ʑᱥʭḡ≉⦹Łᯩ۵

ಆᇡ᳒ᮥၹᱥ┍ᙹᯩ۵ᱶ₦ᦩݡᯕฯḡᦫᦥᖒᰆ

᪥อ⦽ Ǎ᳑᳑ᱶŝ }⩢  Ḣᱲɩᮖ ᵝŝ ₥ǭᰆ ᮥ

ශᨱ⦽ݡᱥᯕĥᗮ⦹⨆᳑ᱶࡹŁᯩᨩ݅

☖⦽ ॵ౩ქญḶ ᇡ₥⇶ᗭ᪡ ᯕᱥ ࠥ۵ Ǎ᳑ᱢᯙ ŝᯪ
⚍ᯱ᪡ᇡ₥ྙᱽಽᯙ⧕ࢵ⪵ᦶಆᨱ⧕ᯩ۵ᝅྜྷĞ
ᱽ᪡ ᷾ ᝅᱢ ⊂໕ᨱᕽ۵ ᖒŖᱢᮝಽ ⠪a⦹ʑ۵ ᨕಅ
ᬭᅕᩡ݅

ᔢၹʑ ⣮ᇡ⦽ ᮁ࠺ᖒᮥ ʑၹᮝಽ ᝁĞᱽ᪡ }⩢ʑݡᨱ
႑❦⧩ ᵲǎ᷾۵ ᱶᇡᱶ₦ŝ }⩢ᨱ } ⦽ݡᯙ⚍ᯱ
ᯱ᮹ ᝁa ̟ᯕ໕ᕽ ᯱɩᯕ┩ᇡݕᯕ⍅ ᅕᩡ݅ ݉ʑ
ᱢᮝಽ ☖⪵᪥⪵ ᱶ₦  ᇥʑ ᱶ₦ᯕᄅ✙  ⩶ݡᵝ᮹

⩥ḡᨱᕽ۵⩥ᰍᵲǎĞᱽᔢ⫊ᮥĞ₊යŝᩑ₊යᯕᦥ

aĊີญ✙ᨱ⦽ݡʑݡಽʑᚁᱢᯙၹ॒ࠥෝᩩᔢ⧩

ܭᵲ ⿱ ᖒᰆᨱaʭᬕäᮝಽ⠪a⦹Łᯩᨩ݅ᷪbᱢ

ḡอ  ⚍ᯱᝍญ⫭ᅖŝᝅᱢᰆᖙᱥ⪹ᮥ☖⦽⇵ᖙ ၹᱥ

ᯙ Ğʑ Ğ₊යญᜅⓍ۵ ᩍᱥ⯩ a܆ᖒᯕ ԏŁ  ᵲǎᱶ

ᨱ ⪶ ⦽ݡᝁᮡ ᧞⧩݅ ԕᙹᰆᮡ Ǎ᳑ᱢᯙ ᄡ⪵ ᖁ┾

ᇡ᮹ݡ᮲ᩍಆᯕᩍᱥ⯩∊ᇥ⦹݅Ł⠪a⧩݅

ᗭእᰍᗭእ㑚ᖙݡᝁᗭእ᪉ᯙᗭእ ᨱ⦽ݡʑݡ
⊹۵ ᩍᱥ⯩ ᦹ׳ḡอ  ݉ʑᱢᮝಽ ᧲ᱢ ᖒᰆᖙ᮹ ࢵ⪵



᪡aĊĞᰢĊ⪵۵Ğĥ⧁ᇡᇥᮝಽ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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Ӝ݉ ֣ ೨ߒӧ ऴޥҍઋ৶ र  ߒؼ೨ ࣋ۏ
3


ࢤೱણ೮ ધ

ऴ*'3ࣉ੬ܵ ਕ

Ӝ݉ ֣ ࢤߒӧ ࢼࡄधূ Ӣূ ࣉ੬ӧ زӣ٫ 
<R<

<R<

֣

֣ ࠣӧ

֣ ࢤߒӧ








































               











 ࢛ূ

#

(&ܚ,&೨իӢ



 ࢛ূ

Ӣ

#

(&ܚ,&೨իӢ


Ӝ݉  ೨ߒӧ ઋછূҡ ࢼࡄधূ ҍӧ  ߒؼ೨ࢤৢ ۏ






,֣ ࢤߒӧࣉ ز੬ܵ ٍത ҏ نш ࣉר

ઋછূ30,

ࢼࡄधূ30,



ຝᱡ  ɩჩ ┱ႊᨱᕽ ݚᔍ᮹ ᵲǎĞᱽ᪡ šಉࡽ ḩྙᮡ



Ⓧí aḡಽ ᧞ࡽ݅ ᯕ۵  ֥ ᔢၹʑ ᖒ




ᰆ᮹ḩŝ ᕽእᜅᨦŁᖒᰆᨱ ⦽ݡ⠪a   ֥Ğ



ʑႊ⨆ᖒŝᄡᙹ   ᵲǎᱶᇡ᮹ ᱶ₦ᖁ┾ᨱ  ⦽ݡ⠪a




ᩡ݅




ℌṙ  ⩥ḡᨱᕽ۵ ֥ ᔢၹʑ  ᖒᰆ᮹ ԕᬊᨱ ݡ



⧕ᕽ ᯝᇡ ᪽łᯕ ᯩ݅۵ ᮹čᮥ ⦝ಆ⧩݅ ᔢၹʑ ₉

        

ᔑᨦ ᱽ᳑ᨦ ŝ ₉ ᔑᨦ ᕽእᜅᨦ ᮡ bb ᱥ֥࠺ʑእ
᪡  ᖒᰆ  ᱽ᳑ᨦᮡ ĥᗮ ࢵ⪵ࡽ ၹ໕ ᕽእᜅ
ᨦ᮹ ᖒᰆශŝ ʑᩍࠥ  ᖒᰆශᨱᕽ ᧞ Q ʑᩍ a
Ⓧíᔢ⦹۵༉ᮥ ᅕᩡ݅ ֥ᮥʑᱱᮝಽ ᕽእ
ᜅᨦ᮹ (%1 እᵲᯕ ᱽ᳑ᨦᮥ Ⅹᬵ⦹໕ᕽ Ǎ᳑ᱢᮝಽ
Łᬊŝᇡaa⊹⇽ʑᩍࠥaᦥ׳ḡ۵ᇡᇥᮥᯙᱶ⧩
ḡอ  ֥ ᔢၹʑ᮹ Ğᬑ ᱥℕ ᕽእᜅᨦ ᵲ ɩᮖᨦ
᮹ ʑᩍࠥa Qᨱ ᮂၶ⦹໕ᕽ ᔢၹʑ ᷾ǭᨦ ⪙⫊ᯕ
ᔢݚᇡᇥၹᩢࡹᨩ݅۵ᱱᮥᇡᯙ⦹ḡ༜⧩݅ 

#

(&ܚ,&೨իӢ



ࢹṙ ֥ ᔢၹʑʭḡ Ğʑࢵ⪵ ᦶಆᯕ ĥᗮࢁ äᮝ
ಽ ⠪a⧩݅ ⩥ḡᨱᕽ ᱽ⦽ Ğʑࢵ⪵᮹ ᬱᯙᮡ ᵝಽ
Łᱶ⚍ᯱ ᙹ ᇡḥ  Ŗɪŝᯪᮝಽ ᯙ⦽ ᰍŁ᳑ᱶ ᦶಆ 
ɡಽჭᙹ ᭥⇶ ᙹ⇽ ᯕᨩᮝ໑  ᯕᵲ Łᱶ⚍ᯱ ࢵ⪵ᨱ
⦽ݡᬑಅa aᰆ ⍅ ᅕᩡ݅ ᯝ݉  ᩑัʭḡ ᵲǎ᮹Ł
ᱶ⚍ᯱ᮹ෝǍᖒ⦹۵⚍ݡᯱ ᱽ᳑ᨦᇡ࠺ᔑ}ၽ
ᱶᇡ40$ ᮹ ᖁ⧪ḡ⢽a ⪶⯩ ࠭ᦥᕽḡ ᦫᦹᮝ໑  ᱶ
ᇡ40$a ⨆⬥}ᬵe ᰍᱶᱶ₦ v⪵ಽᯙ⧕ ၹ॒⦹

đǎ ֥⦹ၹʑ᮹ɩᮖʑᩍࠥ⦹ŝ֥ᔢ

ࠥ ʑ┡ ⚍ᯱ᮹ ⇵ᖙᱢᯙ ⦹vᦶಆᮥ สʑ ᨕಅᬙ ä

ၹʑ ᇡᱶᱢᯙ ʑᱡ⬉ŝa ᯲ᬊ⦹໑ ᕽእᜅᨦ᮹ ᖒᰆ

ᮝಽᩩᔢ⧩݅

ʑᩍࠥ۵ Ⓧí ԕಅi äᮝಽ ᱥ⧩݅ zᮡ ʑe ᱽ
᳑ᨦ ᖒᰆශ᮹ ⇵ᖙᱢᯙ ၹᱥᯕ ᨕಖ݅۵ ᱱᨱᕽ
֥ʭḡݡᖒᰆශᮡḡᗮࡹʑᨕಅᬭᅕᩡ݅


✚⯩  ᇡ࠺ᔑ }ၽ⚍ᯱ۵֥ Ñ௹పŝ aĊ ၹ॒ᨱ
ࠥ ᇩǍ⦹Ł  ḡႊࠥ ᖁ ᯕ⦹ ᮹ ٥ᱢࡽ ᵝ┾ᰍŁ
ᇡݕᮝಽᯙ⧕ ၹ॒ a܆ᖒᮥ ԏí ᅕŁ ᯩᨩ݅ ᯕၷᨱ
G

ᱽ᳑ᨦ᮹ Ğᬑ ֥ᯕ չ۵ ᰍŁ᳑ᱶ ᔑᨦᔾᔑŝ ᰍŁ᷾
aᮉ ࠺ၹ ࢵ⪵ ᨱࠥ ᇩǍ⦹Ł ᩍᱥ⯩ ᰍŁ᮹ ᱩݡᱢᯙ
ᙹᵡᯕ ׳Ł  ⚍ᯱ᪡ ᙹ⇽ᙹ ᮹᳕ࠥa ࠺⦝ ᦥ׳ᱢᯙ
ᰍŁ᳑ᱶᯕĥᗮࢁäᮝಽᩩᔢ⧩݅ 

, ૄҾर ݒӳ ߁ ߒ ס٫ হۺਘ ઃ ݘ
ᵲǎ᷾ᨱ ⩥ ⧕ݡḡᨱᕽ۵ ᬵ ɪ ᯕ⬥ ⩶ᖒࡽ
ɚ݉ᱢᯙ እšುᮡ Ⓧí ᪥⪵ࡽ ᇥ᭥ʑᩡ݅ ݅อ  ᩑั
ʭḡ ⇵ᖙၹᱥᨱ  ⦽ݡʑ ⊹ݡᩎ ๅᬑ ԏᦥ ᅕᩡ݅
ྕᨨᅕ݅ ᱥℕ Ñ௹እᵲ᮹ ᨱ ᮂၶ⦹۵ }ᯙ⚍ᯱᯱ


Ӝ݉  ૄҾ ؊ Ҕઉ ࣀಾ ೨ ࣋ۏ
<R<

᮹⚍ᯱᝍญᦦ⪵᪡ᯱɩᯕ┩ᯕ⇵ᖙၹᱥ᮹ʑݡqᮥԏ
⇵۵ᯙᯕᨩ݅

ઋછূ ࣂࡄ लә
ێૄঞઉࠡ
ࠡ ࢛ؼњߔलәҟ





Ӝ݉  њ श݅ ਮҡ ઉल زܓӣ 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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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ܚ,&೨իӢ







ᖬṙ  Ğʑࢵ⪵ ᦶಆᨱ ݡ᮲⦹ʑ ᭥⦽ ᵲǎᱶᇡ᮹ ᱶ₦




ݡ᮲ ʑݡqࠥ ࠺ᨱ ᦥ׳ḡŁ ᯩᨩ݅ ✚⯩  ᩑัʭḡ
ᰍᱶᱶ₦ v⪵ᨱ  ⦽ݡʑ⊹ݡa ᦹ׳۵ߑ  ᩑัʭḡ ᵲ
ᦺᱶᇡa Ḳ⧪⦹۵ ↽ ݡ᳑᭥ᦩ Ƚ༉᮹ ᯙ⥥⚍ᯱ ⟡
ऽ᮹ a࠺  qᖙᱶ₦ ᯱ࠺₉Ǎๅᖙᙹ᯦šᖙ ᯙ⦹ ᮥ ☖
⦽ԕᙹᗭእ Ⅺḥᨱ ⪶⦽ݡᝁᯕᦹ׳ʑ ভྙᯕ݅ ੱ⦽ 
zᮡʑeᯙၝᮡ⧪᮹⇵aᱢᯙ☖⪵᪥⪵ᱶ₦ࠥᩩᔢ⦹
Łᯩᨩ݅











#

(&ܚ,&೨իӢ


⩥ḡᨱᕽ۵ ֥ ⦹ၹʑ ᯕ⬥ ᵝaᔢ᮹ ʑᱡᨱ۵
}ᯙ⚍ᯱᯱॅ᮹ ᝁᱶᇡ }⩢ ǎᮁʑᨦ}⩢ɩᮖ}⩢ ŝ
ᵲᰆʑᱶ₦ᨱ׳⦽ݡᮡᝁ᪡ǎᱶᨱ⦽ݡḡḡaݕ
ĉᯩᨩᮝӹ ᬵᝁᬊÑ௹Ƚᱽ᪡ၙᙺ⦽ᰆ}᯦ᮥĥ
ʑಽ ⚍ᯱᝍญa Ⓧí ᭥⇶ࡹŁ  ᭥⨹ᖁ⪙ࠥa Ⓧí ⦹

݅อ  vಆ⦽ ᰍᱶᱶ₦ ᯙ⥥⚍ᯱ ᨱ  ⧕ݡᩍᱥ⯩ ᇡ᳒

⧩݅Ł⠪a⧩݅ ᝅᱽಽ ᬵ ᯕ⬥ ḡᙹa  ᯕᔢ

⦽ḡႊᱶᇡᰍᱶᙹ᯦ŝၝeᯱɩᮁ⊹᮹ᇩ⪶ᝅᖒᮥḡ

᳑ᱶ ၼ۵ ʑe ࠺ᦩ Ñ௹పᮡ   ᝁᬊÑ௹Ł۵

ᱢ⦹໑ ᝅḩᱢᯙ ᱶ₦⬉ŝ᪡ Ğʑḥ᯲ᨱ  ⦽ݡ᮹Ǎᝍᮡ

 ᯕᔢ ɪq  ⩥ᰍ ᷾ᨱᕽᯕ┩⦽}ᯙᯱɩᮡ ₥ǭ

ᩍᱥ⯩ ԉᦥᯩᨩ݅ᩍʑᨱ ⨆⬥ၙǎɩญᯙᔢᯕ⬥ᵲ

ᰆŝ ᮡ⧪ǭ 8.1 ᯱᔑšญᔢ⣩ ᔢ⣩ᰆ ॒ ᦩᱥᯱ

ǎ ԕ ᯱᅙᮁ⇽ ᦶಆᮝಽ ᯙ⧕ ԕᇡ ☖⪵ᱶ₦᮹ ⬉ŝa

ᔑᮝಽᮁ᯦ࡹŁᯩ۵äᮝಽ❱݉ࡽ݅

ၹqࢁ ᙹᯩ݅۵ᱱࠥᬑಅ⦹Łᯩᨩ݅ ⩥ḡᨱᕽ۵ᵲ
ᰆʑᱢᮝಽ ↽Ł᮹ ᱶ₦ݡ᮲ᮡ ၝeĞᱽᨱ ࠦᱱᔑᨦᮥ
}ႊ⦹۵ ᰆ⪵ }⩢ŝ ǎᮁʑᨦ }⩢ ၰ ŝᯪᔑᨦ Ǎ
᳑᳑ᱶᯕ۵ ᮹čᯕ ḡ႑ᱢᯕᨩḡอ  ᱶ₦ Ḳ⧪ᗮࠥᨱ
⪶⦽ݡᝁᮡᩍᱥ⯩ԏᦥᅕᩡ݅



đǎ  ᩑัʭḡ ᯙၝᮡ⧪᮹ ⇵aᱢᯙ ☖⪵᪥⪵ ᱶ₦ŝ
ɩญ⦹ a܆ᖒ  ₥ǭᰆ ⪽ᖒ⪵ ݡ₦ᮝಽ ᯙ⧕ ₥ǭ
ᰆ᮹ vᖙ a܆ᖒᮡ ᦥ׳ḥ ၹ໕  ᷾۵ }ᯙ⚍ᯱᯱ
ɩ ᅖȡᨱ  ⦽ݡᇩ⪶ᝅᖒᮝಽ ᯙ⧕ ᮁ࠺ᖒ ᰆᖙa ᰍ⩥
ࡹʑ۵ᛞḡᦫᦥᅕᩡ݅

⩥ḡᨱᕽ ᱽ⦽ ᔢ⧕᳦⧊ḡᙹ᮹ ᩑั ᩩᔢ ႕ऽ۵

 ʑ᳕  ಽ ⦹⨆᳑ᱶ⦹Ł  A֥ ᔢၹʑʭḡ

 Q Qᙹᵡᯕᨩ݅ ḡᙹ᮹ ᔢᯙᮝಽ۵  

ᱽ᳑ᨦ᮹ ٥ᱢࡽ a࠺ශ ⦹ŝ ᨦ⫊ᇡḥᮝಽ ʑᨦᇡ₥

ᇥʑ ᰍᱶḡ⇽ŝ ☖⪵᪥⪵ᱶ₦ ɩญ⦹    ᬵ

᪡ᝁᬊ᭥⨹᮹ᔢᨱ⦽ݡĞĥࠥv⪵⧁äᮥǭŁ⦽݅

ᵲ⦹ᙽ ₉ᵲᱥ⫭ᨱᕽ ᱽࡹ۵ ₉}֥ ĥ⫮ᦩ


Ӝ݉ ֣֣ ࣉ੬ܵ ઃݘ ೨છઉ 

॒ᱶ₦▭ษᵝᔢᮥᱽ⧩݅ၹݡಽ ḡᙹ⦹ᯙ
ᮝಽ۵ ᵲᗭ⩶ᵝ᮹׳ᮡaĊᇡ ݕŁ1&3  ᩑัᯕ

<R<

ᱥᵝŖɪᰍ}᪡݉ʑ ᷾ᦩᱶݡ₦ ℁⫭a܆ᖒ  



ၙǎ ɩญᯙᔢŝ ᝁ⯆ǎ ᯱᅙᮁ⇽ ᇡ॒ ݕᮥ ᱽ⧩݅



ݚᔍ۵ᩑัಽiᙹಾ⦹ᯙᯕᬒᬑᖙ⧕ḡ໕ᕽḡ

ऴ*'3ࣉ੬ܵ ઃݘ


 

ᙹᔢᮥᱽ᧞⧁äᮝಽ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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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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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ܚ,&೨իӢ





Ӝ݉ ֣ ࢤߒӧ ҍӧٍത ࠡਔ लਔਮഁ  ҍҏ



<R<







         

ࢮ࢛ޥш ધ 

अ


њ ӧূ ш ܵؼअ ਕ




#

(&ܚ,&೨իӢ







,ࠣӧ ҍઋ৶ र ؊ೱ ࠋअં ңઆ ਸ਼ 



đುᱢᮝಽᩑัʭḡ ᵲǎĞᱽ᮹ၵ݆⪶ᯙ  ᷾᮹ ᱡa



ๅᙹᨱ ⧕ݡᕽ ᅕᙹᱢᯙ ᯦ᰆᮥ ĥᗮ ᮁḡ⦽݅ ᷪbᱢ
ᯙĞʑĞ₊ය᮹ၽᔾa܆ᖒࠥԏḡอ  ⬉ŝᱢᯙ ᱶ₦


             

#

(&ܚ,&೨իӢ


ᦩݡŝ ᯱᔾಆ ᨧᯕ ٥ᱢࡽ ྙᱽಽ Ğʑa ĥᗮ ࢵ⪵ࡹ
Łᯩ݅۵ᱱࠥᇥ⯩ญᜅⓍᯙᯕʑভྙᯕ݅
֥ ᔢၹʑʭḡ Ǎ᳑ᱢᯙ Ğʑࢵ⪵ a܆ᖒ ᱽ᳑ᨦŝ
ᕽእᜅᨦ ࠺ၹ᭥⇶ ᯕ ׳ᮡ aᬕߑ  ᵲǎᱶᇡa ≉⧁ ݉
ʑᱶ₦ ☖⪵ᰍᱶ⪹ᮉ⠪aᱩ⦹ ᮹ᝅᱽ⬉ŝᨱ⦽ݡᇩ⪶
ᝅᖒŝ ᵲᰆʑᱶ₦ ǎᮁʑᨦ}⩢ᯝݡᯝಽ₉}֥ĥ
⫮ ᮹ᱽ⦽ᱢᯙ⬉ŝ॒ᮥŁಅ⧕⧁äᯕ݅⦹ӹɩᮖ
⚍ᯱ۵ ɩჩ ᇥʑ ┱ႊᮥ ☖⧕ ֥ŝ ֥ ᵲ
ǎĞᱽ᮹ ᖒᰆශ ᱥᮥ bb  ʑ᳕  ᪡
G

G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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ᇥʑ ↽ ݡᯕᛩ ᵲ ⦹ӹᩡ ၙǎ ʑᵡɩญ ᯙᔢ ᩍ

ℌṙ  ⦽ǎ ᙹ⇽ŝ ʑᨦ ๅ⇽ᨱ aᰆ ⓑ ᩢ⨆ᮥ ᵝ۵

ᇡađǎᮡᝒâí

࠺đಽҾӹქಙ݅ᩑႊᵡእᱽ

ᵲǎᮥ ᔾb⧕ ᅕᯱ ⦽ǎ ⅾ ᙹ⇽ ᵲ ᵲǎ እᵲᮡ

ࠥ 'FE ۵ ԕᇡᱢᯙ ྙᱽ ᅕ݅۵ ᵲǎᮥ ᵲᝍᮝಽ ⦽

 ᱶࠥ ࡽ݅ ㍺ᵲǎ ᙹ⇽ ᵲ _ ᱶࠥa ᯱ

ݡ Ğʑ ᇩᦩᮥ ḡᱢ⦹໕ᕽ ɩญ ᯙᔢ ʑෝ ၙ

ᅙᰍ᪡ ᵲeᰍಽ Ǎᖒࡹᨕ ᯩʑ ভྙᨱ ᵲǎ᮹ ᙹ⇽

ᨩ݅ᇥʑ ᵝᰆᮡɝᝍŝ ÒᱶÑญa ҫᯕḡ ᦫ

Ğʑaᳬᦥ⦽ǎʑᨦ᮹ๅ⇽ࠥᖒᰆ⦽݅

۵יᝍⅩᔍ 䈜㑬㤀㑽 ᪡zᮡ༉ᮥᅕᯝäz݅

ᵲǎ᮹ ᙹ⇽ Ğʑ۵ ᭥ᦩ⪵ ⠪aᱩ⦹ෝ ݉⧪⧕ ⧁
อⓝ ᨕಅᬕ ᔢ⫊ᯕ݅ ᵲǎ᮹ ᙹa ส⯩݅ ᅕ⦽ ܩ



ǎᱽ᳑ᨦᮡๅ⇽ᅕ݅ᰍŁaí۹ᨕӹŁᯩ݅



⦽ǎ ᱽ᳑ᨦᐱอ ᦥܩ ၙǎ  ࠦᯝ  ᯝᅙ᮹ ᱽ᳑ᨦࠥ



ๅ⇽ ᅕ݅۵ ᰍŁa í ᷾a⦹Ł ᯩ݅ ၙǎ ᱽ᳑



ᨦᮡๅ⇽ ᖒᰆᯕࢵ⪵ࡹʑ᯲⦹໕ᕽᰍŁa ۹ᨕӹ



Ł ᯩ݅ ࠦᯝŝ ᯝᅙᮡ ᯕၙ ᰍŁa ๅ⇽᷾a ᗮࠥෝ
չᨕᕽŁᯩ݅



ᵲǎ᮹ ᙹ ࢵ⪵a ɡಽჭ ʑᨦ ᖒᰆᨱ ᦦᩢ⨆ᮥ ᵝ



Ł ᯩ݅ ᰍŁa ฯᦥḥ݅۵ ᮹ၙෝ ʑᨦ ⊂໕ᨱᕽ ⧕
ᕾ⧕ ᅕ໕  ᱽ⣩ॅ᮹ aĊ ⧁ᯙ ❱ๅa ฯᦥḩ äᯕŁ



ᱥᖙĥᱢᮝಽ ⓑ ⡎᮹ ྜྷప 2  ᖒᰆᯕ ᨧ݅໕ ਉᨕḥ



aĊ 1 อⓝʑᨦๅ⇽ᮡqᗭ⧁äᯕ݅



༉ु ʑᨦ᮹ ᗱᯖĥᔑᕽ۵ ๅ⇽ᧂᨱᕽ ⇽ၽ⦽݅ aᰆ



G



G


ᵲ⦽⧎༊ᮥ้᭥ᨱ״ʑษಉᯕ݅ʑᨦ᮹aᰆᵲ

੮ ݏ࢛ࠣࢽऴ ઃۤ ౻੬

⦽༊ᵲ⦹ӹᯙ ಫᖒᰆಬᯕ ಫᇡḥ᮹܋ಬᨱᕽ⩅ᨕӹ᪅


'XNH#KDQDIQFRPG

ʑᛞḡᦫᦥᅕᯙ݅

Ӝ݉  ೪Ҿ ઋછূ ੮Ҕ છઉ ছۻ शೱ ٪
ࠣӧ 


⩥ᰍ᪡zᮡᔢ⫊ᨱᕽǎᯙᯕᝁ⯆ǎɩᮖᰆᮝಽၽ
ʙᮥ࠭ญʑaᨕಅᬭᅕᯙ݅

೪Ҿ ઋછূ ݜஃ  ࠣӧ ં
೪Ҿ ઋછূ ੮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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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ࡀۛध৸ 
ࢹṙ  ǎᯙ᮹ ᵝᰆ ᯱɩ ᯕ┩ᨱ šಉ⧕ᕽࠥ ᔾ
b⧕ᅕᯱ ǎԕ ᷾ᨱᕽǎᯙᮡᬵ_ᬵʭḡᙽๅ
ࠥෝ ḡᗮ⦹Ł ᯩ݅ }ᬵ ࠺ᦩ᮹ ๅࠥ ɩᧂࠥ ᳑
 ᨖᬱᨱᮂၶ⦹Łᯩ֥݅ᇥʑၙǎ᮹᳑

ᯝၹᱢᮝಽ ɡಽჭ ɩᮖᰆ᮹ ᯱɩ ⮱ᮥ ᅕ໕  ᱡɩ



ᰆᮝಽᮁ᯦ࡽ݅
ə్ӹ ᝁ⯆ǎ Ğʑ ᇩᦩᮡ ᩍᱥ⯩ ᯕᨕḡŁᯩ݅ ✚⯩





#





⪵ෝๅᙹ⦹໕ǎᯙᯱɩᮡ⦽ǎ॒ŝzᮡᝁ⯆ǎᵝ





ࠥȽ༉݅

ᮁಽӹ ᨵ⪵ෝ ๅࠥ⦹Ł ᭥ᦩŝᬱ⪵᪡zᮡŁɩญ☖







۵⋱ญ✙౩ᯕऽ ⩥ᰍ᮹ᱡɩญ☖⪵۵ᮁಽ᪡ᨵ⪵݅



ܚ%ORRPEHUJ೨իӢ

ʑ ▭ᯕ⟝ย ᬑಅa ᯩᨩ ǎ໕ᮥᱽ  ↽ᙽݡๅ

ญ ☖⪵ෝ ๅࠥ⦹Ł Łɩญ ☖⪵ෝ ๅᙹ⦽݅ ⮵⯩ ั⦹







, ш҄ ೭ઉ

ᬱᯱᰍ ᙹ⇽ǎ ቭḩ  ్ᦥ  ⪙ᵝ ॒ ᮹ Ğᬑ ᬱᯱᰍ

ᖬṙ  ᵝ᮹ aĊ ⊂໕ࠥ ᔾb⧕ ᅕᯱ ,041*ෝ ʑᵡ

aĊ ɪᮝಽ ᯙ⧕ ᨕಅᬡᮥ ċŁ ᯩ݅ ᱶ⊹ᱢ i॒ŝ

ᮝಽ ⮵⯩ ั⦹۵ 1#3 ᵝa ᙽᯱᔑእᮉ  ႑۵

ᇩᦩᯕ ᯩ۵ ቭḩ  ్ᦥ۵ ə౨݅ ⊹ࠥ ⪙ᵝݍ

 QUᱶࠥࡽ݅ QUʭḡ⦹⦹໕ᱶัaĊີ

్᮹᧞ᖙᱶࠥࠥᝍb⦽ᙹᵡᯕ݅

ญ✙aᔾʙᙹᯩᮥʭ 

ᬱᯱᰍ ᙹ⇽ǎaॅ᮹ ᭥⨹ᯕ ᨙᱽुḡ ၽᔾ⧁ ᙹ ᯩ݅

݉ʑᱢᮝಽ۵ əౕ ᙹ ᯩ݅ ə్ӹ ᵝa۵ 1#3Y#14

ญ᭥⨹ 5BJM 3JTL ŝ zᯕ ၽᔾ ⪶ශᮡ ׳ḡ ᦫḡอ 

ᵝᙽݚᯱᔑ ᮝಽǍᖒࡹᨕᯩ݅ᵝᙽݚᯱᔑᨱ۵᭥ᨱ

░ḡ໕ት௺ᜅ᪥ #MBDL4XBO ౝ❭ƕಆᯕⓕäᯕ݅

ᕽ ᨙɪ⧩ ʑᨦॅ᮹ ᰍŁa ⡍⧉ࡽ݅ ᰍŁa ⧁ᯙࡽ
aĊᨱ ❱ๅࢁ ᙹ ᯩ݅۵ ᱱᮥ qᦩ⦹໕ ᵝᙽ ݚᯱᔑᮡ
G

⦹⧁ a܆ᖒᯕ ᯩ݅ 1#3ᯕ ԏᦥࠥ ᵝᰆ᮹ aĊ
ີญ✙a݅׳۵ัᮥ⦹ʑaᨕಖ݅

,֣ੂ ࢮщ೨ࢼހ
ᇥʑ ᨕಅᬕ Ğʑ᪡ ʑᨦᮥ ᔾb⦹໕ ᱶᇡa ྕᨨᯙa

݅ෙ ⦽⠙ᮝಽ ᔾb⧕ ᅕ໕1&3 ᵝaᙽᯕᯖእᮉ ᯕ׳
ᦥḡ໕ ᵝa۵ ᔢ⦽݅ 1&3ᯕ ᦥ׳ḡಅ໕ ⨆⬥ ʑᨦ
᮹ᯕᯖᖒᰆ ʑ⊹ݡa ᦥ׳ḡ໕ࡽ݅ๅ⇽ ᖒᰆᯕ ᨕಖ
݅໕ እᬊqᗭෝ ☖⧕ᕽࠥ a ݅⦹܆ə్ӹ ɡಽჭ Ğ
ᱽ᮹ ᱥၹᱢᯙ ᖒᰆශ ࢵ⪵ಽ ǎԕ ʑᨦॅ᮹ ᩢᨦᯕᯖ
ᖒᰆᨱ⦽ݡʑ⊹ݡ۵ԏᦥḡŁᯩ݅
እᬊqᗭෝ ☖⦽ ᇩ⫊⩶ ⮲ᯱ Ǎ᳑ࠥ ⦽ĥᨱ Ḣ໕⧁ ä
ᯕ݅ ᱡɩญᨱࠥǎԕᔢᰆʑᨦ᮹ ᯕᯱᅕᔢ႑ᮉᮡ ԏᦥ
Ჭ݅ ᱡᮁa ⬉ŝࠥ ḡӽ⧕ ᇥʑᇡ░ ǎᱽ ᮁaa ɪ
⧩݅۵ ᱱᮥ qᦩ  ⧕ ᇥʑᇡ░۵ ə ⬉ŝa ၹ

ෝ⧕ᵝḡᦫᮥʭ⦹۵ʑݡqࠥᦥ׳ḩäᯕ݅
⦽ǎᮡ ⇵aᱢᯙʑᵡɩญᯙ⦹ ᵲǎᮡᰍᱶḡ⇽ ၰᯙ
⥥⚍ᯱ⪶ݡ᪡zᮡᱶ₦ၽ⢽ෝ⚍ᯱᯱॅᮡ⦺ᙹŁݡ
⦹Ł ᯩ݅ ə్ӹ ᵝᰆᮥ ᱶ₦ ʑݡqᮝಽ ႑❦⦹
۵äᨱ۵ⓑ᭥⨹ᯕෙ݅
ᦿᕽ ᨙɪ⦽ ʑᨦ ᖒᰆᇡḥ᮹   ܋ት௺ᜅ᪥ #MBDL
4XBO  aĊ ⧉ᱶᮥ qᦩ  ǎԕ ᷾۵ ᔢၹʑ ᅕ݅
౩ᄉ ݅ᬕ -FWFMEPXO ࡽၶᜅǭ ⮱ᮥᮁḡ⧁äᮝಽ
ᩩᔢࡽ݅

qࢁ äᯕ݅ ᯕᯖᖒᰆᨱ  ⦽ݡʑݡa ᨧ݅໕ ,041*

ᇥʑ ᵲɚࠥಽ ᦥ׳ḥ ᭥⨹ ᵲǎॵ⥭౩ᯕᖹ  ၙǎɩ

1&3᮹ᔢ݉ᮡ႑݅⩥ᰍ1&3ᮡ႑݅

ญ ᯙᔢ ᮥ Ğ⨹⧩ʑ ভྙᨱ ᮁᔍ⦽ ᭥⨹ᨱ aĊ ᳑ᱶ
ᱶࠥ۵᧞⧕ḩäᯕ݅



ə్ӹ ᔢ ༉ູ□ᯕ ᧞⪵ࡽ ᔢ⫊ᨱᕽ ḡᙹa ၹ॒⧁

Ӝ݉  Ҿռ र ߠܲࣖ ࢤ ֵӧ סহۺਛ

Ğᬑᔢ݉ᯕᱽ⦽ࡹᨕᯩʑভྙᨱʑᙹݡᯖශᮡԏᦥḥ

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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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3ᮡᯕᱥŁᱱᯙ ႑ᱶࠥಽᩩᔢࡽ݅
 QUԕaᱡ⧎ᖁ᮹ᩎ⧁ᮥ⧁äᮝಽ❱݉ࡽ݅

















֥ᔢၹʑ ᔢ ఁญ ᯕ⬥ၙǎ ᝁᬊ॒ɪ v॒ ԉ





ᮁ ᰍᱶ᭥ʑ ⪶ᔑ  ᵲǎ Ğʑ Ğ₊ය ᬑಅಽ ᯙ⧕ 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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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ԉᮡ ʑe ࠺ᦩ᮹,041*۵ ֥ᇥʑ Ğಽ᪡
ᮁᔍ⧁äᮝಽᩩᔢࡽ݅

⳨ၹ॒⳨⬂ᅕ⮱ᮥᅕᩡ֥݅ᇥʑࠥᱶ₦
#

ʑݡqŝ ⟡ູ┩ ᇡḥᯕ Ŗ᳕⦽݅۵ ᱱᮥ qᦩ  ॒
ᮥ ၹᅖ⦹۵ ၶᜅǭ ԕ ⬂ᅕ⮱ᮥ ᅕᯝ äᮝಽ ᩩᔢ



ࡽ݅




























Ӝ݉  Ҿռ ֣ ޥҾӢ݅৶ ऱ ߝ؆अܵ ҄ ࣡

,ࠣӧ ઃۤ أध৶ Ҕߝ؆

3

ᇥʑ ᱥℕᱢᮝಽ ᅕ໕  ✚ᱶ ᨦ᳦ ၰ ᳦༊ᯕ ᵝࠥ⦹۵
᷾a ࡹʑ۵ ᨕಅᬙ äᯕ݅ ᖒᰆᖒᯕ ׳ᮡ ᵝॅᮡ





⧩ᨦ᳦ॅࠥᙽ⪹ᱢ݉ʑᱢᮝಽᔢ⧁ʑ⫭ෝaḡŁ



ᯩ݅






ᩩෝ ॅᨕ ℁vᨦ᳦ࠥ ᵲǎ᮹ ᰍᱶḡ⇽ ၰ ᯙ⥥ ⚍ᯱ



⪶ ݡᱶ₦ᮥ ၽ⢽⧁ Ğᬑ ᔢ ༉ູ□ᮥ aḩ äᯕŁ 



ᮡ⧪ᨦ᳦ࠥၙǎɩญᯙᔢᯕ᯲ࢁĞᬑၹ॒⧁ᙹᯩ










۵ၽ❱ᮥษಉ⧁ᙹ ᯩ݅ ᩩෝु ࢱᨦ᳦᮹Ŗ☖ᱱᮡ
aĊᯕ݅۵äᯕ݅



֣ ޥҾӢ݅৶ ߝ؆अܵ
 ਕ



႙ඹᨱᯕᖹᇡݕᨱࡹ⇽יᨕᯩ݅ၹ໕ᇥʑʭḡᇡ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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ᖒᰆᵝӹ ✚ᱶ ᨦ᳦ᨱ Ḳᵲ⦹۵ ᱥఖ ᅕ݅۵ ᯙߒᜅ
,041* ෝᅖᱽ⦹۵ᱥఖᯕŽᦥᅕᯙ݅
⦽⠙ၙǎᯕᨕ۱ᱱᨱɩญᯙᔢᮥ⦹ࠥəᗮࠥ
۵ Ğʑෝ qᦩ⧁ Ğᬑ ๅᬑ ۱ญí ḥ⧪ࢁ äᯕ݅ ၙ
ǎ ᷾ᨱᕽ ↽ɝ aĊᯕ እ Ł1&3ᵝॅ ᅕ݅۵ ɩ
ญ ᯙᔢ a܆ᖒŝ ᱱḥᱢᯙ ᯙᔢ ᗮࠥෝ qᦩ⧕ Ł႑ݚ
ᵝॅᯕᖁᱥ⦹۵༉ᮥᅕᯕŁᯩ݅
,041*᮹ ႑ᙹݚᯖශᮡʭḡ ᦥ׳Ჭ݅ ֥ྜྷǎ
₥ɩญ ⩥ᰍ  ᪡᮹ ₉ᯕࠥ Q CQ ಽ ⇶ᗭ
ࡹŁᯩ݅
ࢱᙹᯖශe᮹Ċ₉a⇶ᗭࡹ۵ǎ໕ᨱᕽŁ႑ݚᵝav
ᖙෝᅕᩡ݅۵ᱱᮥ⚍ᯱᱥఖ᮹ᦥᯕॵᨕಽ⪽ᬊ⧁⦥
aᯩ۵ᱱ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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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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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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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كल൦Ҿ ҍӧ ਕࣀ ܇ۺर੬ ऱ
 श݅ৢ زઃ ї ס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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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തш৶ шअш  ߒؼӣۏ סѴ ਅ ઠ۬  ੂۻݜୄӧ হ

ۺਗ ल൦र੬ੁ ߒ٫೫  ੂૄࡄ ݍڂા ೣш ࣀ ހߒ र੬ੁ ल
 ऱ ࡄૄੁ ल൦र੬ੂ ૄशਿ܇
൦ҾᎴ ੮ܽ ઋ೪೫ ப٢٦ ճ 




ા لҟಲя ऻ ࣀर੬ӳ ࡄң೫
ೣৃ סহ ࠋ












, ӫ  סш ંহਁ  ંۻݜ ؙ ऱ

əߑ ᦥᯕ్⦹ܩíࠥ ᯕᱽᵝᯕᩩᱥౝๅಆᱢᮝ

֥ᇡ░ᖁḥᰆᵝᮥ⠪a⧁ভษ݅⚍ᯱᯱॅᮥ
Łၝᜅí ⧩ äᮡ ႙ඹᨱᯕᖹ ᇡݕᯕᨩ݅ ᩩ֥ᨱ

ಽᅕᯕḡ۵ᦫ۵݅

Ӝ݉   ೨ סӠ ߯܇ऱ ߠܲࣖ ࢤय ࣋

እ⧕ ׳ᮡ႙ඹᨱᯕᖹᮡእ݅۵ ᯙᮥ wí⧩݅ə
௹ࠥ ᖁḥᰆ ᵝᮡๅಆᱢᯕᨩ݅ʑᨦᯕᯖᱥ⊹a

ߝ

ઃ࣋ҏ ऱ њਢ ৢࢤ шअࡄਹ 3(



Йᵡ⦹íᔢ⨆᳑ᱶࡹŁᯩᨩʑভྙᯕ݅

ফ ߝ܇
֣ ಭӚ ؊ࡄ
 ࢤ Ҕಭш



 Ⅹ ɪ॒⧩ ᮁಽ᳕ ᵝᯕ əญᜅ ᬑಅಽ ༉ູ□ᯕ
̟ᯕʑ᯲⧩Łၙǎᵝࠥvᅕ⧊⮱ᮥᯕᨕuḡอ



ᯕᯖᱥᯕ ᔢ⨆᳑ᱶࡹ۵ ᖁḥᰆ ᵝᮥ ᇡᱶᱢᮝಽ



ᅝ ᯕᮁ۵ ฯḡ ᦫᦹ݅ ə్݅ ၙǎ ʑᵡɩญ ᯙᔢ ᬑ


Ҕઆ ؊ࡄ
ফ ೨ۏ೨ݾ
ߝܽ ೨യ

ಅᨱᵲǎᖒᰆࢵ⪵ᬑಅa⧕ḡ໕ᕽᇥʑᖁḥᰆ


ᵝaḡᙹ۵݉໑⋁อᨱݡ᮹ɪᮥĞ⨹⧩݅



ᯕჩ ⦹ᮝಽ ↽ɝ ᙹ ֥ ࠺ᦩ⚍ᯱᯱॅᮥᵝᱡ⦹í
อॅᨩ႙ඹᨱᯕᖹᇡݕᮡυ⧕ᗭࡱ݅
























,  ࣉ੬ ӧ؊ш ո ࢼހফೱ ऱ



֥ ၙǎ᮹ ʑᵡɩญ ᯙᔢᮡ ᵝᨱ ᇡᱶᱢᯕḡ ᦫ








#

߫ܤࡀܚӜ೨ի؊ӌ

ᦹ݅ Ğʑa ⪙ᱥࡹ໕ᕽ ʑᨦॅᯕ  ฯᮡ ᙹᯖᮥ ԝ
G
ӭഎ&)$࢛ࠣࢽऴ ఆ܇ध࣑౻ࣀਗ਼ҽਡ

KROLVWLF#KDQDIQFRPG

äᯕ۵ʑݡaᦥ׳ḡ۵ʑᩡʑভྙᯕ݅
⦹ḡอ ↽ɝ ᔢ⫊ᮡ ݚ᪡ ฯᯕ݅݅ ʑᨦᯕᯖ ᱥ
⊹ෝ ᅕ໕ ᖁḥᰆᮡᔢ⨆ ᳑ᱶᖙa⦽⣡ ̟ᯙ ॐ⦹Ł

Ӝ݉  Ӡࣉ ߯܇੬ৌ ૄҾ ऱ ઃݘ ೨

ᝁ⯆ᰆᮡᯕၙᙹ֥ṙᱽᯱญÙᮭ⬥᯲֥⦹ၹʑᇡ
░ᅙĊᱢᮝಽ⦹⨆᳑ᱶᵲᯕ݅

ਮও

✚⯩ ɡಽჭ ᖒᰆᨵḥ ᩎ⧁ᮥ ⧩ ᵲǎ ᷾᮹ ʑᨦᯕ

ਮ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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ࢤೱ$ 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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ᯖᱥ⊹۵᯲֥ัᇡ░⦹⨆⮱ᮝಽᱲᨕॅᨩ݅

Ӝ݉  Ӡ ߯܇ҍઋࣉ੬ਿ ܇Ӣ݅ࢤ Ҕࡄܽ ֒Ҍ֣ ؗ













ഏైതӧઽ


њਢ ৢࢤ ؆इ (36
ࣀर੬

ल൦र੬












֣ ߁Ҿ ӧઽӢ݅ ࢤ रઆ
Ӡ ߯܇ӧূ  ш ӧ؊ Ҕછ



ૄҾ र ס֣ ೨ߒӧࠡప ӣ٫ݏ
ઃݘ סӜ ࠡప ೨ છઉ ૄ

ഏైതӧઽ




























#

ܚऩ܇పࡀ߫ܤӜ೨ի؊ӌ










Ğᱽᖒᰆᖙ᪡ ʑᨦ᮹ ᯕᯖᱥ ʑݡqᯕ ᧞⪵ࡹ۵ ᔢ⫊
ᨱᕽ እክ ᨙᯕ ԏᦥḥ ᰆᮡ ᦦᰍᨱ ၝq⦹í ၹ᮲



















⧁ ᙹ ᯩ݅ ə ᪡ᵲᨱ ᩑᵡᮡ ᩑԕᨱ ʑᵡɩญෝ ᯙ



#

ܚऩ܇పࡀ߫ܤӜ೨ի؊ӌ

ᩩᱥzḡᦫᮡᯕᮁ݅





Ӝ݉  ୷Ӟࣀ סर੬ҡ ल൦र੬  ًއઃ ݘফത
ഏైതӧ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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ࣀर੬



ल൦र੬



ࣀर੬!
֣ ೨ߒӧ
ਸ਼ш ӣ ۏ഻
ӧ࣋ ফത











ल൦र੬!
֣ ೨ߒӧ ഻ വࠋ
֣ ೨ߒӧ ਸ਼ш ӣ ۏ഻
ࠎ҄ં ೨ છઉ



, ࣀर੬ ࠋܠш ޥহ סকঝ
ə్ӹ ๅಆᯕ ᯲ᦥᲭ݅۵ äᯕ ᵝᨱᕽ ᪥ᱥ⯩ Კ










ܚऩ܇పࡀ߫ܤӜ೨ի؊ӌ

#

ᔢ⧁ ┽ᖙ݅ ᖁḥᰆᮥ እ⦽ ɡಽჭ ᵝ᮹ ๅಆᯕ







#

ӹ᪡ ⦽݅۵ ᮹ၙ۵ ᦥ݅ܩᝁ⯆ǎĞʑ ࢵ⪵ ᬑಅa
ᖁḥǎ Ğᱽᨱࠥᩢ⨆ᮥၙ⋁ ᙹᯩāḡอ  ᦥḢ ᖁḥǎ
Ğʑ۵ ⪶ᰆ ǎ໕ᨱ ᯩŁ  ᱶ₦ ⋕ऽࠥ ᔕᦥ ᯩʑ ভྙ

#

ᯕ݅

#

ຝᱡ  ၙǎ᮹ Ğʑ⫭ᅖᖙa ḡᗮࡹ໕ ᵝ᮹ ⦹ႊ ႑❦

#

ᯱᝁqᯕ ᧞⧕ḩ ᙹ ᯩ݅ ᝁ⯆ǎ Ğᱽ ᩢ⨆ᮥ Ⓧí ၼ

1#

۵ ᱽ᳑ᨦ ḡ⢽۵ ᧞⧕ḡŁ ᯩḡอ  ၙǎ Ğᱽ᮹ 
ᯕᔢᮥ ₉ḡ⦹۵ ᕽእᜅᨦᮡ ᩍᱥ⯩ ⪶ᰆᖙෝ ᯕᨕaŁ
G

ᯩ݅ Łᬊ⪹Ğᯕ᯲֥ᨱእ⧕ᬒ }ᖁࡽ ၙǎ᮹ ᩑั
ᗭእʑݡqࠥ݅ᦥ׳ḩᙹᯩ݅

, ۻݜ ઠ۬ ࠋ ক סल൦र੬
ᱥ☖ᱢᮝಽ ಫᖒᰆಬᯕ aᰆ đᱶᱢᯙ ⚍ᯱ ⡍ᯙ✙ᩡ ᝁ
⯆ᰆᮡ ᩩᱥ zḡ ᦫ݅ ᵡʑ⇶☖⪵ෝ ᅕᮁ⦽ ᖁḥǎ



ŝ۵ ݍญ  ᝁ⯆ᰆᮡ ᖁḥǎ ᱶ₦ᨱ ḡӹ⊹í ᮹᳕⦹

Ӝ݉  ഥ੬࣋ܽ হш߁ סҾ ࢼࡄधূ ҍӧ

ŁᯩŁݡ᮲₦ᮡๅᬑᱽ⦽ᱢᯕ݅
,60ࢼࡄधূ



,60ઋછূ

݅ ֥᮹ Ğᬑෝ ᔕ⠕ᅕᯱ ֥ ၙǎ ɩญ ᯙ



ᔢᯕ⬥ᝁ⯆ᰆ႙ඹᨱᯕᖹᮡЙᵡ⯩ᦥ׳Ჭ݅ እ



 sᮥ ⊹Łࠥ ᔍā݅۵ ᯱɩᯕ ༑ฑ ᯕᮁ۵ ᖁḥ



ᰆᨱ እ⧕ ᝁ⯆ᰆ ᯕᯖᱥ᮹ ᔢ ݡvࠥa ᦹ׳ʑ



ভྙᯕ݅ ə్ӹ ḡɩ ᝁ⯆ᰆ᮹ ᖒᰆʑݡ۵ Ⓧí ᧞



⧕Ჭ݅ ֥ ݡᵲၹᨱ እ⧕ ᖒᰆ ๅಆᯕ Ⓧí ᧞⧕



ḥᝁ⯆ᰆᮡݚ᪡zᮡ႙ඹᨱᯕᖹᔢᮥᅕᩍᵝʑ



⯹ॅäz݅














#

߫ܤࡀܚӜ೨ի؊ӌ


ࢹṙ ᩑᵡᯕᬵᨱʑᵡɩญෝᯙᔢ⧕ࠥə݅ᮭɩญ
ᯙᔢ ʑݡa ᧞⧕ḥ݅໕ᰆᮡᦩࠥ⧁ᙹ ᯩ݅ ᩑᵡᮡ
ᝅᨦශᯕ ᯱᩑᝅᨦශᮥ ⦹⫭⦹ࠥಾ ᬊᯙ⦹۵ ಫ᪅ქᛩ❦ಬ
ᱶ₦ᮥ ⠝⋁ äᯕŁ ၾ⩵݅ᕽࢱ ჩṙɩญᯙᔢ
ᯕ ℌ ჩṙ᪡ zᯕ ॵí ḥ⧪ࡽ݅໕  eᮥ ⪶ᅕ⦽

ə౨݅໕ ಫ݅ಬ۵ ᰆᱱᮥ ᨕ⦥⧁ ᙹ ᯩḡ ᦫᮥʭ  ᯝၹ
ᱢᯙ ᔾbŝ۵ ݍญ  ᝁ⯆ᰆᮡ ↽ɝ ⓑ ⡎᮹ aĊ ᳑
ᱶᨱࠥ ᇩǍ⦹Ł ᩍᱥ⯩ ಫḡ۵ᦫ݅ಬ ᯕᯖᱥ᮹ ⦹⨆
᳑ᱶ ᗮࠥࠥ a❵௱ʑ ভྙᯕ݅ ↽ɝ ᙹ ֥ ࠺ᦩ ᝁ⯆
ᰆᨱᕽ ๅಆᮥ ۵ í ᯕ౨í ⯹ु ᱢࠥ ᨧᨩ ॐ
⦹݅


⚍ᯱᯱॅ᮹ᯱᝁqᯕŁ᧲ࢁa܆ᖒᯕ݅׳

Ӝ݉  ҡѬ ल൦र੬ ߠܲࣖ ࣉ੬ ӧ؊ ߒ೨ࢤ ݾय

ᖬṙ  ᮁᵲᦺᮡ⧪ &$# ᮹ ᪥⪵ᱶ₦ᯕ v⪵ࡹ໕ ᮁಽ

ߝ

њਢ ৢࢤ шअࡄਹ 3(



᳕ ᵝᨱ ᔢ ༉ູ□ᮥ ᱽŖ⧁ ᙹ ᯩ݅ ᰆᮡ ᬵ
☖⪵ᱶ₦⫭᮹ᨱᕽ ᧲ᱢ᪥⪵ ʑe ᩑᰆᯕ đᱶࢁ a܆ᖒ

ࣀर੬

ҍӧയࠌ ӧ؊ܽ ࣀߒೱ ֵઘؗ
ࣀर੬ ߠܲࣖੁ ંਿ ܇೨ۏ



ᮥ׳íᱱ⊹Łᯩ݅ᬵ'0.$ᨱᕽʑᵡɩญaᯙᔢ
ࠥ&$#᧲ᱢ᪥⪵ᩑᰆᯕ⚍ᯱᝍญෝ݅ࠦᯝᙹᯩ݅



ᝁ⯆ǎĞᱽaᇡᱶᱢᯙᩢ⨆ᮥၙ⊹۵äᮡᔍᝅᯕḡอ 



ᩍᱥ⯩Щ✡Ñญ۵Ğᱽ᪡֥ᩍ࠺ᦩ༊Ċ⧩ᖁḥǎ

ߒࣀހर੬ࠋࣉ ੬ ӧ؊ ֵঝؗ
ल൦र੬ਿ ܇Ӡ ߯܇Ӣ य़݅ࢼހ
ल൦र੬ ߠܲࣖ ࢤय



ᵲᦺᮡ⧪᮹ ᮹ಆᮥ ḡ౩ ŝᗭ⠪a⧁ ⦥۵ ᨧ݅ b


ᯱ᮹ ᭥⨹ᖁ⪙ࠥᨱ  ᖁḥᰆ ᵝ እᵲᮥ ᯝᇡ 
ᨕԝ ᙹ۵ ᯩᮝӹ  ᖁḥᰆ ᵝ ᱥၹᨱ  ⧕ݡእš⧁

















ܚऩ܇పࡀ߫ܤӜ೨ի؊ӌ

⦥۵ᨧᨕᅕᯙ݅



ल൦र੬







#

Ӝ݉  ш ӣۏࠥ زҽ೨Ҕ ш҄ ֵ ۻݜ কੁ ल൦र੬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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अ



ߝ



ߝ



ӧূ ઃݘш
֣ ೨ߒӧࠡప ೨ છઉࢼހل
अ ӣۏࠥ زҽ೨Ҕ
ઃ൮ ߠܲࣖ ո סক













ल൦र੬ шअ њਢ ࠂതਹ



ߝ



ल൦र੬ ైതअ њਢ ࠂതਹ



ߝ





Ӝ݉  ైതӣݯ ݏۏஈߒ ز٫ ൨ֵ ݘ ल൦र੬ ऱ





#

ܚऩ܇పࡀ߫ܤӜ೨ի؊ӌ
ഏైതӧઽअ




 ైതअш ߒ٫೨ ؔ ހఆѻ ߒ٫೨ סшअ
 ल൦र੬ ైതअ ࠂ୷ ੁܵؼӞ Բ ոੁ अઽӳ ೨ۏ
഻ ైതअ ೨ٍ ࣋ۏത шࣉר
шअ ߒ٫ ӧയ ઋҟ೫ अز
            

#

߫ܤࡀܚӜ೨ի؊ӌ
ۨദ࢛ӧઽअ


ᖬṙ ᵲǎ᮹ᇥʑḡ⢽aၹ॒⦹໕⚍ᯱᝍญa࠭ᦥᖅ
ᙹᯩ݅ᵲǎ Ğᱽḡ⢽۵᯲֥ᇥʑᨱ ✚⯩ᇡḥ⧩݅

, ൨ࠋ زݘअં रщੂ ઃઋ ܇ୄপϹ

ʑᱡ⬉ŝಽ ⧕ ᇥʑ ḡ⢽a ၹ॒⦹۵ ༉᧲ᔩෝ ᅕᩍ

ᝁ⯆ᰆᮡ ⦹ ᨱ ݅ෙ ʙᯕ ᨧ۵ Ùʭ  ᔍᝅ ʑᨦ

ᵡ݅໕ ᝁ⯆ᰆ⚍ᯱᝍญ۵ᯝᇡ⫭ᅖࢁᙹᯩ݅

ᯕᯖ ᱥᯕ ᱶℕࡹ۵ ʑᨱ۵ Ğʑ ⫭ᅖ ᨧᯕ ᵲᰆʑ

ɡಽჭ ɩᮖ᭥ʑ ᯕ⬥ ᧞ ֥᮹ eᯕ ⮱۵ ࠺ᦩ ᝁ

šᱱᨱᕽ ⇵ᖙ ၹᱥᮥ ᯕҭᨕ ԕʑa ᛞḡ ᦫ݅ ݅อ 

⯆ǎᮡĞᱽǍ᳑}⩢᮹ʑ⫭ෝᱽݡಽ⪽ᬊ⦹ḡ༜⧩݅

ᝁ⯆ᰆᵝᮥᅕᮁ⦹Łᯩ۵⚍ᯱᯱ໕⠪ᱶᝍᮥw

ə ᝁ⯆ǎᯕ rᯱʑ ᄡ⧁ Ñ۵ ʑݡෝ Ùʑ۵ ᨕಖ

Łๅࠥᱱᮥᱡᬙḩ⧕ ⦽݅əᱱᨱᕽ݉ʑᱢᮝ

݅ə్အಽ ʑ᳑ᱢᯙ⦹ ⮱ᮥ ʑᅙ ӹญ᪅ಽᔝ

ಽᦦᰍෝŝࠥ⦹íၹᩢ⧕ḡӹ⊹í⦹⧩݅۵⠪aෝ

Ł ᯝ݉ እᵲᮥ ⇶ᗭ⦹۵ äᯕ ၵ௭Ḣ⦹݅ e⨱ᱢᮝಽ

Œᦚᨕᅝ⦥aᯩ݅

ӹ᪅۵ ၹ॒ᮥ ๅࠥ ʑ⫭ಽ ⪽ᬊ⧁ ᙹ۵ ᯩāḡอ  ๅᙹ

ຝᱡ  ᩑᵡᯕ ʕ⇶᮹ ᗮࠥෝ Ⓧí ⇵܇໕ᕽ ᝁ⯆ǎᯕႊ

ʑ⫭ಽ ᔝ۵ äᮡ ᦥḢ ᭥⨹⧕ ᅕᯙ݅ ᄡ࠺ᖒᯕ ⓑ ᝁ

ᨕಆᮥ ׳ᯝ eᮥ ⪶ᅕ⧕ ᵡ݅໕  ᝁ⯆ᰆ ⚍ᯱᝍญ

⯆ᰆᵝ⚍ᯱᨱ۵ᩍᱥ⯩᳑ᝍᖒᯕ⦥⦹݅

۵ᯝᱢᮝಽḥᱶࢁᙹࠥᯩ݅ᬵʑᵡɩญa܆ᖒ



ᯕᦥ׳Კࠥᯙᔢᯕ⬥᪥⪵⧪ᅕᨱ⦽ݡʑݡqᯕᦥ׳
ḡ໕ ɮᱶᱢᯙ ᩢ⨆ᮥ ၙ⋁ äᯕ݅ ᝁ⯆ǎ᮹Ğʑ ᬑಅ
ෝ ࡹ࠭ญʑ۵ ᛞḡ ᦫāḡอ  ⚍ᯱᝍญa ŝࠥ⦹í ᭥
⇶ࡹ໕ᕽɪ⧩ᇡᇥᮡᯝᇡࡹ࠭ಅḩᙹᯩ݅
ࢹṙ  ᩑᵡ᮹ ᪥⪵ ʑ᳑ᨱ  ⦽ݡᗭ☖ יಆᯕ ᖒŖ⦹໕ 
ݡ ్ݍእ ᝁ⯆ǎ ☖⪵᮹ ᧞ᖙ ⮱ࠥ ᵝ∅⧁ ᙹ ᯩ݅
☖⪵᧞ᖙอᰇᦥॅᨕࠥᝁ⯆ǎᵝ᮹ၹ॒ᮡ᮹ಽ
íḥ⧪ࢁa܆ᖒᯕᯩ݅


G

G

G


࢛ࠃ
ઃۤ

G


Ҿռӌ









࣋ં Ӣ݅೨ۏ ؊ࡄ೪
ӌ ഥ؊





ҽછં ռअࠡҡ  مંਡതє࣋ ܇Ҿռӧূ अࣉ ఆѻ തل



 ܽ я؆೨ӧ হۺਟ ೪ҏӧূҡ
 ࠡࢤദ ࠡ ਗ਼ҏ ܼ ш



ҏш ݐҔ  ؊ռਅંਿ ܇ҍӧٍത ਕۺш ֵ шਗ آ؆Ҿ ઉ

ંਿ ܇؊ੇ೫ अ  סப٢ סઋ೪ં ࢤഩ ੬ӧӢ݅ ࣋ં ೨

ۏҡ ೭ԕ ੬ӧ Ӣ݅ ࣡ш  نઃݘG













, ߁ Ӣ݅ࢤੂ ঠًҔ ӌर੬ੂ َۨा ӈӢ 

, 4 ߁Ҿ Ӣ݅ࢤੂ ঠًҔ ೪Ҿੁ ӧઽӢ݅ܽ

ᱥᖙĥaၙǎ᮹ʑᵡɩญᯙᔢᨱᝁĞᮥᥑŁᯩᔍ

ռ݈अੂӳ"ശҡסੂӳ" 

ᯕ ǎԕ ₥ǭᰆᨱᕽ۵ ǎŁ₥ ɩญa ⓑ ⡎ᮝಽ ⦹

Ğʑa ᳬᦹ ၙǎŝ ᩢǎ ᱶࠥ อᯕ ɩญᯙᔢ ʑෝ

⧩݅ ၙǎ ɩญᯙᔢᨱ  ⦽ݡĞĥqᯕ ➞႑⧩ᮭᨱࠥ ↽

ᱡᬙḩ ᵲᯕ݅ᯕᱽ۵ݚǎŝ⦽ǎᮡ⧪ᨱᕽࠥ⟡ູ▙

ɝ  ᦩ࠺ ݍǎŁ₥ ֥ ɩญ۵ ᨱᕽ ಽ 

ᯕ݅ෙၙǎŝ⦽ǎᮡ݅íiᙹᯩ݅Łᯕʑ⦽݅

֥ɩญ۵ᨱᕽʭḡ⦹⧩݅

ŝ݅ᇡ₥ ⪹Ğ ⦹ᨱᕽ ʑᵡɩญ ᯙ⦹ ⬉ŝ۵ Ⓧḡ ᦫᮥ

ၙǎɩญᯙᔢᯕaʭᬭḥᱱᨱᕽ᪅⯩ಅǎԕ₥ǭɩ

äᯕ݅ ə్ӹ Ğʑࢵ⪵ ᬑಅa ᦥ׳ḡŁ ᯩŁ  ⧕᪡

ญa ⓑ ⡎ ⦹⦹Ł  ʑᵡɩญ ᯙ⦹ʭḡ ם᮹ࡽ ႑Ğ 

ԕ֥᮹Ğᱽᖒᰆශᱥ⊹ࠥ⦹⨆᳑ᱶ⧕⦹۵⦽ǎᮡ

⦽ǎᮡ⧪ᯕɩญෝᯙ⦹⦽݅໕ᨕॵʭḡᯙ⦹⧁ᙹᯩᮥ

⧪᮹᯦ᰆᨱᕽ۵aอ⯩ᯩʑࠥᛞḡᦫ݅

ḡ ǎᯙᯱɩᮁ⇽ ᬑಅ۵ ᨧ۵ḡ ॒↽ɝ₥ǭᰆᮥ
ࢹ్⚍ᯱᯱॅ᮹Ǣɩ᷾ᮥ2"⩶ᮝಽᱶญ⧩݅

↽ɝ᮹ ݡ్ݍእ ᬱ⪵ ᧞ᖙᨱࠥ ᇩǍ⦹Ł  ֥ ࠺ᦩ ᬱ
⪵۵ ᩍ┡ ☖⪵ ݡእ ᩍᱥ⯩ ᧞ Q vᖙ ᔢ┽݅ ٥



ᱢࡽᬱ⪵vᖙಽᙹ⇽Ğᰢಆᮥᯤᮡ⦽ǎʑᨦᙹᯖ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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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í ᦦ⪵ࡹᨩ݅ ⦽ĥʑᨦ ֥ ᩑᗮ ᩢᨦᯕᯖᮝಽ

֥ ॅᨕᕽ۵ ᗭा ᇥ᭥ ĥ⊖ʭḡࠥ ᯥĥ⊹ 

ᯕᯱእᬊᮥ q⦹ݚḡ ༜⦹۵ ʑᨦ ᮹ ᚌᯱ᪡ እᵲࠥ 

ෝչᨕᖁäᮝಽӹ┡ԍ݅ ᇡ₥ෝ ᅕᮁ⦹Łᯩ۵ aǍ

í۹Łᯩᨕ⨆⬥ᝁᬊญᜅⓍ⪶ݡ᭥⨹ᯕᯩ݅

ᵲᨱᕽ ᇥ᭥_ᇥ᭥ ۵ ⠪Ɂᱢᯙaᇥᗭाŝᇡ

ᇡ₥ᔢ⪹ᇡݕᯕᯥĥ⊹ᨱ݅݅ෙaĥእᵲࠥ۹Łᯩ݅
aĥ᮹ aᇥᗭा ݡእ ᇡ₥ᔢ⪹እᮉᯕ ᱥ ᗭाǍeᨱ
ᕽ ᦥ׳ḥ aᬕߑ  ᗭाᯕ ԏᮡ ᇥ᭥ ĥ⊖ᨱᕽ۵ 

₥ᔢ⪹ɩᧂᮥ ʑᵡᮝಽᅝ ভ ᇡ₥ᔢ⪹ᇡݕᯕᯥĥ⊹ෝ
չᨕᖁ ᔢ┽݅ ⦽ǎ᮹ aĥ᪡ ʑᨦᮡ ᦥ׳ḥ ᇡ₥ᇡݕ
ŝᙹᯖᖒ᧞⪵ಽ₥ྕᔢ⪹܆ಆᯕ᧞⪵ࡹŁᯩ݅

ʭḡ ⊹ᘀᦹ݅ ᯝၹᱢᮝಽ ෝ ᯥĥ⊹ಽ ᩍʑ໑ 

⩥ᰍಽ៉۵ ʑᵡɩญ ᯙ⦹ ᨱ ݚǎᯕ ̝ԕ ॅ ⋕ऽa

ෝչᨕᖅĞᬑŁ᭥⨹Ǒᮝಽᇥඹ⦽݅ᗭाᇥ᭥

ษদ⊹ ᦫ݅۵ ᱱᯕ݅ᱶ₦᮹᪔Ł əᮥ ਁӹ ʑᵡɩ

ĥ⊖ࠥʭḡእᮉᯕᦥ׳ḡ۵॒ᱡᗭाaǍ᮹ᇡ

ญᯙ⦹۵ᝁᬊ᭥⨹ᯕᦥ׳ḥʑᨦŝaĥ᮹ᇡ₥ᇡݕᮥ

₥ᔢ⪹܆ಆᮡɪĊ⯩ᱡ⦹ࡽᔢ┽݅

ԏ∅ᮝಽ៉eᮥჭᨕᵥᙹ۵ᯩᮥäᯕ݅



ݚǎᯕ⇵ḥᵲᯙʑᨦ᮹Ǎ᳑᳑ᱶᯝᱶᯕᄡᙹaࢁᙹ
ᯩ݅ ə్ӹ Ǎ᳑᳑ᱶ ḥ⧪  ԕᙹ᭥⇶ᮡ ᇩa⦝⦹݅

Ӝ݉  ᰐ ᨾ ӧূ ؊ࡄ ത م೪Ҿ ӧূ अࣉ

ʑᵡɩญෝԕญḡᦫᮥĞᬑᨱࠥᰆʑɩญ۵⦹⧁ä
S

Ӣਮӧ ഻ ӧূ अࣉ ࠂത
֣؊ࡄ ֣




ݜஃঢূܵ
ݜஃঢ࣋ઃइܵ

ᯕ݅ Ğʑࢵ⪵ᬑಅa׳ᮡ ᔢ⫊ᨱᕽݚǎ᮹ᝁᵲ⦽ᱶ


₦ ᜅ╁ᜅ۵ ᪅⯩ಅ ၙ௹᮹ ᖒᰆŝ ྜྷaᨱ  ⦽ݡʑݡෝ
᧞⪵┍äᯕʑভྙ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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Ӝ݉  ࠋࢤࡄਹ ֣   ߁ݏ ೪ҏӧূ ш
೪ҏӧূ अ

њ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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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ܚҏଡ଼೨իӢ







шࠣ࣡٣؊ࡄࠡࢤദࡄਹ  ࡄਔߌਡӢࢤദ шࠣ࣡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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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ࠋࢤࡄਹ  ূࡄਔ ࠋࢤࡄਹ  ߁ݏހ
ઉࢤંূധైੂؼೱ߯হ٦࣡٣ਿ܇ܽя؆೫अৃੂ߁

G

, 4 Ӝ۱ ހ೪Ҿੁ ӧઽӢ݅ ೨ סш

, 4 ਕ݅իێ *'3 ࣉ੬ܵ ؊ ૄߒ ӧઽӢ݅

ݍݎӳ"೪Ҿز4(իઋ܇Ӣ݅шшר೫ӳ"

೨шೣ೫ݏఊոੁअઽш"

ᯕ۵ ၙǎŝ ⦽ǎ᮹ ʑᵡɩญ ₉ᯕᨱ ݍಅᯩ݅ ⦹ӹɩ

᯲֥ᇡ░ ḡᰍᔑᔾᔑྜྷ⚍ᯱa (%1ᔑ⇽ᨱ ⡍⧉ࡹ໕ᕽ

ᮖ⚍ᯱ᮹ᱥݡಽԕ֥ၙǎʑᵡɩญa_ 

ᖒᰆශᮥ_Qҭᨕಙ݅ᬑญӹ᮹ḡᰍᔑ

⦽ǎ ʑᵡɩญa _ ᙹᵡᨱ ນྕෝ Ğᬑ  ⦽

ᔾᔑྜྷ⚍ᯱእᵲᮡ(%1᮹᧞Ƚ༉ಽᵝǎݡእᔢ

ၙ ʑᵡɩญ Ċ₉۵ CQ ၙอᮝಽ ᳢⩡ḥ݅ ᯕ⁅ࡹ

↽ ݅׳ ⯩ݚɝ ֥e ⠪Ɂ  ᖒᰆ⧩݅ ⚍ᯱᯱॅ

໕ ⦽ǎᮡ⧪ᮡ ʑᵡɩญෝ ⇵aಽ ԕญʑ ᨕಖ݅ ʑ⇶

ᮡ ŝÑ᮹ (%1ᖒᰆශ ᪡ ⩥ᰍ᮹ ۵ ⓑ ₉ᯕ

☖⪵ǎᯕ ᦥܩʑ ভྙᨱ ᱽಽɩญӹ ᧲ᱢ᪥⪵ 2& ۵ 

aᨧ݅Łᔾb⦹ḡอᝅḩᱢᮝಽ۵_Qӹ₉ᯕ

ǎᯙᯱᅙᮁ⇽ᬑಅಽᩑđࡹʑভྙᯕ݅

aᯩ۵ᖩᯕ݅

ྙᱽ۵ԕ֥⦹ၹʑၙǎ᮹Ğᱽᖒᰆශᯕᱶᱱᨱ݅݅ෙ

ᰍŁ⚍ᯱ ᩎ ᖒᰆශᮥ _Q ҭᨕಙ݅ ᱶᔢ

aᬕߑᵲǎ᮹ᝁᬊ᭥⨹ᯕĚ⋁a܆ᖒᯕ݅׳۵ᱱᯕ݅

ᱢᯙ ᔢ⫊ᨱᕽ ᮹ࠥᱢᯙᰍŁ ⇶ᱢᮡྙᱽaᨧḡอ ḡ

Ğʑ ࢵ⪵ᨱࠥ ᇩǍ  ᯕᔢ᮹ʑᵡɩญ ᯙ⦹a ᨕಖ݅

ɩౝ ᙹᇡḥᮝಽ ᰍŁ ⚍ᯱ۵ ⧎༊ᮝಽ a ᯕ۵

໕ᝁᬊ᭥⨹ŝĞʑࢵ⪵ᬑಅ۵ᦥ׳ḥ݅

ᔢ⫊ᮡ ᳬḡ ᦫ݅ᰍŁᗭḥŝᱶᨱᕽᔾᔑqᗭ᪡ ᖒᰆ

Ğʑᨱ⦽ݡᬑಅaᦥ׳ḡ۵aᬕߑ2&ੱ۵ᱽಽɩญ
ᱶ₦ᯕ ᔍᝅᔢ ᇩa݅⦹܆໕  ᰆʑɩญ۵ ⨆⬥ ᖒᰆශ
ࢵ⪵ෝၹᩢ⧕í⦹⧁äᯕ݅

ශ ࢵ⪵a ӹ┡ӹʑ ভྙᯕ݅ ֥ ॅᨕᕽ۵ ᙹ⇽ษ
ᱡ qᗭ⦹Ł ᯩᨕ ⨆⬥ Ğᱽᖒᰆශᮡ  ԏᦥḩ a܆ᖒ
ᯕⓍ݅



Ӝ݉  ߁ ӧઽӢ݅৶ ೪Ҿ ӧઽӢ݅  


߁Ҿ ӧઽӢ݅

, 4 ਡതফ࣋  ܼٸਅҾ ࠎఘ ܇ӌӢ݅ш
ࢤय೫ш "ੁࣉר

೪Ҿ ӧઽӢ݅



ᬵ Łᱱ ݡእ ǎᯙ᮹ ₥ǭᅕᮁᧂᮡ ᧞ ᳑ᬱ q



ᗭ⧩݅ǎԕ ₥ǭᰆᨱ⚍ᯱ⦹۵ ǎᯙᮡ݉ʑ⚍ᯱᯱ



᪡ ᵲᰆʑ⚍ᯱᯱಽ ӹ ݅ڽǎᯙᯕ ᅕᮁ⦽ ᬱ⪵₥ǭ



ᵲ ᳕อʑa ֥ ᯕԕᯙ ₥ǭ እᵲᮡ ᧞ ෝ ₉ḡ



⦽݅ ↽ɝᨱ۵ǎԕ ₥ǭᰆᨱᕽ ǎᯙ ݉ʑ⚍ᯱᯱॅ



ᯕᮥᙹᯩ۵ʑᙹݡᯖශᯕⓍíԏᦥᲭʑভྙᨱอ



ʑ ࠥ௹ ษ݅ ᰍ⚍ᯱ ⦹ḡ ᦫŁ Კӹa۵ ⇵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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ə్ӹ ݡᇡᇥ ⪹⩘ḡa ࡹᨕᯩᨕ ᯱɩᯕ Კӹa
ࠥ⪹ᮉᰆᨱၙ⊹۵ᩢ⨆ᮡᱽ⦽ᱢᯕ݅
ᵲᰆʑ⚍ᯱᯱॅᮡ᳕อʑ֥ᯕᔢǎ₥ᨱᵝಽ⚍ᯱ
⦹۵ߑ ᧞᳑ᬱᯕᯕᨱ⧕⦹ݚ໑ḡɩࠥЙᵡ⯩Ƚ༉
a ᷾a⦹Ł ᯩ݅ ᯕॅᯕ ᝁ⯆ǎ ᵲ ↽Ł᮹ Õᱥᖒᮥ
ᮁḡ⦹Łᯩ۵ᬱ⪵₥ǭᮥ❵Łᯕ┩⧁a܆ᖒᮡݚᇥe
ᱢ݅Ł ❱݉ࡽ݅⪹₉ᗱၽᔾᮝಽ ᗱᱩๅ ⧁Ğᬑ ᯝ
ᱢᮝಽ ᰆʑɩญa ၹ॒⧁ a܆ᖒᯕ ᯩḡอ  ݚǎ᮹ }
᯦ᮝಽ׳ᮡɩญa᪅௹ᮁḡࡹʑ۵ᨕಅᬙäᯕ݅

,Ҿռ੬ӧӢ݅ં࣋סਿ܇೨ۏ೫Ѵ



⨆⬥ _֥ ࠺ᦩ ǎԕ ᰆʑɩญ۵ ⇵ᖙᱢᮝಽ ⦹⧁
äᯕ݅ᵲǎၰǎԕʑᨦ᮹ᝁᬊ᭥⨹᷾a ֥ᯕ
⬥ ၙǎ Ğᱽᖒᰆශ ࢵ⪵ ॒ᮡ ᰆʑɩญෝ ⦹┅۵
ᯙᯕ݅ ǎԕᱢᮝಽ۵ ᯕၙ aĥ᮹ ᇡ₥ᔢ⪹ ᇡݕᯕ
ᦥ׳ḡŁ ᯩ۵ aᬕߑ ɩญa ᔢ⧁ Ğᬑ ⦽ĥaǍa
 ۹ᨕԁ a܆ᖒᯕ ׳ʑ ভྙᨱ ʑᵡɩญ ᯙᔢᮡ ⨆⬥
ᨱࠥᖁ┾⦹ʑᨕಅᬕᱶ₦ᙹ݉ᯕࢁäᯕ݅
⦽⠙ၙǎŝ⦽ǎ᮹ʑᵡɩญ₉ᯕa᳢ᦥḩᙹಾ⦽ǎᮡ
⧪᯦ᰆᨱᕽ۵⇵aᱢᯙɩญᯙ⦹ੱ⦽ᨕಅᬭḩäᯕ݅
ʑᵡɩญa  ԏᦥḩ ᙹ ᨧ݅໕  ⇵a ⦹ ᩍಆᯕ ᳕
ᰍ⦹۵ ᰆʑ₥ǭᮝಽ ᰆ᮹ ᙹa Ḳᵲࡽ݅ᰆʑɩญ
⦹ᯙᯕ݅
֥⦽ၙǎ₥֥ɩญ۵ᩎᱥࡹŁ _֥⬥ǎ
Ł֥ ɩญa ⦽ǎᮡ⧪ ʑᵡɩญᅕ݅ ԏᦥḩ a܆ᖒ
ࠥ ႑ᱽ⦹ʑ ᨕಖ݅ ݉ʑᱢᮝಽ ǎŁ֥ ɩญ۵
ʭḡ⦹⧁äᯕ݅ᵲᰆʑᱢᮝಽḥ⧪ࢁᰆʑɩ
ญ⦹ᨱݡእ⧕₥ǭ⚍ᯱෝ⪶݅⦽⧕ݡ

Ӝ݉  ࣡٣ࠋܺࡏ ѻ ш೨ࠡ ס ܇шҏ ࢤദࠡ ш 





ࠣш࣡ר٣ ؊ࡄ шҏࠡ ࡄ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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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ш࣡ר٣ шਹ 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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Ҿռ ӌर੬ ઁӢ݅ ӧછш ੬ӧത ࢼހلೱਅӌ ؊೪ ңशֵ ز



 ۻݜ ոઘҔ Ӡ ߯܇ҍӧ
Ҕ  ദഋܽ ധਔ೪ ೱਅ࢛ ס




؊೪ ࠡਿࣀ ܇Ҿ Ӣ݅ઉࢤത݅ן סѻ
 نઃݘ ਸ਼܇ത৶ ৌ



 ৢࢤࣀ مҾ ైതߔ ܇م
ത ۨതш ਡത؊ࡄ є࣋ܽ ࠋ Ѵਿ܇



.3ޥҡ ल൦Ҿ യ࢘ Ӡ ߯܇,% ࠎ٢
؊೪ ш ਸ਼݅೪ रઆ














, ઁӢ݅ ӧછ  ݾلೱਅӌ ңश ш

, ਔহࣂބ

ǎԕ ₥ǭᰆ᮹ ᱡɩญ ʑ᳑a ᰆʑ⪵ࡹ໕ᕽ ⧕₥ǭ

.3 ޥ.25($13$3(5 
ਕ݅ի ێӧূ ೱਅࢼ ߔ೪ ਅതಾर ӌ ӧূ٦

ᨱ  ⦽ݡšᝍ ᩎ ᦥ׳ḡŁ ᯩ݅ ԏᮡ ɩญᨱᕽ ๅಆ

ਅതӢੂ છ೨ӧ ਮೱ ߔ ࠋై ೱਅࢼ סҾռ लਔಭш࢘

ᮥ ۱ӝḡ ༜⦹۵ ⚍ᯱᯱॅᯕ ᳡  ׳ᮡ ᙹᯖᮥ ≉⧁

؊ࡄ ոੁ ٫ӣੂ ࠡ ߓӧ ޣڂ ਡതӌ ؊ࡄ ؔ ֵੁ Ӣ݅ш

ᙹᯩ۵݅᧲⦽⚍ᯱݡᔢᮥᦥӹᕽ۵༉ᯕ݅

ંਔ סلҍ ਿի ୷Ӟ סअ ؊ࡄ ਸ਼ైߔۧޥ
ંহࢤ؊ંӢ݅زۻݜոૡ 

⧕₥ǭ ⚍ᯱᨱᕽ۵ ₥ǭaĊ᮹ ᄡ⪵ᐱอ ᦥܩ ⪹ᮉ
᮹ ᬡḢᯥࠥ ⚍ᯱᖒŝෝ đᱶ⦹۵ ᵲ⦽ ᄡᙹᯕ݅ ₥



ǭaĊᯕᔢ⦽݅Ł ⦹ࠥ ⧕⪵☖ݚa⊹a ⦹⦽



݅໕ᙹᯖශᮡԏᦥḥ݅

, ೱਅӌ ദਹ ң ۼ ߛ߲ ً ш

₥ǭᮡอʑʭḡᅕᮁᧂ໕ɩᧂᮥၼᮝ໕ᕽๅᙹᱱ

⪹ᮉ ⊂໕ᨱᕽ ⧕₥ǭᨱ ⚍ᯱ⦹۵ ႊჶᮡ Ⓧí ࢱ a

ᨱ ⪶ᱶࡽ ⚍ᯱ ᙹᯖශᮥ ≉⦹۵ Ǎ᳑ᯙ อⓝ  ⧕ ݚ

ḡಽ ӹ ᙹ٭ᯩ݅ ᦿᕽᨙɪ⦽ၵ᪡zᯕ ⪹ᮉ ᄡ࠺ᇥ

ᱱ᮹ ⪹ᮉᯕ ᵲ⦹݅ ᯕ్⦽ šᱱᨱᕽ ᔕ⠕ᅝ ভ  ᔢ

ᮥ ⚍ᯱ ᙹᯖශᨱ əݡಽ ၹᩢ┅۵ ၙ⩘ḡ ⪹᪅⥩  ⚍

ݡᱢᮝಽ ⟡ູ▙ ᬑ᭥ෝ wŁ ᯩ۵ ᖁḥ☖⪵⢽₥ǭ

ᯱႊჶᯕℌჩṙᯕŁ }ᄥᱢᯙĥ᧞ᮥ☖⧕ၙ௹ᨱၼ

᮹ၙ⩘ḡ ⪹᪅⥩ ⚍ᯱaᮁ⬉⦽ᱱᮝಽ❱݉ࡽ݅

ᮥ⪹ᮉᮥၙญ⪶ᱶ⍽⪹ᮉᄡ࠺᭥⨹ᮥᱽÑ⦹۵⪹
⩘ḡႊჶ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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ӌઃۤ౻ ҽਮ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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ӌઃۤ౻ ࣀਗ਼ҽ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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ᨩᮥ ভ ᬱ᮹ ⪹₉ᯖᯕ  ᬱᯕ ࡹᨩᮥ ভ۵ 
ᬱ᮹⪹ᗱᝅᯕၽᔾ⦹۵Ǎ᳑ᯕ݅

⪹⩘ḡ⚍ᯱ۵☖ᔢᖁḥǎ☖⪵᪡᮹Ñ௹ᨱᕽᯕᨕḥ
݅ ᝁ⯆ǎ ☖⪵᪡۵ ݍญ Ñ௹ ᰆᯕ  ᳑ᖒࡹᨕ ᯩ
ᮥ ᐱอ ᦥܩ  ᬑญӹ ɩญa  ׳ʑ ভྙᨱ ⪹⩘



ḡĥ᧞ᮥ๛ᮝ໕ᕽ₥ǭɩญᨱ⧕ᬱ⪵ʑᵡ᮹⇵a

 ⪹⩘ḡ ⪹ᮉŁᱶ ⚍ᯱ

⪶ᱶᙹᯖ ⥥ญၙᨥᙹ≉ ᮥอॅᨕԝᙹᯩ݅


⪹⩘ḡ ĥ᧞᮹ Ğᬑ ᅕ☖ ᧲ǎe ɩญ₉ᯕ ᱥ ᪡ ☖⪵

Ӝ݉  ೪߁ъ Ӣ݅ ৶ ݅߁ু ध৻ಲ౩  ࠂത 

ᱶ₦ႊ⨆ᨱᩢ⨆ᮥၼᦥၙ௹ᨱᙹ≉⧁⪹ᮉᯕ⩥ᱱ
ᅕ݅ᦥ׳ḡʑࠥ⦹Ł ԏᦥḡʑࠥ⦽݅

ਡ

֣ ਡ ۨध৻ಲ౩



೪߁ ઉӢ݅  ਕ

S

೪߁ ҾӢ݅  ਕ

ᔢݡᱢᮝಽ ׳ᮡ ɩญa ⩶ᖒࡹᨕ ᯩ۵ ǎa᮹ ☖⪵a



ၙ௹ ᱱᨱ ၼíࡹ۵ɩᧂᯕ ⓑอⓝ  ⪹⩘ḡ ĥ᧞



ᨱᯩᨕᕽࠥŁɩญ☖⪵ᨱ۵⥥ญၙᨥᯕၹᩢࡹŁၹݡ








ಽ ᱡɩญ ☖⪵ᨱ۵ ॵᜅ⋕ᬕ✙a ᱢᬊࡽ݅ ᬱ⪵᮹ š



ᱱᨱᕽ ᅝ Ğᬑ ݡℕಽ ᖁḥǎ ☖⪵ᨱ ⧕ݡᕽ۵ ⥥ญၙ



ᨥᮥ ᙹ≉⦹Ł  ᝁ⯆ǎ ☖⪵ᨱ ⧕ݡᕽ۵ እᬊᮥ ḡɪ⦹



íࡹ۵ๅ⍅ܩ᷹ᮝಽᯕ⧕⦹໕ࡹā݅






        



#

ܚ%ORRPEHUJ೨իӢ

Ӝ݉  ദഋ ݅߁ু ҈ઉ ҽછ

G
, ਔহࣂބ
ೱਅӌ ദഋ  );+HGJH 

೪Ҿ
Ӣ݅

अӣ
݅धఆ

ೱਅӌ ദਹ ࠂ ؼਮഁੂ ઋѬ ഛੁ ৸ത೨ סѴ ӌ

ദഋ
݅߁ু

ӧъ ਅദर੬ ࠂ ؼਮഁࢼ ߳হիޥࣀ ߲ߛ סദ ݜݜ

ഏӢ൜ܾ ߔࢮ೨ סरઆ ંਔ نദਹੂ ߁݅ ഥઉ೨ ೱ؆
ࣀزദҏফ٫ധਔ 

ࣀҾ
Ӣ݅

ദഋ ݅߁ু );6ZDSSRLQW6ZDSUDWH 
#

ദഋ ҏফੂ ైೱ ߔࢮ೨ סअ ࠋై ਡത ࠋਸ਼ Ҿռ
 шೱਅ ӌ೨ סҍਕ ࣀҾ ైത৶ദഋҏফੂ
ݥӧޣڂ ݅߁ুੂअ೨ סҽછ ݏӧरઆ ંਔߓੂ ҏফ
ദਹ ࣀޥദ ҡ ഏ੮ ദਹ  इ Ӣঢш ध৻ಲ౩ݾ

ܚ೨իӢ



ܽഏ੮ദਹ܇իহ࢛ஃ೪अܵध৻۲౩ 

G

, ദഋ ࠋ߁ ഋ ш ਸ਼݅೪ रઆ

, ࣀైതಾरӌ ؊೪ ߁ഋ ш ਸ਼݅೪ रઆ

đುᇡ░ ᧹ʑ⦹ᯱ໕  ⧕₥ǭ ⪹⩘ḡ ⚍ᯱ᮹ ๅಆᯕ

⩥ ᱱᨱᕽ۵ ᖁḥ☖⪵⢽₥ǭᨱ ⩘ၙ ⦽ݡḡ ⪹᪅⥩ 

ԏᦥḥ ᯕᮁ۵ ᖁḥǎŝ ᬑญӹ ɩญ ₉a ᬒ ᵥᨕ

⚍ᯱa ┡݅⦹ݚ۵ᔾbᯕ݅ᝁ⯆ǎᮡၙǎɩญᯙᔢᨱ

ॅ äᯕ۵ ᱥᯕ ⪶ᔑࡹ໕ᕽ ⪹⩘ḡෝ ☖⧕ ᮥ ᙹ

ෙᯱɩᮁ⇽ᬑಅ᪡⧉̹ᇡ₥ᨱ⦽ݡᇡݕᮥᦩŁᯩ

ᯩ۵⥥ญၙᨥᙹᯖᯕⓍíqᗭ⧩ʑভྙᯕ݅

݅ੱ⦽ᵲǎĞᱽ᮹ ᖒᰆ ࢵ⪵a ᵲǎ᮹ Łᖒᰆᮝಽ⩽

⪹⩘ḡ ݡᔢ ☖⪵a ᖁḥǎ ☖⪵۵ bᨱᕽ ᔕ⠕ᅝ
Ğᬑ  ɩญ᮹ ᩩᔢ Ğಽa ᬑญӹ᪡݅݅۵ᱱᮥᩝ
ࢱᨱࢹ⦥aᯩ݅

┾ᮥၼᦹᝁ⯆ǎᱥၹ᮹Ğʑᇩ⪶ᝅᖒᮝಽᩑđࡹᨩ
݅ ᯙࠥa ᔩಽᬕ ᖒᰆᨵḥᮝಽᵝ༊ ၼŁ ᯩᮝӹ ᦥ
Ḣᵲǎᮥݡℕ⦹ʑ۵ᨕಅᬕᙹᵡᯕ݅
ݡᇡᇥ᮹ ᝁ⯆ǎᅕ݅۵ ᧲⪙⦽ ⠙ᯕḡอ ᬑญӹ ᩎ



ᬱ⪵᮹ ᝅḩᝅ⬉⪹ᮉ ᱩᔢᨱ ෙ ݡĞᰢಆ᧞⪵ ၝ

Ӝ݉  ӧъ  ܼٸദഋ ݅߁ু ഻ Ӣ݅ ࣡ ઃݘ

e ᇡ₥ ᷾aᨱ ෙ ԕᙹ ᇡḥᮝಽ ⟡ູ▙ ᇩ⪶ᝅᖒ



ਡ ۨध৻۲౩



֣ઃ

ᯕᦥ׳ḥᔢ⫊ᯕ݅ ၙǎᯕ ɩญᯙᔢᮥ᯲⧁Ğᬑݍ

֣ઃ



њਢઃ

్a ݉ʑ᧞ᖙෝᅕᯝa܆ᖒᯕ׳ᮝӹ  ᯕ۵ᮁಽ⪵᪡

ഏ੮

ᨵ⪵ᨱ ⦽ᱶࢁ äᮝಽ ᩩᔢࡽ݅ ᝁ⯆ǎ ☖⪵۵ ్ݍ᪡



ᖁḥǎ ☖⪵ ݡእ ᧞ᖙ ⮱ᮥ ᯕᨕi ᱥᯕ݅ ⪹ᮉ



ᔢᮥᩝࢱᨱࢵ⚍ᯱᱥఖᯕ⦥⦹݅




Ӝ݉  ࢤ؊ંਿ ܇ওઉં ࣀҾ ಘؔݷభ






0

0

0

<

<

<

<

<



#

ࡄਔяও೨কੁइ݅߁ুܚ%ORRPEHUJ೨իӢ







ҍઋࣉ੬ܵ




äᮡ⪹⩘ḡෝ☖⧕≉⧁ᙹᯩ۵⥥ญၙᨥᯕԕಅa



Ł  ᙹᯖශࠥ ԏᦥḥ݅۵ ᯕʑᯕ݅ ᯕ Ğᬑ ǔᯕ ⧕



₥ǭᨱ⚍ᯱ⧁ᯕᮁaᨧ݅᪅⯩ಅ࠺ ॒ɪ᮹ ᬱ⪵₥













ࣀ

ल൦





#

ࣀ ल൦ #

ҍࢤअ৶੮ઉअ'*ס3؊ࡄࡄਹ֣ੁৢࢤ
ܚ,0)೨իӢ































੮ઉअ





ǭᨱ⚍ᯱ⦹۵äᯕᮁญ⧁ᙹᯩ݅











⪹⩘ḡ ⚍ᯱ᮹ šᱱᨱᕽ ᧲ǎe᮹ ɩญ₉a ᳢⩡ḥ݅۵

ҍࢤअ



ࣀ

ल൦

#

, ਸ਼܇ৌۨਡल൦Ҿైത ਕࣀइਮ

, ؊ࢤʯ ࣀҾ ైത ಾर .3 ल൦Ҿ യ࢘

đುᱢᮝಽ⧕₥ǭᨱšᝍᯕᯩ۵ ⚍ᯱᯱ໕  ๅᙹ⦹

⚍ᯱ ݡᔢᮝಽ۵ǎԕʑᨦᯕ ၽ⧪⦽,1ྜྷ  ᝁ⯆ǎ ᬑ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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ԕǕḡ᮹ʑᨦၰᰍჭə൚ॅࠥᯕzᮡᔍᨦႊᨱ⯹

ෝᗭእ⦹۵⊂໕ᨱᕽ۵ᇥᯕाᯕḡอaŖ⦹ᩍᙹ⇽

᯦ᨕᖒᰆ⦽⊂໕ᯕⓍ݅

⦹Ñӹᕾᮁšಉᔍᨦᮥᩢ᭥⦹۵ʑᨦॅ᮹Ğᬑᮁa⦹
ᮥၹʙᙹอᮡᨧ۵äᯕ⩥ᝅᯕ݅

⦹ḡอ ᱥᖙĥᱢᮝಽ ᖒᰆᖙa ࢵ⪵ࡹŁ Ʊᩎᯕ qᗭ⦹
໕ᕽ᳑ᖁ⧕ᬕ℁v⪵⦺॒ǎԕݡʑᨦॅᯕᩢ᭥⦹۵
ᯕzᮡ ᵲ⪵⦺ᔑᨦ᮹ ᖒᰆᖒᯕ ࢵ⪵ࡹ໕ᕽ ݡȽ༉ ʑᨦ



Ḳ݉᮹ᰍྕǍ᳑ၰᝁᬊࠥᨱʭḡᇡᱶᱢᯙᩢ⨆ᮥӝ⊹



۵ߑʭḡᯕ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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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ᵲ⪵⦺ᔑᨦ ᵲᨱᕽࠥ ᕾᮁ᪡ šಉࡽ ǎԕ ʑᨦॅ

⧕᧲⥭✙᮹ၽᵝaɪq⦽äᮡᔢᖁᇡྙ᮹ᇡḥᮥอ

᮹ࠥ⇽י۵ ᔾbᯕᔢᮝಽ ׳ᮡᔢ⫊ᯕ݅ ᝍḡᨕ ℁v

⫭⦹ʑ᭥⧕⧕᧲⥭✙ᮝಽႊ⨆ᮥᖁ⫭⦽ǎԕ⩶ݡ

ᨦ᳦ᨱʭḡ ᩢ⨆ᮥ ӝ⋁ ᱶࠥᯕ݅ ੱ⦽ ᕾᮁ ᯕᨱࠥ

᳑ᖁᔍ ᯕෙၵ ኦ⩥ ݡᔝᖒ ݡᬑ ॅᨱí ᮁa⦹᮹

ᩑaᜅ᪡ zᮡ ᵝ ၽᱥ ၰ ᔑᨦᬊ ᨱթḡᯱᬱ᮹ ᙹ

ᩢ⨆ᮡᬒḢᱲᱢᮝಽ݅a᪅Łᯩ݅

᯦᮹᳕ࠥa ׳ᮡ ⦽ǎ᮹ Ğᬑ ᨱթḡ᪡ šಉࡽ ᔑᨦ᮹
እᵲੱ⦽׳ᮡäᯕ✚Ḷᯕ݅

⦽⠙  ₥Ǖ⦽ ᕾᮁෝ ᝅᨕӹಅ໕ ᖁၶᯕ ⦥⦹݅
⦹ḡอ ᕾᮁaĊᯕ Ჭ݅Ł ᔍᬊపᯕ እಡ⧕ᕽ ᷾a⦹

⦽ᱶࡽ ḡ໕ᨱᕽ ᮁa᪡ ᨱթḡ  əญŁ ⦽ǎĞᱽ ၰ⦽

ḡ۵ᦫʑভྙᨱᬱᮁᙹᘂᖁᮥᱽ᯲⦹۵᳑ᖁᔍӹᬕᘂ

ǎʑᨦᨱ⦽ݡฯᮡᯕʑෝ⧁ᙹ۵ᨧḡอḢšᱢᯕŁ

⦹۵ ⧕ᬕᔍᨱ۵ ᵲพᱢᯕ݅ ᪅⯩ಅ ᖁၶ ᵲᨱᕽ۵ ᚱ

Ḣᱲᱢᮝಽ ᩢ⨆ᮥ ၼ۵ ᔢ⫊ᨱ ⦽ ⧕ݡჩ Łₑ⧕ᅕ۵

ᯝaᜅ ⩢ᮝಽ ᯙ⧕ -/(ᖁၶ᮹ ᙹa ᷾a⧉ᨱ 

ʑ⫭ෝw۵äࠥᳬᮥॐ⦹݅

 əӹษ ᵲǎ᳑ᖁᗭᨱ እ⧕ ᦥḢ ʑᚁᱢ ᬑ᭥ෝ ḡܩ




Ł ᯩ۵ ⦽ǎ᮹ ⩶ݡ᳑ᖁᔍॅᨱí۵ ɮᱶᱢᮝಽ ᯲ᬊ⦽
݅
ᯝ݉ ᕾᮁෝ ᙹ᯦⧕᪅໕ ₉ᱢᮝಽ ᱶᱽෝ ⦹í ࡽ݅



ǎԕᨱ۵ 4,  (4᪡ zᮡ ᱶᮁᔍॅᯕ ŝᱱᱢᯙ ᰆĞ



ᰢǍࠥෝ ⩶ᖒ⦹Ł ᯩ݅ ᯕ ŝᱶᨱᕽ ᱶᱽษḥᮥ ≉⦹





íࡹ۵ߑŝÑᔍಡಽᅕᦹᮥভᮁa॒ŝᱶᱽษḥ
ŝ᮹ ᔢššĥ۵ ə݅ḡ ૽ಘ⦹ḡ ᦫ݅ ݅อ  ↽ɝౝ
ᮁaaɪ⦹۵ᔢ⫊ᨱᕽ۵↽᳦ᕾᮁᱽ⣩ᨱ᮹ษḥᱥ
aa ᔢݡᱢᮝಽ ᙹᬵ⦹í ᯲ᬊ⧉ᮝಽ៉ ᱶᮁᔍॅᯕ ᙹ
ᯖᖒᮥ }ᖁ⧁ ᙹ ᯩᨩ݅ ݅อ  ə ḡᗮᖒᨱ ⧕ݡᕽ۵



ᯱᝁᯩí ᱥ⦹ʑ ⯹ु ᔢ⫊ᯕ݅ ੱ⦽ ᱶᮁᔍॅᯕ ə

, ਸ਼തઋ ҏై൜ܾ  ܼٸҾռ ࢛ূӧূ  

eḡᗮᱢᯙᖅእ᷾ᖅᮥ☖⧕ᙹ⇽እᵲᮥ۹ಅ᪕ᨱ

ᕾᮁӹaᜅෝ₥Ǖ⦹ʑ᭥⧕ᕽ۵⇵ӹǕ₊ᰆእᯕ

ǎԕᔢ⫊อᮝಽᙹᯖᖒᮥa⦹܁ʑࠥᨕಅᬭᲭ݅

ᨱࠥ ᮁᱶšŝ zᮡ Ŗᱶᔢ ⦥⦽ ᇡᗮ⣩ ॒ᯕ ⦥⦹

ᕾᮁෝ ᱶᱽaŖ⦹໕aᗵฑ ॒ᮁ᪡zᮡ ᕾᮁᱽ⣩ᯕ

݅ ǎԕᨱᕽ ᮁᱶšᮥ ᙹ⇽⦹۵ ᵝ ʑᨦᮝಽ۵ ⩥ݡ

ᨱࠥ ᕾᮁ⪵⦺ᔑᨦ᮹ ᬱഭa ࡹ۵ ӹ⥥┡ ੱ⦽ ᮥ

⦹ᯕᜅ⎵᪡ ᖙᦥᱽvᯕ ᯩ݅ ᮁᱶš᮹ ᙹ۵ ⓑ ॒

ᙹ ᯩ݅ӹ⥥┡ෝ aḡŁ-(⪵⦺ ߑ⍡ၙ⋝zᮡǎ

ᨧᯕ ᮁḡࡹ۵ äᯕ ᯝၹᱢᯕŁ ᅝ ᙹ ᯩḡอ ၙǎᨱ

ԕᕾᮁ⪵⦺ʑᨦॅᮡ17$⪵⦺ᖍᮁ᪡zᮡ݅᧲⦽ᕾᮁ

ᕽ ᚱᯝaᜅ ⩢ᯕ ḥ⧪ࡹ۵ ࠺ᦩ aᜅ₥Ǖᬊ vš᮹

⪵⦺ᱽ⣩ᮥ ᔾᔑ⦹í ࡽ݅ əߑ ݡᇡᇥ ǎԕ ᕾᮁ⪵

ᙹ⇽ᯕ Ⓧí ⪙᳑ෝ ᅕᯙ ၵ ᯩ݅ ↽ɝ ᮁa⦹ᮝಽ

⦺ʑᨦॅᮡᵲǎᙹᨱ᮹᳕⦽ᙹ⇽⪶ݡᱥఖᮥ⠝ℱ᪵

ᮁᱶšᙹ⇽ᯕqᗭ⦽äᮡᮁa⦹ᨱෙᩑaᜅ᮹

۵ ၵ ᵲǎ ᖒᰆශ ࢵ⪵᮹ ᇡᱶᱢᯙ ᩢ⨆ǭᨱ ॅᨕaᯩ

ᔢݡᱢᯙᔍᨦᖒᯕᱡ⦹ࡽäᨱෙäᮝಽᮁa⦹᮹

݅ ੱ⦽  ၙǎᵲ࠺ḡᩎᨱᕽ᮹ aᜅᬱഭෝ ʑၹᮝಽ ⦽

eᱲᱢᯙ ᩢ⨆ᮥ ၼᮡ đŝᯕ݅ ⧕ݚᨦℕॅ᮹ Ğᬑ ᮁ

ݡȽ༉ᕾᮁ⪵⦺Ŗᰆ᷾ᖅᯕᩩᱶࡹᨕᯩᨕᰆʑᱢᮝಽ

ᱶšᯕ₉ḡ⦹۵ᔍᨦእᵲᯕ׳ḡᦫᦥᱥၹᱢᯙᝅᱢᨱ

ᬱaĞᰢಆᨱᕽࠥ ᇩญ⦽ ᯦ᰆᨱ ᕽ ᯩ݅ ⦹ḡอ ྕᨨ

ၙ⊹۵ᇡᱶᱢᩢ⨆ᮡᱽ⦽ᱢᯙäᮝಽᅕᯙ݅

ᅕ݅ࠥྙᱽ۵ǎԕ⪵⦺ʑᨦॅᯕᇡaa⊹ᔍᜍᨱᕽᔢ

əᅕ݅۵ ᮁa⦹ᮝಽ ᝍ⧕⇵᮹ Ğᱽᖒᯕ ᱡ⦹ࡹᨕ

ݡᱢᮝಽ ᱡษḥᯙ ᵲe݉ĥ ŝᱶᨱ᮹ ᮹᳕ࠥa ݅׳۵
äᯕ݅ ŝÑ ᯝᅙ᮹ ᕾᮁ⪵⦺ᨦℕॅᯕ ᱶၡ⪵⦺ᱽ⣩ᮝ
G

ಽ⪽ಽෝ༉ᔪ⦽äŝzᮡႊ⨆ᖒ༉ᔪᯕᯩḡᦫᮝ໕
ჵᬊᱽ⣩᭥ᵝ᮹ǎԕʑᨦॅᯕᖅᯱญ۵᳢ᦥḩa܆ᖒ
ᯕ↽⯩⧪݅݅׳ɝ᮹ᮁa⦹ᮡ ᬱᰍഭእĞqᮥ☖
⦽ᕾᮁ⪵⦺ᱽ⣩᮹ษḥ⨆ᔢᨱʑᩍ⦹۵ᮝಽᩢ⨆ᮥ
ၙℱ ǎԕᔍॅᯕ ⦽ᚉ ࠭ตᙹ ᯩ۵ ᩍḡෝ ᱽŖ⧕ᵝŁ

, ࢽਸ਼ ਅ ң ۼӧূݐ ز  
ᕾᮁ᪡Ḣᱲᱢᯙᩑšᖒᮡᱢḡอǎԕ⩶ݡᵲŖᨦʑᨦ
ॅ᮹ĞᬑᨱթḡᬱഭaĊ॒ၰᵝǎaॅ᮹ᨱթ
ḡᱶ₦ᨱෙᩢ⨆ᨱᕽᯱᮁḡ༜⦹݅

ᯩ۵ ᔢ⫊ᯕ݅ ྜྷು ݉ʑᱢᮝಽ۵ ัᯕ݅ ᕾᮁ⪵⦺ a

ᬑᖁĞʑ⋉ℕಽᱥಆᔍᬊపᯕᱥၹᱢᮝಽᱡ⦹ࡹ໕ၽ

⊹ᔍᜍ᮹ ั݉ᨱ۵ ⪵⦺ᖍᮁӹ ⧊ᖒŁྕ᪡ zᮡ ↽᳦ᮁ

ᱥᗭᝁ⇶ၰšಉʑᯱᰍ᮹ᙹaᵥᨕॅa܆ᖒᯕ׳

ࠥ⣩ᮥ ᔾᔑ⦹۵ʑᨦॅᯕ ᯩ݅⪵⦺ᖍᮁ ĥ☖ᨱᕽ۵

ᦥḥ݅ ✚⯩ ⬥⑁ษ ᬱᱥ ᔍ┽ᨱ  ᬱᯱಆၽᱥᨱ

ݡ⢽ᱢᮝಽ ⬉ᖒ  ⎵᪅ ॒ᮥ ॅ ᙹ ᯩ۵ߑ əe ⪵ᖍ

 ⦽ݡᇡᱶᱢᯙ ᩍುᯕ ḡᗮࢁ Ğᬑ ᬱᯱಆ šಉ ᖅእᨱ

ᔑᨦᮡ ᔍ᧲ᔑᨦᮝಽ ⦽ǎʑᨦॅᯕ Ğᰢಆᮥ ᯤᨕa۵

Ğᰢಆᮥ aḡŁ ᯩ۵ ǎԕʑᨦ ⩥ݡᵲŖᨦ ࢱᔑᵲŖᨦ

⇵ᖙᩡᮝӹ ᜅ❱ߒᜅ᪡ zᮡ ✚ᙹᖍᮁ ⪙⫊ᮝಽ  ↽ɝ

ॅ᮹ ᝅᱢᨱ۵ ᇡᱶᱢᯕ݅ ᱥಆ šಉ ᖅእᙹa qᗭ

ᝅᱢᮡ᧲⪙⦽⠙ᯕ݅

⦹໕ ᘂ႑ᱥ šಉ ᇡ⣩ᮥ Ŗɪ⦹۵ ʑᨦ -4ᔑᱥ ⬉ᖒ

ᇡaa⊹ᔍᜍ⊂໕ᨱᕽᱶᮁᔍ᪡ᕾᮁ⪵⦺ᔍeᨱእƱෝ
⦹ᯱ໕ ᱶᮁᔍॅᮡ ⦹ }ݡᇡŖᱶᨱᕽ ᕾᮁ⪵⦺Ŗᱶᮥ

॒ ॅᨱíࠥ ᇡᱶᱢᯙ ᩢ⨆ᮥ ၙ⋁ ᙹ ᯩ݅ ༉ࢱ ǎԕ
ʑᨦॅᯕəeĞᰢᬑ᭥ෝḡ֡᪉ᇡྙᯕ❱݉ࡽ݅

zᯕᩢ᭥⦹ŁᯩʑভྙᨱǍ᳑ᱢᮝಽᕾᮁ⪵⦺ᱥᨦʑ

ੱ⦽ᮁa᮹॒ᮡǎᱽᰆᨱᕽᮁa᪡ᩑ࠺ࡹ۵ᩑ

ᨦᨱ እ⧕ᕽ۵ ᔢݡᱢᮝಽ ᔍᨦ᭥⨹ ᇥᔑ⬉ŝෝ ٥ญŁ

aᜅ᮹ aĊᨱࠥ ᩢ⨆ᮥ ᵝʑ ভྙᨱ ၽᱥ ᬱഭಽ ᩑ

ᯩʑভྙᨱᮁญ⦽᯦ᰆᯕ❱݉ࡽ݅

aᜅෝ ᙹ᯦⧕⦹۵ ⦽ǎ ᯦ᰆᨱᕽ۵ ᩢ⨆ǭᨱ ॅᨕa

ᮁa᮹⦹ᮡੱ⦽eᱲᱢᯙ⊂໕ᨱᕽǎԕᔑᨦᨱᩢ⨆
ᮥၙ⊹Łᯩ݅ᮁa⦹ᨱ ෙ ᵲ࠺ᔑᮁǎ᮹ ᙹ᯦q
ᗭ ၰ ᰍᱶᇡݕᮡ ǎԕ ີᯕᱡ Õᖅᔍ ᔝᖒ ⩥ݡ ݡ
ᬑ (4 4, ݡฝ ॅ᮹ ⧕ ⪵⦺⥭✙ ᙹᵝᨱ ᇡᱶᱢᯙ
ᩢ⨆ᮥ ӝ⊹Ł ᯩ݅ ǎԕ Õᖅᔍॅ᮹ Ğᬑ ⧕⥭✙
۵⩶⊂໕ᨱᕽ۵ʑᩍ⦽ၵaⓍӹᝅᱽᙹᯖᖒ⊂໕

ᯩ݅ ə ⊂໕ᨱᕽ ᱥಆᩩእᮉ ᔢ ၽᱥᗭa࠺ᮉ ⦹
 ŝ ᇩᨕ ᬱᰍഭa ⦹ᨱ ෙᄡ࠺እᱶᔑ ᙹᯖᯕ
qᗭ⦹۵ ǎԕ ၝᯱၽᱥᗭ aᜅ ʑၹ᮹ ⪵ಆၽᱥ እᵲᯕ
ᱩݡᱢᯥ⡍ᜅ⎵ᨱթḡ (4ᨱթḡ ॒ ᮹ Ğᬑ ᮁa⦹
ᨱෙeᱲᱢᩢ⨆ǭᨱॅᨕaᯩ݅Łᅕᦥ⧁äᯕ
݅

ᨱᕽ۵ ᬱaᔢ ॒ᮝಽ ᯙ⧕ ᱡ᳑⦽ ᔢ⫊ᯕ ᦥḢʭḡ



ḥ⧪ᵲᨱᯩ݅⨆⬥ᨱ۵ᮁa⦹ᮝಽ⩶ᱢᯙ ⊂໕ʭ



ḡ ᇡᱶᱢ ᩢ⨆ǭᨱ ॅᨕi äᮝಽ ᱥࢉᨱ  ⧕
ᨱᕽ᮹ʑᩍࠥ۵Ⓧḡᦫᮥᱥᯕ݅
















ᮁa᮹ ॒ᮡ ┽᧲Ų ၽᱥŝ zᮡ ݡℕᰍᔾᨱթḡ ၽ

, ҈হ  

ᱥᨱࠥ ᩢ⨆ᮥ ၙ⋁ ᙹ ᯩ݅ ᮁa⦹ᮝಽ ᰍᔾᨱթḡ
᮹ᔢݡᱢĞᱽᖒᯕਉᨕḡ۵äᮡᔍᝅᯕḡอᰍᔾᨱթ

ᯕᔢᨱᕽ ᕾᮁᨱթḡ᪡ šಉࡽ ǎԕ ʑᨦ⩥⫊ ၰ ᮁa

ḡ᮹}ၽᯕ݉ḡĞᱽᖒ⊂໕ᐱอᦥܩ᪉ᝅaᜅq

⦹ᨱ ෙ ᩢ⨆ᮥ ᔕ⠕ᅕᦹ݅ ᮹ಽ ǎԕʑᨦॅ᮹

⇶ᮥ᭥⦽⪹Ğᯕᛩ॒ŝšĥaᯩʑভྙᨱᩑššĥ

ᨱթḡšಉ ࠥ⇽יa Ⓧ݅۵ ᱱᮥ ⪶ᯙ⧁ ᙹ ᯩᨩŁ ᯕ

a əญ ݉ᙽ⦹ḡอᮡ ᦫ݅ ǎԕᨱᕽ ᰍᔾᨱթḡ ┽᧲

۵ᇡ᳕ᯱᬱᯕ ᇡ᳒⦽ ᬑญ᮹ ⩥ᝅŝ฿ᦥݠᯩ݅ ੱ⦽

Ų ᪡šಉ⧕ᕽ۵ ə൚ᮡ ⦽⪵4,-(ə൚ᯕ ᩢ᭥ ᵲᯕ

ᔕ⠕ᅕᦹॐᯕ ᮁa᮹ ॒ᯕ ᱥℕᱢᮝಽ ⦽ǎĞᱽᨱ ᨕ

໑ }ᄥʑᨦᮝಽ۵ 0$*᮹ ᔍᨦࠥ⇽יa ⓑ ⠙ᯕ݅ Ñ

۱ ᱶࠥ

ݡə൚᮹Ğᬑᔍᨦᖒ॒᮹ᩢ⨆ᯕᱽ⦽ᱢᯕāḡอᵲ

⊂໕ᯕ ᳕ᰍ⦽݅ ⦹ḡอ ᅙྙᨱᕽ ᨙɪ⧩ॐᯕ ǎԕ ᔑ

čə൚᮹ Ğᬑ ᱥℕ ᝅᱢᮥ ᳭ᬑ⧁ ᱶࠥಽ ᩢ⨆ಆᯕ ⍅

ᨦǍ᳑᮹✚ᖒᔢᵲeჵᬊᱽ⣩᭥ᵝ᮹⩥ᔢ⫊ᮝಽᕽ۵

Კ ᯩ۵ ᔢ┽ᯕ݅ ݅อ  ᇡ᳕ᯱᬱᯕ ᱢŁ ᩢ☁a ᳢ᮡ

ᯱɪᮉᮥ ׳ᯕŁ ᯩ۵ ᵲǎ᮹ ⇵Ċŝ ᱥၹᱢᯙ ᙹa

ǎԕ ᔢ⫊ᨱᕽ۵ ᰍᔾᨱթḡ᪡ šಉ⧕ᕽࠥ đǎᮡ ⦽ǎ

qᗭ⦹۵ɡಽჭĞᱽᔢ⫊ᨱᕽǎԕʑᨦॅᯕ⦹ݡʑᨱ

ᯕvᱱᮥḡ ܭᗭᰍӹʑᯱᰍᱽ᯲ Ŗɪŝzᮡ ᱽ᳑

۵ ქÑᬭ ᅕᯙ݅۵ ᔍᝅᯕ݅  ᨦᜅ✙ฝᯕӹ ݅ᬕᜅ✙

⊂໕᮹⪽ಽ༉ᔪᮡᇥ᮹ၙᯩ۵ႊ⨆ᯕࢁᙹᯩᮥä

ฝᮝಽ᮹a⊹ᔍᜍ᮹⪶ݡෝ☖⦽ᙹᯖǍ᳑}ᖁᯕǎԕ

ᯕ۵❱݉ᯕ݅

ᵲ⪵⦺ʑᨦॅᨱí⦥⦽ᔢ⫊ᯕ݅











Ӝ݉   ࢽਸ਼ шध ٫  ң ূ࢛ۼңҽછ 











 a ࢁḡ۵ ᛞí ❱݉⦹ʑ ᨕಅᬕ ᅖᰂ⦽

ਸ਼ઉң
࣋ઋє೨ध

ࢽਸ਼

ո

ࢽగ

ૄъ

шध

ֵ

ओшध
എބ







6.*6/* آ܍೪ത



ߔ
ઃ
ਡ
ܚ




ૄъݍ

ૄъ ਸ਼ز
3(33

իక




ਡшҍ੶
ۻ

ઉਸ਼࢘
6.*6

ೱলۜ౩
છࣀ࢘

ఆ



ߔઃш

ߔઃਸ਼ക

ߔઃ࣡ Ѯࣂ
ً࢛ૄҟূ
ഏ؊ૄҟূ

ਡࢽۻగ

ո

ӧઁߔઃ

шध

ૄъ

߃ߔઃ

టলҩ އٟ࣡੮
೪തࣥێ2&,

؊ଢ଼
టলҩ

ֵ

౯ࢦߔઃ

୷ણ ਸ਼ز
തࣅਡܚ೮ࣉҔ
ޠ

इшҟ
ശࣉ৩
ઉ߅шҟ
ࠎ ӧূ

ೱਅ ૄ ؼۜ౩ Ѯࣂ
*66.؊݉

ߔઃ ң ۼߝ࣪ ێઃ
/6࢛ઃശࣉഏ؊ૄҟূ


ܚ೨իӢ



G



G

G

G


࢛ࠃ
ઃۤ


ೱਅ
ఆ۲ٴ








ૄҾ ੁӌ लਔ݅धఆ
આѲ




 





ૄҾ ҍӧٍത  ܼٸलਔਮഁ ഥ؊ૄ ܇Ҿ ੁӌ ࠡऴ࢛ ш೨Ҕ 

 ӧ Ӣ݅ਸ਼ത ܇೪ ҡҍ੶ ৢࢤ ࢼހلअ ઝزш ֵੁ

ੁূ ઃߒ अࣉ ٍത زਕ مۺӜۨի ૄҾੁӌੁ ࠡऴ࢛ ؊೪
 ઉࠡ ъઇં  ۚ लਔ
৸இۻר  ਕअ೪ ನ ݾ؊കੁੁ



 ֵ ক ݏ ࠎછ ҽછш
ୃҽ ೫ੂ ೨Ҕ হ ਮഁ ߔࢮшࣉר



ࠥওઉ೪ ૄ࣡ੁੁ ਮӧ ফ೨ ܇ં
އప ೣ೨










,6 3 ૄҾ ੁ࢛ূ ࠡऴ ਮഁ ҍҔ


Ӝ݉  लਔਮഁ ഥ؊ ੁӌ ࣤऴ ؊ࣤঢ  ш ઃݘ

↽ɝ ǎᱽ ᝁᬊ⠪aᔍᯙ 41a ᵲǎᮡ⧪ǭ᮹ Ğᱽᱢ



؊ஃઃଢ଼
ӧకшҏ؊ஃ



᭥⨹ᨱ  ⦽ݡᱥᮥ ᦩᱶᱢᨱᕽ ᇡᱶᱢᮝಽ ⦹⨆⧩݅
ᵲǎĞᱽ ᖒᰆ ࢵ⪵ಽ ၝeᇡྙ ᮡ⧪  əฝᯱɩᮖ ॒ ᮹

ఠࠋ؊ஃ
ӧূ؊ஃ



ᝁᬊ᭥⨹ ᔢŝ ᮡ⧪ǭ᮹ ᗱᝅ ᷾aa ᵝᯙᯕᨩ݅



.PPEZಬTӹ 'JUDIࠥ ᵲǎ ᮡ⧪ǭᨱ  ⦽ݡᯨෙ ᯕᛩෝ
ᱽʑ⦹۵ ॒ ᵲǎ ᮡ⧪ǭᨱ  ⦽ݡᬑಅa ⍅ḡŁ ᯩ݅



ᵲǎᮡ⧪ǭ᮹ᰁᰍᝁᬊ᭥⨹ᮥᱱá⧕ᅕᯱ


















)

)

)

#

ܚ6 3೨իӢ







,5LVN Ӣ݅ਸ਼ത ੁ ܼٸ٦ अࣉ ത 



ᵲǎᮡ ŝÑ ᱶᇡa ᮡ⧪ᮥ ☖⦽ ᱶ₦༊⢽ ݍᖒᮥ ᭥⧕
ɩᮖᰆᨱ ᯙ᭥ᱢᮝಽ }᯦⧕᪅໕ᕽ ᝅྜྷĞᱽᨱ እ⧕



ɩᮖᔑᨦ᮹ၽᱥᮡࠁ݅ ᵲǎᱶᇡ۵ǎᮁʑᨦ᮹ ᯱɩ



᳑ ݍእᬊ ᱩqŝ ǎᮁ ⩶ݡᮡ⧪᮹ ᩩݡษḥ ⪶ᅕෝ ᭥
⧕ᩩݡɩญෝ Ƚᱽ⧕᪵݅ᯕᨱ ⩶ݡᮡ⧪ॅᮡᱶ



ᇡ᮹ɩญȽᱽᨱ׳ᮡᩩݡษḥᮝಽᙹᯖᖒᮥᮁḡ



⦹໑ ᰆᮥࠦᱱ⧕᪵݅ə్ӹ֥ݡᯕ⬥ᵲǎᱶᇡ






G

aɩᮖᰆ}⩢ᮥ᭥⧕ɩญᯱᮁ⪵ෝ⇵ḥ⦹໕ᕽᯕᱽ
G
ࣤੁઉ ࢛ࠣࢽऴ ӌઃۤ౻ ࣀਗ਼ҽਡ

HXQMXQJVRQ#KDQDIQFRPG

۵ᩩɩɩญᨱ⦽ݡᔢ⦽อԉᦥᯩ݅



ɩᮖᰆᱶᔢ⪵ෝ᭥⦽ŝᱶᯕӹ⨆⬥ᩩɩɩญ᮹ᔢ⦽
⠱ḡḥ⧪ᯕŝᱶᨱᕽᮡ⧪eĞᰢᝍ⪵ಽᩩݡษḥ
ᯕ ŝÑᨱ እ⧕ qᗭ⧁ ᙹ ᯩ݅ ᯕ۵ ᯕᯱᙹᯖᨱ ᮹᳕
⧕᪉ ᵲǎ ᮡ⧪ॅ᮹ ᙹᯖᖒᮥ ᱥၹᱢᮝಽ ⦹┉݅
ྜྷುᰆʑᱢᮝಽ۵⩶ݡᮡ⧪᮹Ğᰢಆᮡv⪵ࢁᙹᯩ݅
݅อ  ᙹᝁʑၹᯕ ᧞⦽ ᵲᗭᮡ⧪᮹ Ğᬑ Ł~ᩩɩ ᯕ┩
ྙᱽ ॒ᨱ Ḣ໕⧁ ᙹ ᯩᨕ ᇩa⦝⦹í Łᙹᯖ ⚍ᯱᔢ⣩
ᮥ⪶⦹ݡÑӹŖĊᱢᯙᩢᨦᮥ⦹íࡹ໕ᕽᝁᬊ᭥⨹ᯕ
ᦥ׳ḩᙹᯩ݅

,5LVN ࠡऴӌ ݅धఆ ࢤय
ᵲǎĞᱽ᮹ ᖒᰆᖒᯕ ࢵ⪵ࡹ໕ᕽ ᱽ᳑ᨦŝ ࠥᗭๅᇡྙ
ᇡᝅ₥ǭᯕⓍí᷾a⦹ŁᯩŁ ᇡ࠺ᔑĞʑ⦹ࠥᮡ
⧪ॅ᮹ ᇡᝅ⇽ݡญᜅⓍa⍅ḡ۵ߑ ⦽༌⦹Łᯩ݅↽
ɝᩩݡᮉȽᱽ᪥⪵ ⳨ ۵ᮡ⧪ॅ᮹⇽ݡᩍಆ
᷾aᨱ۵ɮᱶᱢᯕӹ⨆⬥ᮡ⧪e⇽ݡĞᰢᨱෙᇡᝅ
⇽ݡ᮹ ⪶ᔑ ᬑಅ۵ ႑ᱽ⧁ ᙹ ᨧ݅ ᵲǎ ᔢᨦᮡ⧪᮹
ᱥℕ ᇡᝅ₥ǭ እᮉᮡ  ᯕԕಽ ׳ᮡ ᙹᵡᮡ ᦥ݅ܩ
݅อ  ↽ɝ ᵲǎ Ğʑࢵ⪵ ᩢ⨆ᮝಽ ᇡᝅ⇽ݡ᮹ ᷾aᗮ



ࠥaዉḡŁᯩ۵ᱱᮡᩩ᮹ᵝ⧕⦽݅
Ӝ݉  ৢ؊ݍ ೨ۏ  ܼٸअ я࣡ ৢࢤ


अࡄૄ


Ӝ݉  ৢ؊ࡄਹәઋ ৸ത סӧയ ੨੮ࠡऴ ഥ؊ 



इݍ ਕ











છਮও







'HSRVLW
/RDQ
/RDQWRGHSRVLWUDWLR ਕ












































4

4

4

4

4

4










#





(&ܚ,&೨իӢ


            



#

(&ܚ,&೨իӢ

, ਔহࣂބ



Ӣ݅ਸ਼ത

Ӝ݉  ࠡऴӌ ߌ ࠡऴӌࡄਹ ࢤय

Ӣ݅ਸ਼ത ېઉࠡ ߌ Ӣ؆Ҿ Ӣӧң Ӣ݅ ؊೪



ઇәઋܽ ୗಮ೨Ҕ Ӣ݅ш र੬ࢼ Ӣअӣ ࢘ઉ ێٸ

ࠡऴӌ ਕ
߃ੁ
ߛੁ



ਸ਼܌ѻ҈ઉنअ܈ز೪છܽہ೪

षਮও

؊കੁ
زरੁ







ӌӢ݅ ֣  ٫ इં ਸ਼തܽ Ѭ ֣ ؊ஃӢ݅ш





ਸ਼തࢼހلഏ੮סਮওതৢӢӢ݅؊೪ࢤ೪ݏઝ೪













ૄҾੁ ֣ Ӣ݅ਸ਼ത ӧࠎߛ ߔಾ ഻ Ӣ݅ ֣ 









4



4

4

4

4

4

#

(&ܚ,&೨իӢ


G

Ӝ݉ ؊ ੁ ূ ࣉ੬ܵੁ ٍ ࣡ത

, ੁӌ ݅धఆ ৸இ ੁۻ লച೪ अઽ



ᮡ⧪ǭ᮹ ญᜅⓍ ᪥∊ᩍಆᮡ ᦥḢ ᧲⪙⦽ ᙹᵡᯕ݅ ᇡ



ᝅ₥ǭᯕ ᷾a⦹໕ᕽ ᔢᨦᮡ⧪ ᱥℕ ᇡᝅ₥ǭ ⍅ქญḡ

4

4

4

4

4

4



እᮉᮡ ᙹᵡᮝಽ⦹⧩ᮝӹ ↽ᗭ Ǎእᮉ 



ෝᩍᮁᯩí ᔢ⫭⦹Łᯩ݅ྜྷು ⩶ݡᮡ⧪ŝᵲᗭ⩶ᮡ



⧪e᮹₉ᯕ۵᳕ᰍ⦽݅







Ӝ݉  ࠡऴӌ ா߫݅ ࡄਹੁ ೨ۏਿի  ਸ਼ 




؊കੁ
زरੁ




߃ੁ
ߛੁ

ҟࢤੁ

Ѯࣂੁ

ૄҾੁ

ִূੁ

#

ઃ֣ؼӧࡄূࣉ੬ܵ



ܚ%ORRPEHUJ೨իӢ






ྙᱽ۵ ᵲᗭ⩶ᮡ⧪ᯕ݅ ᵲᗭᮡ⧪ᮡ  ᮁᔍ Ł~ᩩɩ



ᯕ┩ᨱ ෙ ᮁ࠺ᖒ ᭥⨹ᨱ Ḣ໕⧁ ᙹ ᯩŁ    ᯱᔑš



ญᔢ⣩ 8.1 ᮥ ☖⦽ ᳑ݍᯕ ฯᦥ ⩶ݡᮡ⧪ᅕ݅ ᯱᅙǍ



᳑a ᇩᦩᱶ⦹݅ᝅᱽಽḡӽ⧕ᵲǎ࠺ᇡ ᰆᙹᖒ᮹⦽


4

4

4

4

4

4

#

ᗭ⩶ᮡ⧪᮹ ᇡࠥᗭᯕ ⪶ᔑࡹ໕ᕽ ႦⓍ ݡȽ༉ ᩩɩ
ᯙ⇽ ᯕ ၽᔾ⦽ ᱢᯕ ᯩ݅ ə్ӹ đǎ ᯙၝᮡ⧪ᯕ }

ࠡऴӌா߫݅ࡄਹ இӢࠡऴӌ
(&ܚ,&೨իӢ

᯦⦹໕ᕽḥᱶࡹᨩ݅



ḡႊ ᵲᗭᮡ⧪᮹ Ğᬑ ɩᮖᜅ▽ᯕ ≉᧞⧕ ᭥ʑ  ᦥ

↽ɝ Ğᰢᝍ⪵᪡ᯱɩ᳑ݍእᬊᔢ ݡᗱ᷾aಽ ᮡ⧪᮹

Ḣᮡ ᱶᇡ᮹ Ḣeᱲᱢᯙ ḡᬱᯕ ᯕᨕḡŁ ᯩ݅ ↽ɝ

ᙹᯖᖒᯕ ŝÑᅕ݅ ᦦ⪵ࡹ໕ᕽ ᵲǎ ⩶ݡᮡ⧪᮹ ᙹᯖᖒ

Ⅽḡᩎᮡ⧪ᨱ ⦽ݡḡᵡᮉ ᯙ⦹ࠥzᮡ ๆᯕ݅݅

ḡ⢽ࠥ ⦹⧩݅ ə్ӹ ⩶ݡᮡ⧪᮹ Ğᬑ ᩍᱥ⯩ ᯱᅙ

อ ᱶᇡ᮹ḡᬱᮥĥᗮʑᙹ⧁ݡ۵ ᨧʑ ভྙᨱ ᯕᇡ

ᱢᱶᖒᯕ ᬑᙹ⦹໑  ᝅḩᱢᮝಽ ᱶᇡ᮹ ᝁᬊŖɪ Ǎ

ᇥᨱ⧕ݡᕽ۵ḡᗮᱢᯙ༉░ܩยᯕ⦥⦹݅

ᩎ⧁ᮥ⦹ʑভྙᨱᝁᬊ᭥⨹ၽᔾa܆ᖒᮡᱽ⦽ᱢᯕ݅





, ૄҾ Ҿޠਡ֣ ਢ ৢӢࠋചઋ زर

ಾૄҾ؊؊കੁഏഩ

ਮߞݏਮও 

ૄҾ Ҿޠਡੁ ৬ೱ ਢ ৢӢࠋഁઋ ܽزर೨ӧ ܇
ৢ؊
ࡄਹ

%,6
ӧࠎ
ࡄਹ

ࠡऴ
ӌ
ࡄਹ

ৢӢࠋ੬ੁ ୷Ҕ  ݏਮও ফݏਡ  Ҿռ ৢӢࠋചш

ੁ

लਔ
٫ӣ

୲࢛

ࠡऴӌ
ா߫݅

ҟࢤੁ

$

 

   

   

єത೨࢘ ࢼހയ ওઉੂ ҽ೨ סங زހਿի ഻ Ӣ݅

Ѯࣂੁ

$

 





   

ਸ਼തಳഥ؊ߌӢर੬њߛरੁ౿࢛шੂࣉרহٍ

ִূੁ

$







 

Ѵਿ ࠏ ز܇अ   ഻ ૄҾੁূ ҽછછઉ шؔ ੁࣉר

ૄҾੁ

$







 

ֵѴ

ݏਡਗ਼ੂяও೨ހҷ੬൮ֵੁअઽ
ৢӢࠋഁઋૄ סزҾઉࠡш ৢӢࠋചܽ ైೱ ࢘യࠋ੬ӧੂר

֣ਢӧઽ
ܚщ࢘,QWHULP5HVXOWV೨իӢ

G

G



, ೨٢ ࡄૄ࣡ ਸ਼ ઋ סरহ܉
ၙǎ᮹ ʑᵡɩญ ᯙᔢᯕ a⪵ࡹŁ  Ğʑ}ᖁ vࠥa
᧞⧕ḡ໕ᕽ ᄡ࠺ᖒᯕ ⓑ ⦹ᯕᯝऽ ⚍ᯱᨱ  ⦽ݡᬑಅa
⍅ḡŁ ᯩ݅ ✚⯩  ᮁa᪡ ᬱᯱᰍaĊ ⦹ᯕ ḡᗮࡹ໕
ᕽᩩᔢ⧩ݡಽ⦹ᯕᯝऽ᮹aĊŝ⚍ᯱᙹᯖශࠥⓍí
⦹⧩݅ Ӻ⡎ŝ݅ᨱ ෙ ᯝᱢᯙ ၹ॒ᮥ ʑᙹ ⧁ݡ
۵ᯩᮝӹǍ᳑ᱢᮝಽɡಽჭĞʑࢵ⪵ᬑಅa⍅ḡ໕ᕽ
⦹ᯕᯝऽၽ⧪ᯕฯᦹᨱթḡŲᔑᨦℕॅ᮹ᇡḥᯕḡ
ᗮࢁäᮝಽᩩᔢࡹ۵อⓝ⦹ᯕᯝऽ᮹⇵ᖙᱢᯙၹ॒ᮡ
ᛞḡᦫ݅⦹ᯕᯝऽ⚍ᯱ۵ᰁᛍᨕiäᮥǭ⦽݅
᪅⯩ಅ ḡɩᮡ ܩᨕು ႦⓍು ᨱ  ⧕ݡšᝍᮥ aᲙᅝ
อ⦹݅ ܩᨕು᮹ ᯕᯱᙹᯖශᮡ -*#03 aᔑɩญಽ
đᱶࡽ݅ ݡᇡᇥ᮹ ܩᨕುᮡ -*#03a  ญᅕ⥭
ಽᨕ ෝ Ⅹŝ⦹໕ ɩญᔢᨱ ⇵a ᙹᯖᮥ ᮥᙹ
ᯩࠥಾ ࡹᨕᯩ݅ɩญᯙᔢ ʑa ܇ᨕḡ໕ᕽɩญᔢ
⬉ŝෝ႑ᱽ⦽݅⦹ࠥܩᨕುᩑeʑᙹݡᯖශᮡ
_ᙹᵡᮝಽ ᔢ׳ ⯩ݚᮡ ⠙ᯕ݅ ᝁᬊ॒ɪᯕ ԏᮡ
ʑᨦॅᨱ ⇽ݡ ⦽ݡᯕအಽ ᙹ≉⦹۵ ᯕᯱᙹᯖශᯕ ׳ʑ
ভྙᯕ݅ ə్ӹ ܩᨕುᮡ ݕᅕa ᯩŁ อʑa Ṉᮝ
໑ᮁᔍ⫭ᙹᮉࠥᦥ׳ᮁᔍ⦽ᝁᬊ॒ɪ᮹⦹ᯕᯝऽᅕ
݅ᄡ࠺ᖒᯕᱢŁᔢݡᱢᮝಽᦩᱥ⦹݅
ᩎᔍᱢᮝಽ ɩญᔢʑᨱ -*#03۵ _CQᱶࠥ ၙǎ
ʑᵡɩญෝᖁ⧪⧕᪵ʑভྙᨱ⇵⬥ၙǎɩญaჩᱶ
ࠥ ᯙᔢࡹ۵ ᱱᇡ░۵ -*#03ᔢᨱ ෙ ⇵aᙹᯖࠥ
ʑᙹ⧁ݡᯩ݅








G

G

G


࢛ࠃ
ઃۤ



؊ଢ଼








ೱ ҟӣ ҍ੶ਿ܇
੬ઁ סلਸ਼ш ദҍ









ઁਸ਼ш ദҍ ੬ૄ ࢼހلҾੂ ؊लೱ
 Ӡ ߯܇ҍઋയࠌ ߫౻ ވӧ ੂר೨



Ҕ ࢘ ހߒ ਕ܍ࡄ ܽ٭೪ 23(&ҡ߁Ҿ ࣝূҏ र ੁۼӲহઘ 






ਢ ࣝূҏ ؊ஃӧઽ श࢘৶ ݒ ߁Ҿ Ӣ݅ࢤ ߸౩ Ӝ݅Ҕ ߁Ҿ

ਡਸ਼अஃ ਔ ֮ઁ סਸ਼ш ࠡܽ ಂшܾૣވ סೱপ ೫ ࠂअ٦G














, ૄҾੂ ؊लೱ Ӡ ߯܇ҍઋ ߫౻ވ ઁ مਸ਼ш

ᝁ⯆ǎॅᨱí۵ᇡ⪽ᨱ⦥⦽ᔑᗭ⪙⯂ʑzᮡᔾᵥᩎ

ǎᱽᮁaa Ŗɪŝᯪ ᬑಅಽ ႑ౕ ݚᯕ ྕթḡ໑ ᱡ
ᮁaݡಽ᯦࠭⦽ḡอ֥ᯕḡӹaŁᯩ݅85*ʑᵡ
ᮝಽǎᱽᮁa۵⦽ভ႑ౕݚᯕ⦹ಽ⇵⦹ʑࠥ⧩݅
01&$ᮥ እ⦽్ᦥ יᭉᯕ॒ᵝᔑᮁǎŝၙǎ
ᗑᯝᮥ⡍⧉⦽ᬱᮁᔾᔑʑᨦॅᨱíŁ☖ŝᯙԕ᮹eᯕ
ᯕᨕḡŁᯩḡอᱡᮁaᔢ⫊ᯕ݉ʑeᨱษྕญࢁa܆ᖒ
ᮡ׳ḡᦫ݅⦹ḡอᱡᮁa۵ᬱᮁᙹ᯦ᨱ᮹᳕⦹۵ᵝ
ᗭእǎॅᨱí۵  ᱡɩญ⪹Ğŝ ᇩᨕ  Ğʑ⫭ᅖᮥ ᭥⦽
ქ❡༊᮹ ʑ܆ᮥ ⦹Ł ᯩ݅ ᵲǎ᮹ Ğʑࢵ⪵ಽ ᖙĥĞᱽ
᮹ ᖒᰆ⇶ᯕ ⮵ॅญŁ ᯩḡอ ɡಽჭ ᙹ᮹ ᇡḥᮥ ᨱթ
ḡእᬊ᮹qᗭಽᔢᘥ⦹Łᯩ۵ᖩᯕ݅ᯕᱥzᮝ໕ɡಽ
ჭ ᮁ࠺ᖒᨱ ᮹⧕ ǎᱽᮁa ɪ॒ᮝಽ ᇩᯕ ჩḡ۵ ᔢ⫊ᯕ
ᇩa⦝⧩ᮥḡ ༉ḡอ ᪉ʑ᳑₉ ۱ӝḡ ༜⧁อⓝ ᗑᯝ᪅
ᯝᮥ እ⦽ እᱥ☖ ᬱᮁ᪡ 01&$ᮥ ⡍⧉⦽ ᱥ☖ᬱᮁ ᔑ

⧁ᮥ⦹Łᯩ݅ᱡᮁa⪹Ğᨱ᮹ḡ⦹۵ǎaॅᨱíᯩᨕ
ᕽǎᱽᮁa᮹ᙹᵡŝḡᗮʑeᮡĞᱽ⫭ᅖ᮹ᵲ⦽ᩕᙁ
aࡹŁᯩ݅⦹ḡอŖɪŝᯪᮝಽⅩ௹ࡽᱡᮁa᮹ḡᗮ
ᩍᇡ۵ ᵝ ᔾᔑᯱᯙ 01&$ŝ ၙǎ ᗑᯝᨦĥ᮹ ᔍ⪽ŝ
Ḣđࡹ۵ ᯕᛩಽ ḡӽ ֥᮹ ᱡᮁaಽ ᯕॅᯕ ᯦Ł ᯩ۵
⦝⧕᪡ᦿᮝಽ᮹ᱥ}ႊ⨆ၰᄡ⪵ᨱᵝ༊⧁⦥aᯩ݅
ᱢᨕࠥ01&$ǎaॅ᮹⇶ᱢࡽ᪅ᯝນܩaᰍᱶᱢᯱෝქ
◉ԝ ᙹ ᯩŁ ᗑᯝᨦĥa ₥ྕᔢ⪹ᮥ ᭥⧕ ᱢᯱᔾᔑᮥ ḡ
ᗮ⧕⦹۵⦽ĥᱱʭḡᖙĥĞᱽ۵⫭ᅖᮥ᭥⦽eᮥ
⪶ᅕ⧁ᙹᯩʑভྙᯕ݅Łᮁaಽᙹ֥e٥ᱢࡽᔑᮁǎ
᮹᪅ᯝນܩaᩎᮝಽᱡᮁaෝ☖⧕ᗭእǎᮝಽࡹ࠭ಅḡ
۵ᰍᇥ႑⩥ᔢᯕ⮵ॅญŁᯩ۵ɡಽჭĞᱽ᮹⫭ᔾᮥ᭥
⦽ၽ❱ᮥᱽŖ⦹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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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e ᔾᔑĞᰢᯕ ⊹ᩕ⦹݅ ၹ໕ ᱡᮁa۵ ၙǎ  ᯝᅙ 
ᮁ॒ᱥ☖ᱢᯙᖁḥᗭእǎŝᯙࠥ ░┅॒ᬱᮁ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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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ҏ ࢮઝۻ ੬ӧઃੂ щ৩೨࢘ סਕ٭

əౝᨱࠥ ᇩǍ⦹Ł ᔍᬑॵෝ ⡍⧉⦽ 01&$ ⫭ᬱǎॅᮡ
᯲֥ ᬵั ⅾᔾᔑపᮥ ᮁḡ⦹ʑಽ đᱶ⧩݅ ᮁaෝ
ႊᨕ⦹ʑ᭥⧕ᕽ۵ᯕᱥౝqᔑݡ᮲ᯕᇩa⦝⦽ᔢ⫊ᯕ
ᨩḡอ ᩎᮝಽ Ğᰢᯱᯙ ၙǎ᮹ ᗑᯝʑᨦॅᮥ ႑ᇩญ۵
ᖁ┾ᯕ ࢁ ᙹ ᯩ݅۵ ᱱᮥ ᮹⧩ʑ ভྙᯕ݅ ᩩູԕᱥ
}᯦ŝ ⟹్ݍə Łᱶ⪹ᮉ ಫ֥ ᯕ⬥ ญ  ᮁ
ḡෝ ᭥⧕ Ⓧí ᵥᨕॅʑ۵ ⧩ᨕࠥ ᔍᬑॵ۵ ⪹ᅕᮁᧂ
ᯕ ᨖᙹ్ݍᵡᮝಽᵲǎŝᯝᅙᨱᯕᨕᖙĥ᭥ᯕ
໑ ֥ɪ᷾⧁äᮝಽᩩᔢࡹ۵ᰍᱶᱢᯱ  ᨖݍ

ᱥᖙĥᬱᮁᰆ᮹ᱩݡŖɪᯱಽᕽaĊᮥ᳭ᬑ⦹ᔍᬑ
ॵෝ እ⦽ 01&$ ⫭ᬱǎॅ᮹ ᰆḡ႑ಆᮡ ฯᯕ ᧞⧕
Ჭ݅ እ⫭ᬱǎᯙ ్ᦥ᪡ ⋱ӹ݅  əญŁ ၙǎ ᗑᯝʑ
ᨦॅᯕ ᵝ ᰆᨱᕽ 01&$ ⫭ᬱǎॅ᮹ ᱱᮁᮉᮥ aಽ
₥Ł ᯩʑ ভྙᯕ݅ 01&$ ǎaॅᮡ ᬱᮁᙹ⇽ᨱ ᮹⦽
ᰍᱶ᮹᳕ࠥa ׳ʑ ভྙᨱ ǎᱽᮁa ᙹᵡᨱ ๅᬑ ၝq⦹
݅Łᮁaݡᨱჭᨕॅᯙส⦽ݡ᪅ᯝນܩෝʑၹᮝಽ
ᅕ᳑ɩŝŖŖ⚍ᯱ b᳦ᅖḡ⩽┾॒ᰍᱶḡ⇽ᯕእ⧕ݡ
Ჭʑভྙᨱእಾᬱᮁ₥Ǖᬱaᯱℕ۵ᖙĥ↽ᱡᙹᵡᯕ
ḡอ ᰍᱶᗱᯖ ᇥʑᱱᮡ ႑ౕᙹ  ݚᵡ ԕಽ 
᪡ᯩ݅ᮁaaၹ☁สᯕӹ໕ᰍᱶḡ⇽ࠥᔢᙹݚᵡᵥᩍ
 Ɂ⩶ᰍᱶᯕ a⦹܆āḡอ ǎၝᱡ⧎ ভྙᨱ đ⎵ ออ
⦽ᯝᯕᦥ݅ܩ

్ ԕ ෝ ֥ aʭᯕ ქ◉ԝ ᙹ ᯩ۵ ᦩᱥ❱ᯕ ᳕ᰍ⦽
݅ᬱᮁᙹ⇽ᨱ⦽ݡᰍᱶᙹ᯦᮹᳕ࠥaᨱᮂၶ⦹ḡ
อ ᱡᮁaᨱ  ⧕ݡ01&$ ⫭ᬱǎ ᵲ aᰆ ┥┥⦽ ႊᨕಆ
ᮥ wŁ ᯩ۵ ᖩᯕ݅ ↽ɝᨱ ᔍᬑॵ۵ ᨖ ్ݍȽ༉
᮹ ǎ₥ၽ⧪ ĥ⫮ᮥ ၽ⢽⧩Ł ⧕ ⚍ᯱᯱɩࠥ ݡݡᱢᮝ
ಽ ⫭ᙹ⦹Ł ᯩ݅ qᔑᮝಽ ᮁaෝ ญ۵ ݡᝁ ᱡᮁa
ŖɪĞᰢ᮹ᰆʑ⪵ෝᩝࢱᨱࢵ⡍ᕾᮝಽ⧕ᕾࢁᙹᯩ۵
ᇡᇥᯕ݅ ݉ʑeᨱ ᱩၹ ᯕ⦹ aĊݡᮝಽ᮹ ᮁaɪᮥ
⨩ᬊ⦽ྕ⦽Ğᰢ⋕ऽಽᔍᬑॵ۵ᧁⅩṈí۵֥ ʙᨕ
ḡ໕ ֥᮹ ᯙԕʑeᮥ ၵᅕᦹᮥḡ ༉ෙ݅ ݡ᮲ಆᮥ
w⇵ʑ ᱥᨱ ɪ⦽ ᱡᮁaಽ ᔍ໕Ⅹaa ࡹᨕქฑ Łእ
ᬊ Ǎ᳑᮹ ၙǎ ᗑᯝʑᨦॅᯕ ຝᱡ ᱶญࡽ݅໕ ᔍᬑॵ᮹
᮹ࠥݡಽŝᯪŖɪᯕᯱᩑᜅ౩⧕ᗭࡹ໕ᕽǎᱽᮁaa⫭
ᅖࡹญŁ❱݉⧩ᮥä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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ɪq⦹ ⇵ ญəᙹ᮹ ᰍၹ॒ᮝಽ ႑ౕᙹ  ݚᵡᮡ
ᗑᯝᨦĥ᮹ᔾ᳕ᯕa⦽܆aĊݡᯥᯕ⪶ᯙࡹʑࠥ⧩݅
ə౨ḡอ ↽ɝŝ zᯕ ႑ౕᙹݚᵡᨱᕽᮁaaḡᗮ
ࡹ۵ᔢ⫊ᯕ໕ᔍᱶᯕݍḥ݅ᱡᮁaḡᗮᮝಽɪၹ
॒᮹ʑݡaԏᦥᲭŁaĊᗱᝅᇥᮥᔢᘥ⧕ᵝๅࠥ⩅ḡ
⬉ŝࠥอʑaࠥ௹⦹໑ᗭ໙ࡹŁᯩ݅ᩍʑᨱๅ֥ᬵ
ŝ ᬵ ࢱ₉ಡ ḥ⧪ࡹ۵ ᮡ⧪᮹ ⇽ݡʑᵡ ᝍᔍa Ǎ᳑
᳑ᱶᮥ ᅙĊ⪵┍ a܆ᖒᯕ  ݅׳ǎᱽᮁa᮹ ⦹ᮝಽ


ᅕᮁᮁᱥ᮹ᯱᔑa⊹aԏᦥḡ໕ᕽݕᅕಆᯕਉᨕᲭŁᩢ

əߑຝᱡᗱᮥॅŁ⧎ᅖ⦹۵ᯕၙǎ᮹ᗑᯝᨦĥa

ᨦᨱᕽ ⇽ࡹ۵ ⩥ɩ⮱ᮡ ₥ྕෝ ᔢ⪹⦹ʑᨱ ժժ⊹

ᦥܩ 01&$᮹ ᵝ ⫭ᬱǎॅᯕ ࢁ a܆ᖒᯕ ᳑ᝍᜅ

ᦫᮝအಽ ᯱᔑa⊹ ᰍ⠪a ᯕ⬥ᨱ ᗑᯝᨦĥa ᔾᔑప ᮁ

íᨙɪࡹŁᯩ݅ၙǎ᮹ᗑᯝᨦĥaʑᚁ⩢ᝁŝ$BQFY

ḡෝ ᭥⦽ ᯱɩᮥ ᳑⦹ݍʑ۵ ᬒ ᨕಅᬭḩ ᱥᯕ݅

ၰ0QFY⇶ᗭᨱ᮹⦽እᬊᱩqᮝಽʑ᳕႑ౕᙹݚ

ት൙ქəᨱ ໕ ⧕ ᔢၹʑ᮹ Ğᬑ ᮡ⧪₉᯦ᯕ ᨕಅ

ᵡᯕᨩ ⠪Ɂ ⦽ĥᔾᔑእᬊᮥ  ᯕ⦹ಽ ԏ⇹ äᮝಽ

ᬭḥᗑᯝ₥Ǖʑᨦॅᯕᵝŝ₥ǭ॒ᯱᅙᰆᨱᕽb

ᅕᯕ۵ߑ݅↽ɝᨱ۵ၙǎ᮹ᬱᮁᙹ⇽a܆ᖒࠥᦥ׳ḡŁ

b ᨖ  ్ݍᨖ ్ݍȽ༉ಽ ᯱɩᮥ ᳑⦹ݍᩡ۵ߑ

ᯩʑ ভྙᯕ݅ ᪅ၵษ ᱶᇡ᪡ ᱶᮁᨦĥ  ⪹Ğ݉ℕ ॒ᯕ

ᯕ۵ ֥ ᯕ⬥ ↽ݡȽ༉ᩡ݅ Ǒ݅ӹ ↽ɝᨱ۵ ᯱ

ၹ⦹ݡŁ ᯩḡอ ᙹ⇽⨩ᬊᮝಽ ᗑᯝ᪅ᯝ ᙹa ၙǎ

ᅙᰆᨱᕽ᮹⇵aᱢᯙᯱɩᙹ⩩ࠥᛞḡᦫᮡᔢ⫊ᯕ݅

ᯕḡᩎᮝಽ⪶ࢁݡĞᬑ85*᮹᪅ॵᜅ⋕ᬕ✙a⧕



ᗭࡹ໕ᕽ ᗑᯝᨦĥ᮹ ᚉ☖ᯕ ✙ᯕí ࡽ݅ ၹ໕ ᯕ۵ ᔍ

Ӝ݉  ઁਸ਼ш ೱ шૄ߁ סلҾ ࣝূҏ ࡄਔࠡ

ᬑॵ ॒ ᔑᮁǎॅᯕ ၙǎ ḡᩎᨱᕽࠥ ᱥႊ᭥ᱢᮝಽ ᗑ
ᯝᨦĥ᪡  ⊹ᩕ⦽ ᰆᱱᮁ Ğᰢᮥ ⊹⦽݅۵ äᮥ

ߝ

᮹ၙ⦽݅ᔍᬑॵ᮹ĥᔑᅕ݅ᱡᮁa⪹Ğᯕ⭉ᦍʙᨕḩ



ᙹᯩ۵ӹญ᪅݅ᯕĞᬑ ᔍᬑॵᩎᨱթḡ ᅕ᳑ɩ



ᮥ እ⦹ᩍ ᰍᱶḡ⇽ᮥ ᔎq⦹໕ᕽ ᅕ݅ ᱢɚᱢᯙ 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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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ʑᵡ ᝍᔍಽ ᅙĊᱢᯙ Ǎ᳑᳑ᱶᯕ ᩩŁࡹŁ ᯩᨕᕽ ᱡ
ᮁaŖɪĞᰢ᮹ᇡ۵ᦩ}ᗮᮥ⊹Łᯩ݅ᯕ௹ᱡ௹
ݚᇥeᱡᮁaᔢ⫊ᯕᩑᰆࢁᙹၷᨱᨧ۵⪹Ğ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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ქ◉᪉ ၙǎ᮹ ᗑᯝʑᨦॅࠥᬵᨱᩩᱶࡽ ᮡ⧪ǭ᮹ ݡ

2DVLV

᮹ᗑᯝᨦĥಽչᨕi ᙹၷᨱ ᨧ݅݅อ ᱡᮁa ֥ᮥ

3LRQHHU

ݡ᮲ᯕ a ⦽܆ᔾᔑǍ᳑ᨱ እᬊ⬉ᮉ⪵ʭḡ ᯕԙ  ၙǎ

0DUDWKRQ

ࡽ݅໕⨆⬥ǎᱽᬱᮁᰆ᮹ᵝࠥǭᮡ ᝁᗮ⦽Ŗɪ᳑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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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ܚ/DE\ULQWK&RQVXOWLQJщ࢘೨իӢ


⦽⠙ ᬱᮁ ᖁྜྷłᖁᯕ ɩᮖ᭥ʑ ভᅕ݅ࠥ ⦹⨆᳑ᱶࡽ ä



ࠥᗑᯝᨦĥෝᦶၶ⦹Łᯩ݅⦽ĥእᬊᯕᔢ᮹aĊᨱᕽ

, ҽછછઉ ࠎ҄ത୷ ܇؊Ҕࡄܽ ߁ סݙҾ ࣝূҏ

᮹ ⇵aᱢᯙ ๅࠥ⩅ḡa ᇩa⧕܆ᲭŁ ᮡ⧪᮹ ⇽ݡʑᵡ

⧕ ᔢၹʑ ၹḾ ḥ⧪ࡹᨩ ǎᱽᮁa᮹ ⫭ᅖ⮱ᮝಽ
ၙǎ᮹ ᗑᯝʑᨦॅᮡ ᰁӹษ ⦽ᚉᮥ ࠭ญ۵ ॐ ⧩݅
G

ᝍᔍᨱᕽࠥၙ௹⩥ɩ⮱⇵ᱶᧂᮥqᗭ┅ʑভྙᯕ݅
ᩍʑᨱ ᩑัᨱ ᩩᱶࡽ'FE᮹ ʑᵡɩญ ᯙᔢᮡ ⓑ ᇡݕᮝ

ಽ ᯲ᬊ⧁ äᯕ݅ ᬵ᮹ ᱶʑ ⇽ݡʑᵡ ᝍᔍෝ չʑŁ

aĊᮥ ᦩᱶ⪵┍ ᙹ ᯩʑ ভྙᯕ݅ ᯕ ŝᱶᨱ ḡӽ 

₥ྕᔢ⪹ᯕ ᩑᰆࡹࠥ ₉᯦⦽ࠥa ᵥᨕॅŁ ⢽໕ᯕ⢽

ᬵ ၙǎ ⦹ᬱ ᗭ᭥ᬱ⫭ෝ ☖ŝ⦽ ၙǎ᮹ ᬱᮁᙹ⇽  ɩḡ

aᦥ׳Კᕽᩢᨦᨱ⦥⦽ᯱɩ᳑ݍእᬊᯕⓍíᔢ⦹

⧕ᱽჶᦩ᮹ ↽᳦ᯙ ᩍᇡ۵ ᱡᮁa ḡᗮʑeŝ ᯱෝ

۵ äᮥ ⦝⦹ʑ ᨕಖ݅ ᮁaa ⫭ᅖࡹḡ ᦫ۵⦽ ԕ֥ 

aḴ۵ ᵲ ᄡᙹ݅ ᙹ⇽ᯕ ⨩ᬊࡽ݅໕  ᗑᯝᨦĥ᮹

ᬵᨱ ੱ݅ ᯱɩᦶၶ᮹ Łእෝ฿ᮥäᯕ݅đǎᩎษ

Ŗɪᰍ}ಽᱡᮁaᔢ⫊ᮡᩑᰆࡹāḡอ đǎၙǎ᮹

ḥᨱࡹ⇽י۵≉᧞ᗑᯝᔾᔑʑᨦॅᯕ❭ᔑੱ۵⦝ᯙᙹ

⩶ݡᬑపᗑᯝʑᨦᮥᵲᝍᮝಽɡಽჭᬱᮁᰆ᮹ᵝࠥǭ

ࡹ۵ Ǎ᳑᳑ᱶᯕ ⧕ัŝ ԕ֥ ᔢၹʑᨱ Ùℱ ᅙĊᱢᮝ

ᯕ ᰍ⠙ࢁ äᯕŁ  ə౨ḡ ᦫ݅໕ ᰍྕǍ᳑a ≉᧞⦽ ၙ

ಽḥ⧪ࢁäᮝಽ❱݉ࡽ݅

ǎ ᗑᯝʑᨦॅᯕ ༑⦹ᩍ 01&$᮹ ๚ᵝ ᔍᬑॵa ᧁⅩ
᮹ĥ⫮ݡಽᰆḡ႑ಆᮥࡹᮥäᯕ݅ŖɪĞᰢᯕ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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Ӝ݉  ߝ۫؆  ࢤࣀ ࣝर ߌ ࢮ࢛੮њ ш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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ᨱᕽ⩶ᖒࢁäᮝಽᩩᔢࡹ໑Ǎ᳑ᱢᯙaĊၹ॒ᮡ

ߝ۫

֥ ⦹ၹʑ ᯕ⬥ᨱӹ a⧕܆ḩ ᱥᯕ݅ ɡಽჭ Ğᱽ۵



ᱡᮁa ⪹Ğ ᩑᰆᮝಽ ⨆⬥ ֥ ᱶࠥ᮹ ⫭ᅖeᮥ ⪶ᅕ






⦽ᖩ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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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ӹญ᪅ᨱŁಅ⧕⧁aĊᄡᙹಽ۵ၹᅖᱢ



ᮝಽ ၽᔾ⦹۵ ḡᱶ⦺ᱢ ᭥⨹ᯕ ᯩ݅ ݅อ ↽ɝᨱ 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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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ԕᱥ᮹Ğᬑᨱᕽ᪡zᯕᩢ⨆ಆᯕᯕᱥอⓝⓍ
ḡࠥ ʙḡࠥ ᦫ݅ ᭥ʑ᮹ ᔑᮁǎᯕ ᱶ⊹ᱢᮝಽ ᇩᦩᮥ
᳑ᖒ⧁a܆ᖒࠥᨧḥᦫḡอᯕၙĞ⨹⦽äౝ႑ౕݚ

ܚ%ORRPEHUJ೨իӢ



 ᙹᵡ ᯕᔢᮝಽ ᮁaa ɪ॒⦽݅໕ ᗑᯝ⇵᪡ Ŗɪ
ᯕᰍ}ࡹ໕ᕽᰍ₉aĊᯕԏᦥḡ۵⩥ᔢᯕၹᅖࢁäᯕ
ʑভྙᯕ݅ၙǎᗑᯝᨦĥ᮹ɝᅙᱢᯙǍ᳑᳑ᱶᯕᨧ۵
⦽ᱡᮁa۵⦽࠺ᦩḡᗮࢁᙹၷᨱᨧ݅
đǎᔍᬑॵaࡹၙǎᗑᯝᨦĥaࡹǎᱽᬱᮁᰆ
᮹ᱱᮁᮉĞᰢᨱᕽᯱa❱aӹ۵ᙽeእಽᗭᱡᮁ
a⪹Ğᮡษྕญǎ໕ᨱ ḥ᯦⧁äᯕ݅ᨕ۱ᯕญ
⦹ aĊᨱ ฿∑ Ŗɪ᳑ᱩᯕ a⦽܆4XJOH1MBZFSಽ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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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౩ ࠣল ؊ ୷Ҕ अઽࠣ߁ آল ਗ਼ҏܽ ֒হш ހш҄ ফ࣋

ض ܇ࣂ шࣉר ֵਿ ܇ਢ ഻ ߁ࠣল  ވ೫ ೣш  
















,ࠣӧ زఠर੬ ചછ 

, ݅धఆ  ճ হ ࠥওя زഥ࢛

ᵝ┾ᰆ᮹ ⪙᳑ᖙ۵ ᩍ እᙹʑෝ ⡍⧉⦽ ᇥʑᨱࠥ

⦹ḡอ ᰆၬኼอᮡᦥ ݅ܩᰆᯕ ᦥݍ᪅ෝᙹಾ ᇩᦩq

ᯕᨕᲭ݅ _ᬵ ᱥǎ ᵝ┾ๅๅÑ௹పᮡ ֥ ☖ĥ

ࠥ ⍅ḡŁ ᯩ݅ ݅ᮭ᮹ ᖙ aḡ ญᜅⓍ ᯙॅಽ ᯙ⧕

᯲ᖒ ᯕ⬥ ⧕ݚᬵ Ñ௹పᮝಽ۵ ᩎ↽ ݡŁ⊹ᯙ อ

ḡɩ᮹⪽⫊ᖙa᳑อeᄡłᱱᮥ฿ᮝญ۵ᬑಅভྙ

⪙᪡อ⪙ෝʑಾ⧩֥݅_ᬵᵲᨱᬵᄥᩎ

ᯕ݅ ɩญ ᯙᔢ a܆ᖒᯕ ℌ ჩṙᯕŁ  aĥᇡ₥ ᳦⧊

↽ ݡŁ Ñ௹పᮥ ʑಾ⦽ ݍᯕ ྕಅ ᩍᖐ ჩᨱ ᯕෝ ᱶ

ݡ₦ᨱ  ԕ֥ᇡ░ ᵝ┾ݕᅕ⇽ݡᨱᕽ ᔢ⪹ᇡݕᯕ Ⓧ

ࠥಽ ⧕ ᵝ┾Ñ௹۵ உâ݅ ✚⯩ ᙹࠥǭ ᵝ┾ᰆ᮹

í۹ᨕӹ۵ äᯕࢱ ჩṙᯕ݅⧕ᵝ┾ᇥ᧲ᯕ ɪĊ⦹

Ñ௹a ⪽ၽ⦹݅ ↽ɝ }ᬵ _ᬵ  ᙹࠥǭ ᵝ┾Ñ௹

í۹໕ᕽၙᇥ᧲᷾a᪡aĊ⦹ᮝಽᯕᨕḩa܆ᖒᯕ

పᮡᬵ⠪Ɂอ⪙ಽᱥǎÑ௹ప อ⪙ ᮹ෝ

ᯩ݅۵ᱱᮡᖙჩṙญᜅⓍᯙᯕ݅

₉ḡ⧩݅ ɩᮖ᭥ʑ ᯕ⬥ ᮭᮝಽ ᙹࠥǭ Ñ௹ እᵲᯕ
ᱩၹᮥչĝ݅

ᰆ⮱ᨱ ၝq⦽ ᇥ᧲ǭ Ñ௹ᰆᨱᕽ۵ ᬤࠩᯕ qᗭ
⦹۵ ॒ᇩᦩqᯕᰆḡ⢽ᨱ ᯝᇡ ၹᩢࡹŁᯩ݅ ᭥ಡ

ᵝ┾aĊ᪅ᖙࠥa❵ḡŁᯩ֥݅_ᬵᱥ

ᝁ॒ࠥᙹa༑ญ۵ḡᩎᨱᕽ۵ᨖᬱᯕᔢ᮹ᬤࠩ

ǎŝ ᙹࠥǭ᮹ ٥ᱢ ᵝ┾aĊ ᔢශᮡ   ᩡ

ᯕᇺʑࠥ⦹ḡอ ݅ෙḡᩎᨱᕽ۵ ᬤࠩ Ƚ༉a ᩩᔢᅕ

݅ ḡႊᮥ ᵲᝍᮝಽ aĊ⡎॒ᖙෝ ᅕᩡ ֥ ᱥǎ

᯲݅Ñӹᵥᨕऽ۵ ⇵ᖙᯕ݅ᵥň qᗭ⦹ᦥ❭✙ၙ

 ᙹࠥǭ ᮥᱽ⦹໕ɩᮖ᭥ʑᯕ⬥aᰆv

ᇥ᧲Ƚ༉ࠥḡӽᬵᮥʑᱱᮝಽᕽᕽ⯩᷾a⦹Łᯩ݅

⦽ᔢᖙ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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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धఆ  ߁ҾᎴ Ӣ݅ࢤ

, ً߭ ݅धఆ  шҏࠡ ણ೮؊

ḡӽ ᬵ ၙǎᮡ ʑᵡɩญෝ ᯙᔢ⦹ḡ ᦫᦹ݅ ᩑԕ ᯙ

ḡӽ ᬵ ᱶᇡ۵ ಫaĥᇡ₥ ᳦⧊šญႊᦩಬᮥ ၽ⢽⧩݅

ᔢᨱ ᯦࠭⧕֥ᇡ░ ᯙᔢʑ᳑aᅙĊ⪵ࢁa܆ᖒᯕ

aĥ⇽ݡ᮹ ᔢ⪹a܆ᖒᮥ ׳ᯕʑ ᭥⧕ ⇽ݡᝍᔍෝ v⪵

׳ḡอɩญᯙᔢᯝᱶᮡeᯕ⮱ෝᙹಾᱱ₉᪥อ⧕ḡ

⦹ŁÑ⊹ʑeᮥ֥ᯕԕಽ݉⇶⧕ᬱญɩᇥ⧁ᔢ⪹ᵲ

Ł ᯩ݅ 㰼 ᩑᵡ᭥ᬱॅ᮹֥ ᩑัɩญ ᱥ⊹۵

ᝍᮝಽ⇽ݡǍ᳑ෝ}ᖁ⦽݅۵äᯕŉᯱᯕ݅

⧕ ᬵ ᩡ äᯕ ᬵ ᱥ⊹ᨱᕽ۵ 
ಽ Ⓧí ԏᦥᲭ݅ ֥ ᱥ⊹ࠥ ᨱᕽ
ಽԏᦥᲭ݅

֥ᇡ░ᔩಽᬕႊᦩᯕᱢᬊࡹ໕ᵝ┾ᙹ۵ᵥᨕॅ
a܆ᖒᯕ  ݅׳ᬑᖁ _֥᮹ Ñ⊹ʑeᮥ ࢱŁ ᯕᯱอ
ԕ݅a ᬱɩ ᔢ⪹ʑa ࠥ௹⦹໕ ₉⪹ SFGJOBODJOH ⦹

ǎԕ ʑᵡɩญࠥ Ğᱽᨱ  ⦽ݡᇩᦩqᯕ ⪶ࡹݡ໑ ⓑ ⡎

۵ ᖙ₉ᯖ ༊ᱢ᮹ ⚍ᯱa ᨕಅᬭḥ݅ ᝅᙹᯱ᮹ ᵝ

᮹ ᯙᔢ ᨧᯕ ⩥ ᙹᵡᮥ ᯕᨕi a܆ᖒᯕ  ݅׳ʑᵡɩ

┾ᙹࠥᵥᨕॅa܆ᖒᯕ⯩✚݅׳ᗭाᯕ∊ᇥ⊹ᦫ

ญ᪡ ݍญ ᰆɩญ۵ ᔢ⧁ ᙹࠥ ᯩᮝӹ ֥ʭḡ

ᮡ _ݡ᮹ Ğᬑ ᵝ┾aĊ᮹ ᱩၹ ᯕᔢᮥ ⇽ݡၼ۵

۵ə⡎ᯕəญⓍḡ ᦫᮥäᮝಽᅕᯙ݅ḡӽᬵǎ

Ğᬑa ฯᮡߑ ᬱɩᮥ ⧉̹ ᔢ⪹⦹í ࡹ໕ ⇽ݡᮥ ☖⦽

⫭ᩩᔑᱶ₦۵ ᵲʑ Ğᱽᱥᨱᕽ ֥อʑ ǎŁ₥ɩญ

ᵝ┾Ǎ᯦ᨱᅕ݅ᝁᵲ⧕ḩᙹၷᨱᨧ݅

ෝ֥  ֥  ֥ ಽ ᱥ
⦹ᩡ֥݅ǎŁ₥ɩญaᩡᮝ֥ܩʭḡ
۵ ֥ᅕ݅ ԏᮡ ɩญ ᙹᵡᮥ ᮁḡ⦹۵ ᖩᯕ݅ í
݅a ၝe ʑš᮹ ᱥ⊹۵ ǎ⫭ᩩᔑᱶ₦ᅕ݅ ԏ݅
ၙǎ㩣ɩญᯙᔢᮡǎԕᵝ┾ᰆ᮹ᇩᦩqᮥᱱ₉⪶ݡ
┅āḡอ  ᰆᨱ ၙ⊹۵ ᝅḩᱢᯙ ∊Ċᮝಽ ᅕ໕
֥⦹ၹʑᯕ⬥᮹ᯕᛩᨱaʾ݅



↽ɝ _ݡ᮹ ᵝ┾Ǎๅ እᵲᯕ ۹ᨕӹŁ ᯩ݅۵ ᱱ
ᨱᕽ aĥᇡ₥ ᳦⧊ݡ₦᮹❭ᰆᮡ ᩩᔢᅕ݅ ⓕᙹ ᯩ݅
⦽ǎᮡ⧪᳑ᔍđŝ⧕_ᬵᔍᯕᵝ┾ᮥๅ᯦⦽ᯕ
ॅ ᵲ ᖙ ᯕ⦹۵ ෝ ₉ḡ⧩݅ ֥ ⦹ၹʑ
 ᅕ݅ ݅ᗭ  ݡ ݅׳ᵲᮡ⧪᮹ ᵝ┾ݕᅕ⇽ݡ
aᬕߑ ᖙ ᯕ⦹᮹  ⇽ݡᧂࠥ ᬵ ʑᵡ ᳑
ᬱᮝಽ ᱥ֥࠺ʑݡእ ᳑ᬱ ᷾a⧩ᮝ໑  ⇽ݡᧂᨱᕽ
₉ḡ⦹۵እᵲ֥ࠥᨱᕽಽ۹ᨕԍ݅
ᱥℕᱢᮝಽ_ݡᱫᮡǍๅᯱaᵝ┾ᙹ᮹a
పᮥ ₉ḡ⦹Ł ᯩ۵ ᖩᯕ݅ ə్ӹ ᱫᮡ ⊖ᯕᖁ⪙⦹۵



ࠥ ԕ ᯙʑḡᩎ ᦥ❭✙᮹ Ğᬑ _ݡǍๅᯱ᮹እ



ᵲᮡ_ᨱᯕʑࠥ⦽݅ᦥ❭✙ᇥ᧲᮹Ğᬑᵲ









ࠥɩʭḡ۵ᇥ⧁ᔢ⪹Ƚᱽaᱢᬊࡹḡᦫᦥ_֥᮹ᮁ
ᩩʑeᯕᯩḡอ ⚍ᯱᝍญ۵᭥⇶ࢁa܆ᖒ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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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धఆ  ࠣল ۧޥӣ



֥ ᦥ❭✙ ᇥ᧲ྜྷపᮡ ᮁಡ ᨧ۵ ᙹᵡᯕ݅ ᱥǎ



ᇥ᧲ྜྷపᮡ อ⪙ಽ ֥ อ⪙ ݡእ ӹ
۹ᨩ݅ᙹࠥǭᨱᕽ۵ᩑัʭḡอ⪙aᇥ᧲ࡹᨕᱥ



֥ อ⪙ ᮹ ࢱ႑ෝ ⬭Ắ չᨕᖅ äᮝಽ ᅕᯙ݅ە



┡ᬕᩕ⣮ᮝಽᵝ┾ᰆᯕ⪙⫊ᯕᨩ_֥ŝእ



Ʊ⧕ࠥᱥǎᮡ ᙹࠥǭᮡӹฯ݅
ᇥ᧲ྜྷపᯕ ɪ᷾⦹໕ᕽ ֥ ⦹ၹʑ ᯕ⬥ qᗭᖙෝ
ᅕᯕ ᦥ❭✙ ၙᇥ᧲ࠥ ᷾aᖙಽ ၹᱥ⦹ᩡ݅ 
ᬵ ᱥǎŝ ᙹࠥǭ᮹ ၙᇥ᧲ᮡ ᩑԕ ↽ᱡ⊹ ݡእ bb
⪙᪡ ⪙ ۹ᨕӽ อ⪙  อ⪙ᩡ݅ ⦹ḡ
อ ֥ᨱอ ᩑัʭḡ ᱥǎ อ⪙  ᙹࠥǭ 





Ӝ݉  ౿౩ ࠣল ߌ ߁ࠣল әއ

อ⪙a⇵aಽᇥ᧲ࢁᩩᱶᯕᨕᕽၙᇥ᧲ᮡᬒ۹ᨕԁ
ᙹ ᯩ݅ ⦽⠙  ⧕ ᬵʭḡ ᵝ┾ ᯙ⨩aࠥ อ⪙ᨱ
ᯕ్ ֥ ݡእ  ᷾a⦹ᩡ݅ ྜྷప ᇡݕᯕ 

ୖച

ߛ ࠣল



अزӌ ࠣল
ઃҾ ߁ࠣল



⧕ᨱᯕᨕԕ֥ᨱࠥᯕᨕḩa܆ᖒᯕ׳ᮭᮥᔍ⦽݅


֥ᯕ⬥ၙᇥ᧲ ྜྷపŝᦥ❭✙aĊᔢශᮡ ᮭ᮹
ᔢššĥෝᅕᯕŁᯩ݅ᙹࠥǭ᮹ Ğᬑᦥ❭✙ᰍŁݡ



እ ၙᇥ᧲᮹ እᮉᯕ ෝ չᮝ໕ ᵝ┾aĊᯕ ⦹⦹



۵ Ğᬑa ฯᦹ݅ ḡႊŲᩎ᮹ Ğᬑᨱ۵ ݡℕಽ ၙᇥ


᧲ እᮉᯕ ෝ չᨕa໕ ᵝ┾aĊᯕ ᧞ᖙෝ ᅕᩡ݅



֥ ั ʑᵡᮝಽ ᙹࠥǭŝ ḡႊŲᩎ᮹ ᦥ❭✙ ᰍ

อ⪙ ᯕᔢᮝಽ ၙᇥ᧲ᯕ ᯕ໕ ᵝ┾aĊ ᔢᖙa
ࢵ⪵ࢁ ᙹ ᯩ݅ ᬵ ݡእ ᙹࠥǭᮡ อ⪙  ḡ
ႊŲᩎ۵ อ⪙ aప ԉᮡ ᖩᯙߑ  ᙹࠥǭ᮹ Ğᬑ
⧕ ⇵a ᇥ᧲ྜྷపᯕ อ⪙ෝ չŁ ᯩᨕ ၙᇥ᧲ᯕ ᯥ
ĥ⊹ᨱɝᱲ⧁a܆ᖒ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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߁ࠣলੁщ֣ݒزӧઽੁ֣ݾਢݒӧઽ
ܚҾుҸైࠡ

Ł۵ bb อ⪙᪡ อ⪙ᨱ ᯕෝ äᮝಽ ᅕᯙ݅
᭥᮹ ᙹ⊹ෝ ᱢᬊ⦹໕ ᙹࠥǭᮡ อ⪙  ḡႊŲᩎ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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Ӝ݉  अزӌ ߁ࠣলࡄਹҡ ఠш҄ࢤयܵ

,ࠣӧ ഻ र੬ؼੂ ވೱপ

ш҄ࢤयܵ


ᇥʑ ᵝ┾ᰆ᮹ šᱥ⡍ᯙ✙۵ ᙹࠥǭ᮹ ၙᇥ᧲ ྜྷప
Ƚ༉ᯕ݅ ✚⯩ᬵᨱ۵ ᱥǎ อ⪙  ᙹࠥǭ อ⪙ᨱ



ᯕ۵ ᩎ↽ ݡŁ ᙹᵡ᮹ ྜྷపᯕ Ŗɪࡽ݅ ⪙ᨱ ᯕ
۵ ᬊᯙ ԉᔍḡǍ ॒ Şḡᩎ᮹ ݡȽ༉ ݉ḡॅࠥ ⡍



֣

⧉ࡹᨕ ᯩ݅ ᬵ᮹ ᇥ᧲ྜྷప ❭Łෝ Ñ⊹໑ ᩑัʭḡ


ၙᇥ᧲ᯕᨕ۱ᱶࠥ᷾a⧁ḡᵝ᮹ʫíᔕ⠕ᅱ⦽݅
ԕ֥Ⅹᨱ۵ aĥᇡ₥ ᳦⧊ݡ₦ᨱ  ᯦ࠥࡹ۵ ⇽ݡᝍ

੮Ҕ؊ࡄ
߁ࠣলࡄਹ




ᔍ v⪵᪡ Ñ⊹ʑe ݉⇶ᯕ ᵝ┾ᙹ  ✚⯩ _ݡ᮹













#

ᵝ┾Ǎๅᝍญᨱษӹᩢ⨆ᮥၙ⋁äᯙaaᵝᯕᛩ
߁ࠣলࡄਹੁઃଢ଼౿౩੮Ҕࢼ߁ࠣল೨ૄࡄס
࢛ؼࠡܚ.%Ҿ߃ੁ

ᯕ݅ ֥ ⦹ၹʑ ᯕ⬥ Õᝅ⦽ ⫭ᅖᖙෝ ᅕᩍᵡ ᵝ
┾ᰆᯕ ᯕ ࢱ }᮹ ❭Łษᱡ ᙽ᳑í չ۵݅໕ ⩥ᰍ

#

ᰆᮥࢹ్ᇩᦩqᮡᔢݚᇡᇥ⧕ᗭࢁäᮝಽᅕᯙ݅

Ӝ݉  ߛҩर ߁ࠣলࡄਹҡ ఠш҄ࢤयܵ



ш҄ࢤयܵ


#


#
#



#


੮Ҕ؊ࡄ
߁ࠣলࡄਹ

#



#









#

߁ࠣলࡄਹੁઃଢ଼౿౩੮Ҕࢼ߁ࠣল೨ૄࡄס
࢛ؼࠡܚ.%Ҿ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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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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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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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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अക ࠡ ࢛ؼш҄ࠡز
ഥ؊ ਸ਼ ൜ܾ









֣ अക ࠡ ࢛ؼर੬ੁ ୫ ઃݘ؊܇
ധഩ࣋ܽ হшҔ  ਕۧ 



࢛ ؊೪ ݜਜ਼ ҍ੶ ೱૡ ێٸ
 ࢛ ш҄ Ӣਮӧ ઃ Ҕઆੂ ֒হ



ࣀ ߁Ҿҡ їੁ ࢼܲߠ סࣖ
 ؊೪ ਕۺ  ز݅࣡ވя م೨



 ݏ अ ӧң٦ੁ ࠡ ࢛ؼर੬ ؊೪ ӥઉં ऱੂ ߎఞ

ਿ ܇ ഥ؊ ઃۤੂ ਸ਼೨Ҕ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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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Ѭۚ र੬ੁ ୫ ઃݘ؊ࣉ ܇੬࣋ 

Ӝ݉  Ӡ ߯܇अക ࠡ ࢛ؼѬۚ Ӣঢ a 

ə౪✙ ญᜅⓍ  ᵲǎၽ Ğʑ ࢵ⪵ ᬑಅ  ၙǎ ɩญ

$PHULFDV

86ELOOLRQV

ᯙᔢ ॒ ᇩᦩ⦽ Ğᱽ ⪹Ğᨱࠥ ᇩǍ⦹Ł  ɡಽჭ



ᙹᯖ⩶ ᇡ࠺ᔑ ᰆᮡ ᱡɩญ ʑ᳑ᨱ ෙ ⚍ᯱ ᰆ



(0($

 
 



⪽⫊ᐱ ᦥܩ ᯥ ݡᰆʭḡ ⪽ᖒ⪵ࡹ໑ ᩑ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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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ᔢ⧩ ݡಽ ᖒᰆᖙෝ ᯕᨕaŁ ᯩ݅ ֥



ᔢၹʑ Ñ௹ ɩᧂᮡ ᧞  ᨖᇩಽ ᱥ֥ ࠺ʑ ݡእ



 
 




᧞  ᷾a⦹ᩡ݅ əฝ ₙ᳑  ᯕ ᚌᯱ۵ ֥

 

 
  

 


 
   
 
 

 
  

  

 




ᔢၹʑ  ్ݍvᖙಽ ᯙ⧕ ᪽łࡽ ᇡᇥᯕ ᯩ۵ߑ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ᮉᮥ Łᱶ⦹Ł ĥᔑ⧕ ᅕ໕ ᱥ֥ ࠺ʑ ݡእ a

#

᷾aࡹᨩ݅
ܚ-RQHV/DQJ/D6DOOH֣ਢ







֥ɡಽჭ ᰆᨱᕽaᰆbŲၼ۵⚍ᯱ۵ ݉ᩑ
ၙǎᯕ݅ ᯱǎ ԕ ⚍ᯱᐱ ᦥܩ ⧕ ⚍ᯱᯱॅ᮹



ŖĊᱢᯙ⚍ᯱಽᯙ⧕ᔢၹʑ ʑᵡᮝಽ֥ݡእ᧞


 Ñ௹a ᷾a ࡹᨩ݅ ᩢǎŝ ࠦᯝᮥ ᵲᝍᮝಽ ⦽



ᮁ ḡᩎᨱ ⚍ ⦽ݡᯱࠥ ⪽ၽ⦹í ᯕᨕḡ໕ᕽ ⩥ḡ
☖⪵ʑᵡᮝಽᱥ֥࠺ʑݡእ᷾aࡹᨩ݅



֥ ⦹ၹʑᨱࠥ ⚍ᯱᯱॅ᮹ ⚍ᯱ ᙹᨱ ⯹᯦ᨕ






G

Ñ௹ ᷾aa ᯕᨕḩ äᮝಽ ᩩᔢࡹŁ ᯩ݅ ɡಽჭ
G

ᇡ࠺ᔑ ⍉ᖅ❦ ᨦℕᯙ +POFT -BOH -B4BMMF᮹ Ğᬑ

ӭઉ ೨ի࢛ਗਔ ࠎࠡ੬ 

֥ᱥℕÑ௹Ƚ༉ᨱ  ⦽ݡᩑⅩ ᱥ⊹ෝᮁḡ⦹Ł


NLPM\#KDQDIQFRPG

ᯩ۵ߑ   ᨖ_ ᨖᇩಽ ᱥ֥ ݡእ ᧞ 
᷾aࡽᙹᵡᯕ݅ əฝₙ᳑ 

Ӝ݉  Ӡ ߯܇अക ࠡ ࢛ؼѬۚ Ӣঢ a 

ə్ӹ  ᦥḢ ქትᮥ ᬑಅ⧁อ⦽ ᔢ⫊ᮡ ᦥܩ໑  Ŗɪ



ŝᯪ᮹ Ḷ⬥ ᩎ ᅕᯕḡ ᦫŁ ᯩ݅ ᪅⯩ಅ ɩᮖ᭥ʑ

षۨ












 )


 )

↑10-15%

ᯕ⬥ _֥e᮹ Ŗɪ ᇡ᳒ᮥ ີᬑŁ ᯩ۵ ᔢ⫊ᮝಽ



ᅕᯙ݅ əฝₙ᳑ 





ၙǎ᮹ ᪅⦝ᜅ ክঊ᮹ ᝁȽ Ŗɪᮡ _֥ʭḡ
↑15-20%

↑5-10%

֥e ๅᬑ ᱡ᳑⦹ᩡ۵ߑ ᯕಽ ᯙ⧕ ᪅⦝ᜅ Ŗᝅශᮡ




֥ ↽Łᱱᨱᕽ CQ ⦹⦹ᩍ ֥ᨱ۵

↑5-10%

ෝ ʑಾ⦹ᩡ݅ əฝ  ₙ᳑  $#3&۵ Ğʑ



ᔢᨱ ෙ ᪅⦝ᜅ ᙹ ᷾aಽ ᯥݡഭ ᙹᵡᮡ ᯕၙ




$P
HULFDV
(0($
$ V LD
3DFLILF
↑ XX%
3URMHFWHG&KDQJH

*
O REDO

#

ܚ-RQHV/DQJ/D6DOOH֣ਢ




ɩᮖ᭥ʑ ᱥ ↽Ł ᙹᵡᮥ չᨕᖑŁ ֥ʭḡ ᩑ
 ᔢ⧁ äᮝಽ ᩩᔢ⦹ᩡᮝ໑  ֥ ᯕ⬥
_֥ ᙹᵡ᮹ ᝁȽ Ŗɪᨱࠥ ᇩǍ⦹Ł ֥
᪅⦝ᜅ Ŗᝅශᮡ  ᯕ⦹  ə ᯕ⬥ᨱࠥ ᰆʑ ⠪Ɂ
Ŗᝅශᯙᯕ⦹aᮁḡࢁäᮝಽᱥ⦹ᩡ݅ #

, ࡏܼ ш҄ ࢤयਿܲߠ ܇ࣖ ࠡя زாૡ
G

⚍ᯱ⪽࠺ᯕ⪽ၽ⧕ḡ໕ᕽᩩᔢᙹᯖශᮡᔩಽᬕᱡᱱᮥ
ᝁ⦹Ł ᯩ݅ əฝ  ₙ᳑  ᬭӺ ᱡɩญ ᔢ⫊ᯕ
⧕ ݚǎa᮹ ǎ₥ ᙹᯖශ ݡእ ᜅ⥥౩ऽ۵ ᩍᱥ⯩
ๅಆᱢᯙᔢ⫊ᯕʕ⦹ḡอᱩݡᱢᯙᙹᯖශᯕᩎ↽ݡᱡ
ᙹᵡᯕ۵ᱱᨱᕽɩญᯙᔢᯕ⬥aᇡݕᜅ݅
ੱ⦽  ၙǎ ᙹᯖ⩶ ᇡ࠺ᔑ aĊᮡ ⠪Ɂᱢᮝಽ ᯕၙ

G
G
G
G

ɩᮖ᭥ʑ ᙹᵡᮥ չᨕᖁ äᮝಽ ᇥᕾࡹŁ ᯩ݅ (SFFO

G

4USFFU "EWJTPSTᨱᕽ ᱽŖ⦹۵ ၙǎ ᙹᯖ⩶ ᇡ࠺ᔑ

G

aĊ ḡᙹᨱ ໕ ɩᮖ᭥ʑ ၽၽ ᱱᯙ ֥
ᬵ᮹ aĊ ḡᙹෝ ᮝಽ ᅕᦹᮥ ভ ֥ᨱ ᯕၙ
ᮥ չᨕᖑŁ  ᯕ⬥ ᬑᔢ⨆ łᖁᮥ əญ໑ ֥
ᬵ⩥ᰍʭḡࠥ⧕ݍᯩ݅ əฝₙ᳑ 
ᯕ్݅ ᅕ ݡ֥ ܩᵲၹ᮹ ᇡ࠺ᔑ ᇱŝ ᮁᔍ⦽
ᔢ⫊ᮝಽ aŁ ᯩ۵ äᯕ ᦥܭa ⦹۵ ᬑಅ᮹ ༊ᗭญa

G
G
G
G

ӹ᪅Ł ᯩ݅ ၙǎ ᱶᇡ ᩎ ᩩ᮹ᵝ⦹Ł ᯩ۵

G

ᔢ⫊ᯕ݅ ၙǎ 'FE 3FTFSWF۵ ᮹⫭ᨱ ᱽ⇽⦹۵

G

֥ ၹʑ ญ⡍✙ᨱ ಯᙹᯖ⩶ ᇡ࠺ᔑ aĊᯕ í
ᔢ⧉ᨱ  ⠪a ᦶಆᯕ ⍅ḡŁ ᯩᮝ໑  ᮡ⧪ǭ᮹

G

⇽ݡᯙʑᵡࠥ᪥⪵ࡹŁᯩ݅ರŁᨙɪ⧩݅

G



G
G

Ӝ݉  ێਗ਼ ৩ೠध ࡇ ٶअਹ ࠂത a 

ESV













0HDQ3ULPH2IILFH<LHOGV

1SFRJOᨱᕽ ʑš⚍ᯱᯱॅᮥ ݡᔢᮝಽ ᳑ᔍ⦽ ၵᨱ



໕ ᇡ࠺ᔑ ᯱᔑ᮹ ŝÑ }ᬵ ⚍ᯱ đŝᨱ ⧕ݡ
ʑᙹ ݡᵡ ᯕᔢᯕᨩ݅Ł ۱ӝ۵ እᮉᯕ ḡᗮᱢᮝಽ


᷾aࡹŁ ᯩ݅ ֥ ᬵ ᳑ᔍᨱᕽ ᮲ݖᯱ᮹ a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 ӧң٦  अ סਸ਼ ഥ؊ ৢࢤ

ᇡ࠺ᔑ ᯱᔑᨱᕽ ʑᙹ ݡᵡᯕÑӹ ʑ ݡᯕᔢ᮹ ᖒŝෝ
ԕŁ ᯩ݅Ł ᮲⦹ݖᩡ݅ əฝ  ₙ᳑  ᖒŝᨱ ⦽ݡ
อ᳒ࠥෝ ၵ┶ᮝಽ ᇡ࠺ᔑ ᯱᔑᨱ  ⧕ݡɮᱶᱢᮝಽ
ᯙ⦹Ł ᯩ۵ እᮉᯕ ֥ั ᨱᕽ ֥
#

<LHOG&RPSUHVVLRQ ESV

ᬵᨱ۵ ಽ ᷾aࡹᨩ݅ ݅อ  ᇡᱶᱢᯙ ᯙᮥ
wŁ ᯩ۵ እᮉࠥ  ᱶࠥಽ ᳑ᔍࡹᨩ۵ߑ ֥

ܚ-RQHV/DQJ/D6DOOH֣ਢ њ৩ೠधर੬ 

G

᳑ᔍᨱᕽ۵ ᱥ⩡ ӹ᪅ḡ ᦫᦹᨩ݅ ⚍ᯱᯱॅᮡ aĊ

G

ᔢ   ⊹ᩕ⦽ ๅ᯦ Ğᰢ ⪹Ğ   ᙹᯖශ
Ӝ݉  ߁Ҿ अക ࠡ ࢛ؼш҄ अ ֣ ਢ  

ᱡ⦹   ॒ᮥ ⨆⬥ ᵝ ᯕᛩಽ ᔾb⦹Ł ᯩᨩ۵ߑ
ݡ⪹Ğ᮹ ᇩ⪶ᝅᖒ ၰ ᄡ࠺ᖒ ⪶॒   ݡ᮹ ᯕᛩᨱ



⧕ݡᕽ۵ ᔢݡᱢᮝಽ ԏᮡ ᮲ݖᯕ ӹ᪵݅ ᇡ࠺ᔑᨱ
⚍ ⦽ݡᯱ ᮹⨆ᨱ ⧕ݡᕽ۵ ⨆⬥ }ᬵԕᨱ ᇡ࠺ᔑ



⚍ᯱ እᵲᮥ ۹ญÑӹ   ᮁḡ⦹ā݅  ۵ ᮲ݖᯕ
ෝ ₉ḡ⦹ᩡŁ ᮲ݖᯱ᮹ ᱩၹ ᯕᔢ  ᯕ ᅕ݅



ᰆʑᱢᯙ šᱱᨱᕽࠥ ʑ᳕ እᵲᮥ ᮁḡ⧁ äᮝಽ
ᱥ⦹ᩡ݅ ⚍ᯱᯱ ᯙ░ቑ đŝෝ ᧞⦹໕ aĊ



ᙹᵡᨱ  ⦽ݡᬑಅ۵ ᯩḡอ ʑᙹ ݡᵡ ᯕᔢ᮹ ᙹᯖᮥ
ԕŁ ᯩ۵ ᇡ࠺ᔑ ᯱᔑᨱ ݚ ⧕ݡᇥeᮡ ʑ᳕ ⚍ᯱ












*ܚUHHQVWUHHWDGYLVRUV ,QGH[ ֣a֣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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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እᵲᮥᮁḡ⦹໑⚍ᯱෝ⪶⦹ݡā݅۵äᯕ݅

, ਔহࣂބ

G

35(4,1,19(67256859(<"

G

؊ଢ଼ࠣপ ઃࣂீ ޣ౾ ূଢ଼ 35(4,1ࢼ 35,9$7(

G

(48,7< +('*( )81' 5($/ (67$7( ,1)5$6758&785( ٫

G

છ࢘ܽ ऴर೨ ߔಾ೨Ҕ ࢤ ӧ છ࢘ ֣ סਢ

؊ଢ଼ щ ࣌ప ࠃ ܇ӧң٦   ңۼ
ফ  ބࢤ ӧңܽ ؊ࢤਿ ܇೪ ৫ێ ࣂੂޣ

G

ైೱ છ࢘҈ مҡ ٦ੁ ࠢ߁  ਸ਼ۭ 
र  ӧక  ܇ҽࣉلহ 

G
G
G
G
G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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Ӝ݉  ߁Ҿ ێਗ਼ ৩ೠध ࡇ ٶҟऴਹ  a 
इअۧ
6) PLOOLRQV


इअۧ
ҟऴܵ

ҟऴܵ


ҟऴܵ ੬ӧ ಭӚ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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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ܚ%5(($&%5(*OREDO,QYHVWRUV


Ӝ݉  ӧң ࠡ ࢛ؼ ݏજ֣ زa֣ 

3URSRUWLRQRI5HVSRQGHQWV



)DOOHQ6KRUWRI([SHFWDWLRQV
0HW([SHFWDWLRQV
([FHHGHG(FSHFWDWLRQV


















'HG

-XQ











'HG

'HG

#

ܚ3UHTLQ,QYHVWRU,QWHUYLHZ֣ਢa֣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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ϯի ࣽఆϰ סێਸ਼܂ ࣋ࢤੂ ߝയ೨Ҕ
  ઽ ઁݍӢ݅ࢤ ਸ਼ৢ ֮



Ѭ ܇ի ࣽఆ ވ୷ Ӟ ૄҾ
 र ಳۏҡ ਮওത ઃ҄ં ಭ






ш೨ܽ ҏӧ ܇ϯӧϰ ૄҾ ҍઋ ফࣉ ૢૄં છߓ ੂބ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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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ϯի ࣽఆϰ סێਸ਼܂ ߝയ

ᵲǎ ᱶᇡa ྕಅ  ᨖ్ݍa չ۵ ᯱɩᮥ ᡀᦥ ᇡ

ᇩŝ ษ ᱥอ ⧕ࠥ əญᜅ ᭥ʑa ัᯕ  ܩᯕᱽ۵
ᨕ۱ᔩ ᇩᦩ᮹ ⇶ᯕ ᵲǎᮝಽ չᨕe ༉ᯕ݅ ྜྷು ə

ᮝ໑ ᵝaᇡ᧲ᨱӹᖑḡอ  ᦥḢ ᵝa⫭ᅖᨱ۵ ᩎᇡ᳒
ᯙ༉ᯕ݅

ʑᱡᨱ۵ ᩑᵡ᮹ ɩญᯙᔢ ᬡḢᯥᯕ ᯱญ ᰂŁ ᯩḡอ 

ə࠺ᦩᦥᦥ⪹᭥ʑ۵ྜྷುɡಽჭɩᮖ᭥ʑෝÑ⊹

ḡӽᬵ ᩑᵡ᮹ɩญᯙᔢᯕᇩၽಽҾӽíᵲǎ॒ᝁ

໕ᕽ ᵲǎᮡ ᦩᱶᱢᯙ ᱶ₦ ᬕᩢᮝಽ ᭥ʑ ⪶ᔑᮥ ᨖᱽ

⯆ᰆ᮹ ᇩᦩ ভྙᯕᨩ݅۵ ᱱᮥ qᦩ⧁ ⦥a ᯩ݅

⦽ᦩᱥ❱ᮝಽ ᩎ⧁⧕ ᪵݅ ⦹ḡอ ᯕᱽ۵ ᔍᱶᯕ ݍ

ᩑᵡ᮹ ɩญᯙᔢ ⨆ႊษᱡ ᔍᝅᔢ ᵲǎᯕ ⋱ᜅ❦ ᅕ✙ෝ

Ჭ݅ Ñ⣩ ᇶƕ᪡ zᮡ ᵝa ⡎ᨱ݅ ᩩᔢ ᮹ ᭥ᦩ

ᶱŁᯩ۵ᖩᯕ݅٥Ǒa᮹ัౝ ᨕậ໕ḡɩ ಫ₉ᯕӹ

⪵⠪aᱩ⦹aĚ⊹໕ᕽᵲǎĞʑࢵ⪵᮹ᝍbᖒᯕ⪹ʑ

ᙝⓍಬ۵ᮁಚᯕᖙᔢᮥ႑⫭⦹Łᯩ۵ḡࠥ༉ā݅

ࡹ۵ ⦽⠙  ᱶᇡ ᵝࠥ᮹ }⩢ᨱ  ⦽ݡᝁa ⭝ᗱࡹŁ

ᵲǎၽ ᇩᦩ᮹ ʑ⡎ᱽ۵ ྕᨨᅕ݅ ᷾ ⡎ᯕᨩ݅ ḡ
ӽ ⧕ ᬵ ᵲᙽʭḡอ ⧕ࠥ ֥ั ݡእ ӹ ɪ
॒⦹ᔢ⦹ᯕ᳦⧊ᵝaḡᙹaᱶᇡ᮹ᝁᬊÑ௹Ƚᱽv
⪵ᗭᮥĥʑಽ⡎ᖙಽ࠭ᄡ⦽äᯕ݅ᯕᨕᬵᵲ
ᙽᨱ۵ ᵲǎ ᱶᇡ᮹ ᱥĊᱢᯙ ᭥ᦩ⪵ ⠪aᱩ⦹ ᳑⊹a
aᖙ⦹໕ᕽ ᵝa۵ ᝍᩑᮝಽ ⇵⧩݅ Łᱱ ݡእ ྕಅ

ᯩ۵ äᯕ݅ ᯕ aᬕߑ ə࠺ᦩ ᖙĥĞᱽ᮹ ᖒᰆčᯙ
₉ಽǑฝ⦹ᵲǎᯕᯕᱽ۵ᖙĥĞᱽ᮹ᰁᰍᱢ⧖⡎┥
ᮝಽᄡᝁ⦹Łᯩ݅

Ӝ݉  ૄҾ र৶ लਔѬۚ Ҕ 
છਮও

ӹɪ⦹໑ ᵝaaᔍᝅᔢၹ☁สӽä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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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ᯕჩ ⠪aᱩ⦹a ᰆ⪹ᮉŝ ʑᵡ⪹ᮉ e᮹ ƕญ
⧕ᗭෝ༊ᱢᮝಽ⧩݅۵ ᱱᨱᕽḡӽ֥Ⅹ ᭥ᦩ⪵
⠪aᱩ⦹ ᳑⊹᪡ እƱࡽ݅ ݚ ᵲǎᮡ ĥ⫮ྕᩎᨱ ᔍ
ᬊ⦹ Ŗᱶ⪹ᮉŝ ᰆᙹɪᮥ ၹᩢ⦹۵ ᰆ⪹ᮉಽ ӹ
ځᲙᯩ⪹ᮉᱽࠥෝᯝᬱ⪵⦹໕ᕽ᭥ᦩ⪵a⊹ෝྕಅ
ӹ⠪aᱩ⦹⦽ၵ ᯩ݅ྜྷುᯕჩ᮹⠪aᱩ⦹۵ʑ
̰  ᱶࠥᨱ ə⊹ḡอ  ݡԕᱢᮝಽ Ğʑ ᇡݕᯕ ⓑ

,ϯӧϰ ૄҾ ҍઋ ࠥഥऴ೪ ࣉ ވ
⦹ḡอ สᔢ ᵲǎၽ ᙝⓍᨱ ෙ Ḣᱲᱢᯙ ᩢ⨆ಆᮡ ᦥ
Ḣ Ⓧḡᦫᦥ ᅕᯙ݅ ᬑᖁ  ᵲǎ᮹ Ğᬑᵝa᮹ ᯱᔑ⬉
ŝӹ ᜅ▽ ญᜅⓍa ၙၙ⦽ ߑ݅  ⦽࠺ᦩ ᵲǎ Ğʑ
⨆ႊ᮹ᇩᦩᯙᯕᨩᇡ࠺ᔑĞʑa⫭ᅖ᳑ḱᮥᅕᯕ
Łᯩ۵ᱱᮥqᦩ⧕⦽݅

ᔢ⫊ᨱᕽ ⬥ᗮ⧕ᕽ ⠪aᱩ⦹a ᯕᨕḩ äᯕ۵ š⊂ᯕ

ᔍᝅ ᵲǎᨱᕽaĥᯱᔑ ᵲᵝ እᵲᮡᨱࠥၙ⊹ḡ

ḡ႑ᱢᯕ݅

༜⦹໑  ᗭाᔢ᭥ ᨱ ᮹ ᵝᯕ Ḳᵲࡹᨕ ᯩ݅

ŖƱíࠥḡɩᩑᵡᯕɩญᯙᔢᮥࠥ༉⦹Łᯩ۵ᱱࠥ
əভ᮹ᦦ༞ŝĚ⊽݅ݚ᭥ᦩ⪵᮹ݡȽ༉⠪aᱩ⦹
ᨱᯕᨕၙǎᩑᵡᯕ֥ᩍᔩQӹʑᵡɩญෝᯙᔢ⦹
໕ᕽ ຶ⎵ ᭥ʑෝ እ⦹ᩍ ᦥᦥ ⪹᭥ʑ ॒ ᩑᘥ
ᱢᯙ ᝁ⯆ᰆ ᭥ʑ᮹ ᕽสᮥ ᰆ⧩ äᯕ݅ ᝅᱽಽ
↽ɝ ั౩ᯕᦥ᪡ ᯙࠥօᦥ᮹ Ğᬑ ☖⪵a⊹a ݚ
ᙹᵡʭḡɪ⦹໕ᕽ  ᦥᦥ⪹᭥ʑa ᰍ⩥ࡹ۵ äᮡ
ᦥܭa ᬑಅෝ ԔŁ ᯩ݅ ᝍḡᨕ ┽ǎ᳑₉ ݡԕ ᱶ⊹
ᇩᦩŝ ฿ྜྷญᨕ ᇩᦩᱶ⦽ ⮱ᮥ ᯕᨕaŁ ᯩ݅ ᦥ
ᦥ ⪹᭥ʑ᮹ ᦦ༞ᯕ ᔾᔾ⦽ ᬑญಽᕽ۵ v Õթ ᇩǍ

ᕽ ᵝa ⦹ᮝಽ aĥ ᗭእa ɪఎ⧁ a܆ᖒᮡ ⯍
ၶ⦹݅ ⦽⠙  ᵝ ݕᅕ⇽ݡᯕӹ ᝁᬊÑ௹ ॒ᮝಽ ᯙ⧕
ᵲǎ ᮡ⧪ǭࠥ ᵝa ɪᨱ ᨕ۱ ᱶࠥ ┡Ċᯕ ᇩa⦝⦹
āḡอ  ⅾ  ⇽יȽ༉۵ ᮡ⧪ǭ ᱥℕ ᯱᔑ᮹ _ᨱ
ᇩŝ⦽ äᮝಽ ಅḥ݅ᵝa⦹ᨱෙ ᜅ▽ ญᜅ
Ⓧa Ⓧḡ ᦫ݅۵ äᯕ݅ ၹ໕  ↽ɝ ᵲǎ᮹ ᵝ┾Ñ௹
పᯕ }ᬵ ᩑᗮ ۹Ł ᯩ۵ ߑ݅ ᵝ┾aĊࠥ ᔢᖙಽ
ၹᱥࡹ໕ᕽ ᇡ࠺ᔑ ᰆ᮹ ᱡᱱ☖ŝ š⊂ᮥ घၼ⋉⦹Ł
ᯩ݅ ᯕ ๆᨱᕽ ᅝ ভ ᵝa ⦹อᮝಽ ᵲǎ Ğᱽ
aĞ₊යᨱḩa܆ᖒᮡᱽ⦽ᱢᯙäᮝಽ❱݉ࡽ݅
ੱ⦽  ᵲǎᮡ ᯱᅙ☖ᱽǎᯕ݅ ᕽ ᷾ ⡎ᯕ Ḣᱲ

Ğᯝᙹᨧ۵ݡ༊ᯕ݅

ݡᨱ ᱥᩝ⬉ŝෝ Ԕᮥ ᩍḡ۵ ᨖᱽࡹᨕ ᯩ݅ ᪅⯩ಅ



ᯙŝšĥ۵ ÑЙಽ ⮱Ł ᯩ۵ḡࠥ ༉ෙ݅ ᔍᝅ ↽ɝ
ॅᨕ ᩑᵡ᮹ ɩญᯙᔢ ᬡḢᯥŝ ฿ྜྷฑ ɡಽჭ ₉ᬱ᮹



ᯱɩ⮱ ᰍ⠙ᯕӹ ᵲǎ ᱶᇡ᮹ ᯱ Ƚᱽಽ ᯙ⧕ ə࠺


ᦩ ᵲǎᨱ ᮁ᯦ࡽ ⧌ນॅܩᯕ Კ ӹa໕ᕽ ᵲǎ᮹ ᯱ
ɩᰆ Ğᔪᮥ ԔŁ ᯩ݅۵ ⠪aa ᯕᨕḥ݅ᱶᇡ᮹ᝁ

Ӝ݉ ֣ ૄҾ ਮওത ಭш೨ 

ᬊÑ௹ Ƚᱽ v⪵۵ ᩍʑᨱ ᇩᮥ ᇺᯙ ᖩᯕ݅ ᯕ౨í
ᅕ໕  ᵲǎၽ ᙝⓍʑᅕ݅۵ ᪅⯩ಅ ݡ ᇩᦩᨱ ᮡ⠱
ࡽ⩶ᮝಽӹษ  ᵲǎᯕ qᩝࡹᨩ݅Ł ᅕ۵í ᬒᖅ
ाಆᯕᯩᮥäᯕ݅
݅อ  ᵝa ⡎ᮥ ⡍⧉⦹ᩍ ᵲǎ Ğᱽ ⨆ႊᨱ  ⦽ݡᬑ
ಅa ݉ᙽ⯩ ᯝ⫭ᖒ ྙᱽ۵ ᦥܩ۵ ᱱᨱ ᮁ᮹⧕ ⦽
݅
ə࠺ᦩ ᵲǎᨱᕽ۵ ᙹ⇽ŝ ⚍ᯱ ᭥ᵝ᮹ ᝁᬊ ᮹᳕ ᖒᰆ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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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ߙᨱᕽ ჸᨕӹ Ųჵ᭥⦽ Ǎ᳑}⩢᮹ ⦥ᖒᯕ ᇡbࡹ
ᨕ᪵݅⦹ḡอᯕ్⦽Łၝᮡɡಽჭɩᮖ᭥ʑෝ እ
G

⦹ᩍ Ñॎࡹ۵ ݡԕ ᇩᦩᨱ ĥᗮ⧕ᕽ ၡಅԁ ᙹၷᨱ

ᯕ᪡ šಉ⦹ᩍ ֥ ݡⅩၹ ᬑญӹ᮹ ⚍ᝁǭ ᔍ┽

ᨧᨩ݅ əđŝ۵ ⚍ᯱ⬉ᮉ᮹ᱡ⦹ӹᝁᬊŝᯪ॒ ᇩɁ

ᨱᵝ༊⧁⦥aᯩᮥäᯕ݅᳑⪙⫊ŝฝ⦞᮹ᩕ

⩶᮹ᝍ⪵ᩡ݅

Ųᯕ a ֥ ǎԕ ᷾a ɪᖙಽ ࠭ᦥᕽᯱ 

✚⯩ ᮡ⧪ǭ᮹ ᯱɩᵲ}a ݡᇡᇥ ǎᩢʑᨦᯕӹ ᵲŖᨦ
ŝᇡ࠺ᔑᇡྙᨱ⠙ᵲࡽaᬕߑ ᯱɩᙹɪ᮹ᇩɁ⩶ᮥ
ີᬑʑ ᭥⧕ əฝᯱ ɩᮖᯕ ɪᖒᰆ⧕᪵݅ ⦹ḡอ ᱶᇡ
᮹ ☖ᱽᨱᕽ ჸᨕӽ əฝᯱ ɩᮖ᮹ ᭥⨹ᖒᨱ ݡ᮲⦹ᩍ
ᱶᇡ᮹Ƚᱽav⪵ࡹ໕ᕽəฝᯱɩᮖᯕ᭥⇶ࡹʑ᯲
⧩݅ə đŝ ಫၵ᪅ၵ᪅ಬӹ 11 ॒᮹᪉ᯙ ɩᮖᯕ✩
ᔩ ᩢᩎᨱᕽ ᯱӹʑ ᯲⧩Ł ֥  ḡӽ⧕ ᵲၹ
ᯕ⬥Ñॎࡽ᷾ఁญŝᱶᨱᕽᵝaaəၵ☖ᮥᯕᨩ
݅
ᦥḢࠥᵲǎ᮹Ğᬑᵲᦺᱶᇡ᮹᧲⪙⦽ᰍᱶÕᱥᖒ॒ᮥ
qᦩ⧁ভᱶ₦ᩍಆᯕᔢ݅ߑ⦽ݚᝁᝅⓍಽऽ॒ᔩಽ
ᬕ⚍ᯱʑ⫭ࠥ ᔑᱢ⧕ ᯩ݅ ᕽ ᵲǎᯕ ᩍ۱ ᝅ➉ᔍ
ಡౝ ಫᵲḥǎ⧉ᱶಬᨱḩa܆ᖒᮡ Ⓧḡ ᦫᮡ äᮝಽ

ᬑญᱶᇡࠥ⚍ᝁǭᮥ⪽ᬊ⦹ᩍྕᱽ⦽ᱢᯙᵝๅ᯦ᨱ
ӹᖑ݅⚍ᝁǭᨱ⚍᯦ࡽȽ༉อ᳑ᬱᨱᯕ໑ ᳑ᬱ
᮹ ᷾ ᦩᱶʑɩᮥ ⡍⧉⦹໑ ḡᬱ₦ᮡ ᳑ᬱᨱ ⦽ݍ
݅⦹ḡอᯕ్⦽ ḡᬱᮡ ᪅⯩ಅ ⚍ᝁǭ᮹ Ğᩢ ᦦ⪵ෝ
Ⅹ௹⦹ᩍᵝa⋉ℕෝᬒᝍ⪵┅۵đŝෝⅩ௹⧩݅
ᯕ aᬕߑ  ྙᱽ۵ ǎԕ ɩᮖ᮹ Ӻ⬥ᖒᮝಽ Ḳ᧞ࡹᨩ
Ł  ᯕᨱ ݡ᮲⦹ᩍ ᬑญӹ۵ ݡݡᱢᯙ ɩᮖᯱᮁ⪵ᨱ
᯦࠭⧩݅ ə్ӹ ᯕ יಆᮡ ᦥᛞíࠥ ֥ ᦥᦥ
⪹᭥ʑಽȡ₊ࡹᨩ݅




❱݉ࡽ݅⦹ḡอᯝ᳦᮹ᖒŖᔍಡŁ⧁ ᙹᯩ۵ ᯝᅙ



ᯕӹ ⦽ǎ᮹ Ğᬑෝ ᅕࠥ  ᖒᰆ༉ߙ᮹ ᯕ⧪ᮡ đ⎵



ךಾ⦽ ŝᱶᯕ ᦥ ݅ܩᝅᱽಽ ᯝᅙŝ ⦽ǎ ༉ࢱ ə ŝ
ᱶᨱᕽ b᳦ ݡԕ ∊Ċŝ đᇡࡹᨕ ᩍ్ ₉ಡ ᭥ʑෝ
Ğ⨹⦽ ၵᯩ݅ݡᇡᇥԕᇡᇩɁ⩶ᯕɩᮖ᭥ʑಽ ⡎ၽ
⦽Ğᬑ݅✚⯩ᯱᅙᯱᮁ⪵᪡đᇡࡹ໕ə }ᩑᖒᮡ
ᬒ⍅ḥ݅



ᯕๆᨱᕽ↽ɝᵲǎ᮹ᵝaɪŝᯕᨱ฿ᖁᱶᇡ
ݡ᮲ᯕᯱ⋌⩶ݡɩᮖᔍŁෝⅩ௹⧁a܆ᖒᨱᮁ᮹⧕
⦽݅✚⯩  ᱶᇡ ḡಽ ᱢɚᱢᯙᵝ ๅ᯦ᮥ☖⧕ᵝ



a ᇡ᧲ᨱ ӹᖑ ᵲǎ᷾ǭɩᮖᯕӹ ᯝ ಫOBUJPO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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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BNಬ᮹ ⨆႑ᨱ šᝍᮥ ʑᬙᯝ ⦥a ᯩ݅ ӹᦥa 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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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ᱢᯙ ᮡ⧪ ₉᯦ᯕ ส⯭ ₥  ⩢ᝁ᮹ ┩ᮥ ᥑŁ ᵝ

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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ᰆᮥ ☖⦽ ᯱɩ᳑ݍᨱ ⊹ᵲ⧩ ᇡᝅʑᨦᯕӹ ੱ əᨱ


रওઉӧӢ
છ છࣉऱݜਜ਼

⠙⦹ᩍᙹᯖᮥ₺ĝ᷾ǭᔍॅ᮹ᩑᘥᱢᯙ❭ᔑa܆
ᖒࠥ ႑ᱽ⦹ʑ ⯹ॅ݅ᔍᝅ ə౨ḡ ᦫᦥࠥ ᵲǎԕ ᯱɩ
ᰆ Ğᔪŝ ฿ྜྷಅ ʑᨦ ᇡᝅᯕ ۹Ł ❭ᔑᯕ ᷾a⦹۵

ӽైҏધ ઉ݅

⇵ᖙ݅ ᝍḡᨕ ᵲǎ ᱶᇡ᮹ Ǎ᳑}⩢ יಆ᮹ ᩑᰆᖁᔢ


೪ੁ ౪ છ ٫
છ लӌ ਡ

ᨱᕽᯝᇡᵲᗭǎᮁʑᨦᨱᕽษᱡ❭ᔑᯕᗮ⇽⦹Łᯩ݅
ə ❭ᰆᮡ ǎᩢ ݡʑᨦᯕӹ ᮡ⧪ǭᮥ ᵲᝍᮝಽ ᵲǎ 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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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ᵲ┍äᮝಽᅕᯙ݅

Ӝ݉  ਮও ۨദਹҡ ਮও ऴऴശദ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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ਮও

݅อ  ᵲǎ Ğᱽ᮹ ᯕ⧪ʑᱢ ᇩ⪶ᝅᖒᮡ ݚᰆ᮹ ⩥ᦩᯕ

֣ ಭӚ 









ʑᅕ݅۵ᵲᰆʑᰢᱱᯕ݅
ᅙ௹ ᰆᮡ ၙ௹ ᩩᔢŝ ᇩ⪶ᝅᖒ ෝ ບŁ ᔑ݅ ↽ɝ
ᯝಉ᮹∊Ċᮥĥʑಽᵲǎ᮹ᯕ⧪ʑᱢᗮᖒᯕᇡbࡹ໕



ᕽǎԕɩᮖᰆᯕ ⮵ॅญ۵äᮡݚᩑ⦽ᯝᯕ݅⦹





ਮও ۨദਹ ધ

ḡอ ᰆ᮹ ಫ᪅ქᛩ❦ಬࠥ Ğĥ⧁ ⦥a ᯩ݅ ᯕ⧪ʑ





ਮও ऴऴശദਹ ਕઃز

ᵲǎ Ğᱽෝ ࢹ్ ญᜅⓍෝ ၹᩢ⦹۵ äᮡ ᪉ ⦽ݚ





ᝁᯕӹ  ✚ᱶ⦽ đುᮥ ԕญʑ۵ ⯹ु ┴ᯕ݅ ₉ᯕӹ











ญᜅⓍ۵ สᩑ⦽ ᇩᦩᨱ ⨩ᯕ۵ ݡᝁᨱ  ᵲǎၽ 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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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᮹ᖒĊᯕӹ❭ɪĞಽ॒ᮥ᳦⧊ᱢᮝಽŁಅ⦽ᇥᕾᯕ
ᱩᝅ⦽ভ݅



əᩑᰆᖁᔢᨱᕽ↽ɝ᭥ᦩ⪵᮹ᱥĊᱢᯙ⠪aᱩ⦹ෝࢹ

ə్ӹ ษ ᱥ *.'۵ ᵲǎ᮹ ᭥ᦩ⪵a ᝅḩᝅ⬉⪹ᮉ

్ םᨱ ⧕ݡᕽࠥ ࡹḻᨕ ᅝ ⦥a ᯩ݅ ✚⯩ ᯕ

ʑᵡᮝಽ ᯕᱽ ᱢᱶ ᙹᵡᨱ ɝᱲ⧩݅۵ ⠪aෝ ԕฑ

ჩ⠪aᱩ⦹ෝĥʑಽᵲǎᯕĞʑᇡ᧲₉ᬱᨱᕽᯕෙၵ

ၵᯩ݅ə࠺ᦩᵥʑ₉í ᭥ᦩ⪵ ᱡ⠪aෝ ḡᱢ⧕ ᪵

ಫĞᰢᱢ ⠪aᱩ⦹ಬᨱ ᨕ ॅᨩ݅۵ š⊂ᯕ ⪶ᔑࡹŁ ᯩ

ᱥಆᮥ qᦩ⦹໕  Ċᖙḡqᯕ ᦥܱ ᙹ ᨧ݅ əญŁ 

݅ə్ӹᯕ ᩎ ᵲᰆʑᱢᯙᵲǎĞᱽ᮹ }⩢ ⦥ᖒ

ᰆᨱᕽ۵ ᯕ్⦽ *.'᮹ ḥ݉ᮥ ᯕჩ ᭥ᦩ⪵ ⠪aᱩ⦹ 

ŝ۵ Ñญa ᯩ݅ ᪅⯩ಅ ᵲǎ ᱶᇡ᮹ Ŗᨙౝ  əe

ӹᦥa⨆⬥⇵aᱢᯙ⠪aᱩ⦹᮹םÑಽ⧕ᕾ⦹ʑࠥ⦽

ᰆ⪹ᮉŝᮁญࡽʑᵡ⪹ᮉᱽࠥ᮹ᰍᱶእ₉ᬱᨱᕽ⪹

݅ ⦹ḡอ ᯕ ⧕ᕾᮡ݅ᗭ ᨕ⠱aᯩᨕ ᅕᯙ݅ ᭥ᦩ

ᮉ }⩢᮹ ᯝ⪹ᮝಽ ⧕ᕾ⦹۵ í ᖅाಆᯕ ⍅ ᅕᯙ݅

⪵ ⠪aᱩ⦹ ᯕᱥᨱ ᯕၙ ᭥ᦩ⪵a ᱢᱶ ᙹᵡᯕŁ ḥ

ᯕၙ *.'۵ ᭥ᦩ⪵᮹ 4%3 ✚ᄥᯙ⇽ǭ  ⠙᯦ŝ šಉ⦹

݉⧩۵ߑ ᯕ⬥᭥ᦩ⪵a ༊⪹ᮉʑᵡᯕʕ⦹ӹ ݅ᗭ

ᩍ ᯕ᪡ zᮡ ⪹ᮉ ᇩɁ⩶᮹ ⧕ᗭෝ ᱥᱽ᳑Õᮝಽ Ǎ

ᱩ⦹ࡽ ভྙᯕ݅ ᯕ౨í ᔾb⧕ ᅕ໕  ᭥ᦩ⪵ ⠪aᱩ⦹

⦽ၵᯩ݅

۵ᝅḩᝅ⬉⪹ᮉ᮹ŝࠥ⦽ᱩᔢᨱෙݡ᮲ᯕŁᅕʑ

šญᄡ࠺⪹ᮉᱽෝ ≉⦹Ł ᯩ۵ ᵲǎᮡ ᝅḩᝅ⬉⪹ᮉ᮹
šญෝ ⪹ᮉđᱶ᮹ ᵝ ᬕᬊᬱญಽ ᔝŁ ᯩ݅ ᝅḩᝅ

⯹ॅŁ  ᩎ ⪹ᮉ }⩢᮹ ᯝ⪹ᨱᕽ ᱲɝ⦹۵í ᯱᩑᜅ
్ᬭᅕᯙ݅

⬉⪹ᮉᮡ ᵝ Ʊᩎᔢݡǎ ☖⪵ ݡእ ༊⪹ᮉᮥ ᳦⧊

ᵲǎŝ᮹ Ğᱽᱢ ᩑĥᖒᯕ ⓑ ᬑญಽᕽ۵ ݚᩑ⯩ ᵲǎ

ಫᝅ⬉ಬ ⦹Ł  ᩍʑᕽ ྜྷa᮹ ᩢ⨆ᮥ ᱽÑ ಫᝅḩಬ ⦽ äᮝ

Ğᱽ᮹ ⨆႑ᨱ ȡ⇵a Ḳᵲࡹḡ ᦫᮥ ᙹ ᨧ݅ ↽ɝ ǎ

ಽᕽ  ⦽☖⪵᮹ݡǍๅಆᮥӹ┡ԕ۵ ḥᱶ⦽ ࠥಽ

ԕ ᬱ⪹ ్ݍᮉ ᩎ ᯕ్⦽ ₉ᯕӹ ᙝⓍ᮹ ᩢ⨆ᮝಽ

eᵝࡽ݅ əߑ  ↽ɝ ǎᱽᱢᮝಽ ్ݍa vᖙෝ ᅕᯕ

ɪ॒ᖙෝ ӹ┡ԕʑࠥ ⧩݅ ✚⯩ ᭥ᦩ⪵᮹ ᩑᘥᱢᯙ ⠪

໕ᕽ  ᔍᝅᔢ ్ݍᨱ ᩑ࠺ࡽ ᭥ᦩ⪵᮹ ᝅḩᝅ⬉⪹ᮉࠥ

aᱩ⦹ᨱ  ⦽ݡᬑಅa ⦽ ༌ ݉݉⯩ ⧩݅ ⦹ḡอ ᵲǎ

ݡ⡎ ᱩᔢࡹᨕ ᪵݅ ᕽ ᝅḩᝅ⬉⪹ᮉ᮹ šญ۵

᮹᭥ᦩ⪵ǎᱽ⪵ӹ4%3⠙᯦ᬡḢᯥ॒ᮥqᦩ⦽݅໕ 

₉ᬱᨱᕽ ᅝ ভ  ᯕჩ ᵲǎ᮹ ⠪aᱩ⦹۵ ӹ ᮹ၙa

᭥ᦩ⪵᮹⇵aᱢᯙᱩ⦹ᩍḡ۵ᱽ⦽ᱢᯙäᮝಽ❱݉ࡽ

ᯩ۵ᖩᯕ݅

݅ í݅a ᦥḢࠥ ₉ᯕӹ ᙝⓍ ᯱℕ᮹ ⨆ႊᨱ  ⧕ݡᇩ




⪶ᝅᖒᯕⓑᔢ⫊ᨱᕽ۵ᖒɪ⦽ᩩ݉ᅕ݅۵šₑŝᇥᕾ
ᯕ ۹ ᦥᛍᬕ ჶᯕ݅ ə௹ᕽ ₉ᯕӹ ᙝⓍ۵ ᦥḢ Ҿӹ
ḡᦫᮡᖩᯕ݅
G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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੮ࠡщरఐ ઃݘ



G



,* ݅धఆ ࠡщਿ ܇࢛अܵ ݍध ઃദ  

⦽⠙ᩑᵡᯕ ၙǎԕ ྜྷaᔢ ᦶಆ᧞⪵᪡ ᵲǎ॒ ᝁ

↽ɝɩᮖᰆᮡᩑᵡ᮹ɩญᯙᔢŝᵲǎၽɡಽჭĞʑ
ࢵ⪵ᬑಅᨱʑၹ⦽ᵝaɪŝᇩᨕᵝᯱᔑaĊ᮹
᳑ᱶᯕ ḥ⧪ࡹŁᯩ݅ᵲǎ Ğʑɪᬑಅᨱʑၹ⦽ɡ
ಽჭ ₉ᬱ᮹ ᵝa᳑ᱶ ŝᱶ ḥ⧪ŝ ᇩᨕ  ᩑᵡ᮹ ɩญ
ᯙᔢ ᬑಅᨱ ʑၹ⦽ ɡಽჭ ₉ᬱ᮹ ᯱɩᯕ࠺ ⪶ݡ᪡ ⡍
✙⡕ญ᪅ ᰍ᳑ᱶ ŝᱶᮝಽ ᇥʑᵲ ᵝ ᯱᔑॅ᮹ ⚍ᯱ
ᙹᯖශᮡ ݡᇡᇥ ษᯕթᜅ  ෝ ʑಾ⦹ᩡ݅ ✚⯩ ᵲǎ
Ğʑɪ ᬑಅ۵ ɡಽჭ ᙹ ʑၹ ᦦ⪵᪡ ฿ྜྷಅ ɩᮖ

⯆ǎ᮹ Ğʑᇡḥ ॒ᮥ Łಅ⧕ ʑᵡɩญ ᯙᔢ ᱱᮥ
ᯕᩑ⦹ᩡᮝӹ  ɡಽჭ Ğʑࢵ⪵ ᬑಅ᪡ ᇩᨕ ᩑᵡၽ
ɡಽჭ ᯱɩ⮱᮹ ᄡ⪵ a܆ᖒᮡ ᩍᱥ⯩ ᇩᦩᯙᮝ
ಽ ᰁᰍ⦹Ł ᯩᨕᔢݚʑeɩᮖᰆԕ⚍ᯱᙹᯖශ }
ᖁᮥʑ⦹ݡʑᨕಅᬕᔢ⫊ᯕ݅



ᰆ ᄡ࠺ᖒ ⪶ݡ᮹ ᵝᯙᮝಽ ᯲ᬊ⦹ᩡᮝ໑  ᵲǎᨱ

, ಲ౩ವ݅৩ ૄश ल൦Ҿ Ӣ ఘ ވ

 ⦽ݡᬱᯱᰍ ᙹ⇽ ᮹᳕ࠥa ׳ᮡ ᝁ⯆ǎॅᮡ ᬱᯱᰍ a

֥ ᯕ⬥ ᯕນḶ ǎaಽ ᮁ᯦ࡽ ᯱɩ᮹ Ƚ༉۵ ᧞ 

Ċ ⦹ŝ Ğʑࢵ⪵ ᬑಅ  ⪹ᮉ ᧞ᖙ ॒ᯕ ฿ྜྷಅ ɩᮖ

్᳑ݍಽ⇵ᱶࡽ݅ᖁḥǎᨱᕽ᳑ ్ݍ᳑ᖙ⫭⦝ḡᩎ

᭥ʑaᅙĊᇡbࡹᨩ݅

ᮥ☖⦽ᯱɩᮁ᯦ᯕ్᳑ݍԕಽ⇵ᱶࡹŁᯩ݅ᯕ



ᵲ ᵝŝ ₥ǭ ᵲᝍ᮹ ⡍✙⡕ญ᪅ ⚍ᯱ Ƚ༉a _



᳑   ్ݍɩᮖʑš ₉᯦ᮥ ☖⦽ ᯱɩ ᮁ᯦ᯕ  ᳑ ్ݍ
ԕ᮹ᯱɩᯕᮁ᯦ࡹᨩᮝ໑ ✚⯩ᯕນḶᮝಽᮁ᯦ࡽᯱ



ɩ᮹ ᔢ ݚᇡᇥᯕ ၙǎ  ŝ ᩢǎĥ   ᯱɩᮝ



ಽ ⇵ᱶࡹŁ ᯩ݅ ᯕౝ ᧲ᱢ᪥⪵ ᯕ⬥ ⣮ᇡ⧕ḥ ɡಽ



ჭ ᮁ࠺ᖒᮥ ႑Ğᮝಽ ᝁ⯆ǎᨱ ݡȽ༉ ᮁ᯦ࡹᨩ ᯱɩ



ॅᯕ(ญᜅⓍᇡbŝ⧉̹ᮁ࠺ᖒ⇶ᗭ᭥⨹ᮥၹᩢ⧕







G


G

ᰍ⪹ඹࡹ໕ᕽɡಽჭᯱɩ⮱ᰍ⠙ᯕḥ⧪ࡹŁᯩ݅

ӭ৸ૄ ೨իӢҍҽ࣡ ҽਮਡ

ZMNLP#KDQDIQFRPG

✚⯩ ᵲǎ᷾⡎ŝĞʑɪᬑಅ ᭥ᦩ⪵⠪aᱩ⦹
॒ᮝಽ ᝁ⯆ǎ ᯱɩᮁ⇽ ⡎ᯕ ⪶ࡹݡ۵ ༉ᮥ ᅕᯕŁ

Ӝ݉  ल൦Ҿ Ӣ ਸ਼ஃਜ਼ 

ᯩ݅ ᩑᵡ᮹ ɩญᯙᔢ ᬑಅa ᅙĊ⪵ࡽ ᬵ ᯕ⬥ ᝁ⯆
ǎᨱᕽ۵ ᵝ ᩑᗮ ⡍✙⡕ญ᪅ ᯱɩᯕ ᯕ┩⦹Ł ᯩ۵

ۨ


ၹ໕  ᖁḥǎᮡ ᵲǎ᷾ ⡎ᮝಽ ᦩᱥᯱᔑ ᖁ⪙a ᇡ






ӹ┡ӹᝁ⯆ǎŝᖁḥǎe᮹ᯱɩ⮱₉ᄥ⪵aᅙĊᇡ



bࡹ۵ ༉ᮥ ᅕᯕŁ ᯩ݅ ᯕ᪡ zᮡᝁ⯆ǎᯱɩᯕ┩



᮹ ᯕ໕ᨱ۵ Ğʑࢵ⪵ ॒ᨱ ʑၹ⦽ ☖⪵a⊹ ɪŝ ᝁ



ᬊญᜅⓍᇡbᯕᯱɩᮁ⇽᮹ ᵝᯙᮝಽᇡbࡹŁ ᯩ݅



ᝁ⯆ǎᯱᔑaĊ⦹ŝᇩᨕᬱᯱᰍaĊ⦹ᨱෙ









☖⪵a⊹ ɪᮝಽ ᯙ⧕ ⩥ḡ☖⪵ ⢽ ᯱᔑ ᙹᯖශ᮹

ᬊญᜅⓍࠥ ᇡbࡹŁ ᯩ۵ ᔢ⫊ᯕ݅ ᝅᱽಽ ᝁ⯆ǎ ʑ





ᮥ ᅕᯕʑ۵ ⧩ḡอ ᙽᮁ᯦ᖙෝ ḡᗮ⦹Ł ᯩ۵ äᮝಽ

ɩญᔢ⫊ᨱʑၹ⦽ʑᨦॅ᮹ŝ݅ᇡ₥᪡ᯕᨱෙᝁ

ۨ

ल൦Ҿӌ ਕ



bࡹ໑ ݉ʑᱢᮝಽ ᵝ⩶ ᯱɩᯕ ⓑ ⡎ ᮁ⇽ࡹ۵ ༉

⦹ᯕaᗮ⪵ࡹᨕ⚍ᯱີญ✙aɪq⦹Łᯩᮝ໑Ⅹᱡ

ल൦Ҿऱ 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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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Ҿռࢼ ࠎ҄ં Ӣఘ ӧ߁ ס ৃহ

ᨦॅᮡ ɡಽჭ ᱡɩญෝ ʑၹᮝಽ ⧕₥ǭ ၽ⧪ᮥ ⓑ
⡎ ᷾a⍽ ᝁ⯆ǎॅ᮹⧕₥ǭၽ⧪ᧂᮡ Ⲳ֥ั

ᵲǎ ᷾ ɪᮥ ĥʑಽ ɡಽჭ ₉ᬱ᮹ ᵝᰆ ᳑ᱶ

᳑ ్ݍᨱᕽ Ⲳ2ั ᳑ ్ݍಽ ɪ᷾⦽ ᔢ

ᦶಆᯕḥ⧪ࡹ໑ǎԕੱ⦽᷾Ñ௹ݡɩᯕⓑ⡎⇶ᗭ

⫊ᯕŁ  ↽ɝ᮹ ☖⪵a⊹ ɪᮡ ʑᨦॅ᮹ ᝁᬊญᜅⓍ

ࡹ۵ ༉ᮥ ᅕᩡ݅ ɩ֥ ᯝʭḡ ᳑ᬱ ᙽๅᙹ

᷾⡎ᮝಽ ᯕᨕḡ໑ ɩᮖᇩᦩ᮹ ᵝᯙᮝಽ ᯲ᬊ⦹Ł ᯩ

⧩ ǎᯙॅᮡᵲǎ ᖒᰆࢵ⪵ၰ ɩᮖᇩᦩ ၙ ɩญᯙ

݅

ᔢᬑಅ ᝁ⯆ǎᇩᦩ ǎԕᖒᰆᖙࢵ⪵ ʑᨦᝅᱢᇡḥ 
ᬱ⪵ ᧞ᖙ ॒ ᅖ⧊ᱢᯙ ᯙᨱ ʑᯙ⧕ ᙽๅࠥᖙෝ ᯕᨕ

⦽⠙ɩᮖ᭥ʑᯕ⬥ɡಽჭᯱɩ᮹ᯕ࠺Ğಽ۵ɩᮖʑš
₉᯦ᨱᕽ⡍✙⡕ญ᪅ ⚍ᯱ ᵲᝍᮝಽ ᄡ⪵⦹ᩡ݅ ᱥ☖ᱢ
ᮝಽ ၙǎĥ ᯱɩᮡ ⡍✙⡕ญ᪅ ⚍ᯱෝ ᖁ⪙⦹۵ ၹ໕ 
ᮁŝ ᯝᅙĥ ᯱɩᮡ ɩᮖʑš ⇽ݡᮥ ☖⧕ ᝁ⯆ǎᨱ
ᯱɩᮥ Ŗɪ⦹۵༉ᮥᨩ݅đǎၙǎĥᯱɩᮡɩ
ᮖᰆ᮹ ᄡ࠺ᖒ  ☖⪵ᱶ₦ ᩢ⨆ಆ ⪶ ၙݡ  ݡɩᮖ י
⇽ࠥ ॒ᨱ ʑၹ⧕ ᯱɩ ᮁ⇽᯦ ᩍᇡෝ đᱶ⦹۵ ၹ໕ 
ᮁŝᯝᅙĥᯱɩ᮹ɩᮖᜅ▽ᦩᱶᖒᩍᇡᨱʑၹ⧕
ᯱɩ⫭ᙹ ᩍᇡෝ ᳭ᬑ⧁ a܆ᖒᯕ ݅׳۵ ᱱᨱᕽ ↽ɝ
ᇡbࡹŁ ᯩ۵ ᝁ⯆ǎ ᰆ᮹ ᄡ࠺ᖒ ⪶ݡᨱ ᩩ᮹ ᵝ
⧕⦹۵ᔢ⫊ᯕ݅



a໑ᬵั⩥ᰍᩑeᙽๅᙹ۵᳑ᬱᮥʑಾ⦹໑
}ᬵ ᩑᗮ ᙽๅࠥᖙෝ ᯕᨕaŁ ᯩ݅  ᵲǎᮥ እ⦽
ᝁ⯆ǎĞʑᇡḥ॒᮹ᩍ❭ಽɡಽჭ₉ᬱ᮹ᙹࢵ⪵
a a⪵ࡹ໕ᕽ ⨆⬥ ʑᨦᝅᱢ }ᖁᮥ Ⓧí ʑ⦹ݡʑ
ᨕಖ݅۵ᱱᮥŁಅ⧁ভᵝᰆÑ௹ݡɩ᮹ⓑ⡎᷾
a۵ ʑ⦹ݡʑ ᨕಅᬕ ᔢ⫊ᯕ݅݅อᵲǎ ᷾ ⦹ᖙ
ḥᱶ  ၙ ᩑᵡ ɩญᯙᔢ ᯕᩑ  41᮹ ǎaᝁᬊ॒ɪ ᔢ
⨆ ᳑ᱶ ॒ᮥ ĥʑಽ ǎᯙ ᯱɩᯕ ᙽᮁ᯦ᮝಽ ᱥ⪹ࢁ
ḡ ᩍᇡᨱ ᵝ༊⧁ ⦥a ᯩ݅ ⦽⠙ ǎa ᝁᯙࠥ᮹ ၵ
ಽၙ░ಽᯙࢁᙹ ᯩ۵₥ǭᰆԕǎᯙ⚍ᯱᯱɩᮡ
ᬵᯕ⬥qᗭᖙಽᱥ⪹ࡽᔢ⫊ᯕ݅ɩ֥ᬵᵲǎᯙ
ᅕᮁ Ł۵ ᳑ᬱ ʭḡ ᷾a⧩ᮝӹ  ⦹ၹʑ ᯝᇡ
ᰍᱶᩍÕᯕᦦ⪵ࡽäᮝಽ⇵ᱶࡹ۵ᯝᇡᝁ⯆ǎᵲᝍ᮹
ᯱɩᯕ┩ᯕ ᯕᨕḡ໑ ᅕᮁŁ۵ ᳑ᬱ ᯝ ಽ



᯲֥ั Ł ᙹᵡʭḡ qᗭ⧩݅ə్ӹǎᯙ₥ǭ⚍



ᯱᯱɩ ᵲ ݉ʑ⚍ᯱ ᖒĊᯕ v⦽ ⟡ऽ Ƚ༉۵ qᗭ⦹Ł
G

ᯩ۵ ၹ໕  ᵲᦺᮡ⧪ ၰ ᩑʑɩ ॒ ᰆʑ⚍ᯱ ᯱɩ᮹ እ

⦹ၹʑ ᵲ ᵝ┾ ᝁȽᇥ᧲ ྜྷపᯕ ɪ᷾⦹۵ ᱱᮥ Łಅ⧁

ᵲᯕ᷾a⦹໑ǎᯙᅕᮁ₥ǭ᮹⠪Ɂड౩ᯕᖹᮡ᪅⯩

ভ׳ᮡᙹᵡ᮹ᵝ┾ݕᅕ⇽ݡ᷾aᖙaᔢݚʑeḡᗮࢁ

ಅ ᔢᖙෝ ᯕᨕaŁ ᯩᨕ ǎᯙ ₥ǭ ⚍ᯱᯱɩ᮹ ᖒ

a܆ᖒᯕ׳ᮡ ᔢ⫊ᯕ݅ੱ⦽ᮡ⧪ǭ᮹ ⇽ݡ⡍✙⡕ญ᪅

Ċᯕ Ǎ᳑ᱢᮝಽ ᄡ⪵⦹Ł ᯩᮭᮥ ၹ᷾⦹Ł ᯩ݅ ə్

᳑ᱶŝ ᱶ₦ɩᮖ ḡᬱ ॒ᮥ qᦩ⧁ভ ᵲʑ׳ ⦽ੱ ⇽ݡ

ӹ ǎԕ ɩญ ⦹ᖙa ḡᗮࡹ໕ᕽ ᯕᯱᙹᯖ qᗭ᪡ 

ᮡ ᷾aᖙa ᩩᔢࡹŁ ᯩᨕ ᵲ ᮁ࠺ᖒ ᷾aᮉᮡ ݚᇥ

ᇩᨕ ⪹ᮉ ᄡ࠺ᖒᯕ ⪶ࡹݡŁ ᯩŁ  ᜅ᪲౩ᯕ✙᪡ ԕ

e ᔢᖙෝ ᯕᨕi ᱥᯕ݅ ə్ӹ ᪥⪵ᱢ ☖⪵ᱶ₦

ɩญ₉ෝ Łಅ⦽ ₉ᯖÑ௹ ᮁᯙࠥ ⇶ᗭࡹ໕ᕽ ǎᯙॅ

ᨱࠥ ᇩǍ⦹Ł aĥᗭእ qᗭ  ʑᨦ ⚍ᯱᙹ ࢵ⪵  ᱡ

᮹⚍ᯱີญ✙aqᗭ⦹Łᯩ۵ᱱᮡᩩ᮹ᵝ⧕⧁

ɩญಽ ᯙ⦽ ⪵⠱ᅕᮁ ʑ⫭እᬊ qᗭ ॒᮹ ᩢ⨆ᮝಽ ☖

äᮝಽ ᅕᯙ݅ੱ⦽ ǎᯙ᮹₥ǭ⚍ᯱᧂqᗭa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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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경제, 흔들리지 않는 중남미의 소나무
요란했던 개혁추진에도 불구하고 1~2%의 저조한 성장률에 머무르고 있는 멕
시코에 대한 실망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련의 구조개혁들은 중장기 성장률
개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브라질과 대비되는 양호한 거
시경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멕시코에 주목해야 한다.

I 멕시코의 더딘 성장회복에 대해 아직 실망할 필요

이러한 점에서 멕시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구

는 없다

조개혁들을 감안하면 최근의 저조한 멕시코 경제성장률

요란한 개혁추진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의 저조한 경제성
장에 대한 실망이 존재한다. 2014년 경제성장률은
2.1%, 2015년 전반기 성장률은 2.4%를 기록하면서
2013년 이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

에 대해 아직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
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미국 금리인상 전
망에 따른 멕시코의 대응능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
겠다.

히 기대에 못 미치는 미약한 모습이다.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회복이 느리게나마 나타난
것과 낮은 물가상승률 및 고용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의
성장이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유가급
락에 따른 원유 생산량 감소와 원유 수출 부진이 성장률
회복에 제약요소로 작용하였다.
신흥국의 경제상황은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의 개혁
추진여부는 대외부문의 부정적인 충격을 잘 버텨낼 수

그림 1. 회복 중이지만 미약한 경제성장률(%, YoY)

있는지의 여부와 세계경제 흐름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때
얻게 되는 수혜의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10%
8%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고정자산투자

수출

6%
4%
2%
0%

윤재성 NICE신용평가 국제사업실 선임연구원
02-2014-6271
jyoon@nicerating.co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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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NEGI, NICE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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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에너지부문 개혁을 제외하고는 목표했던 개혁작업

제유가 변동이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제

의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개편에 힘입어 2014년 조세수입(Tax revenue)이 전년

경제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
며 2012년 12월 취임한 페냐 니에토(Peña Nieto) 정부
는 집권 후 1년여만에 노동, 방송통신부문, 교육, 재정,
금융, 에너지 등에 대한 개혁안을 의회에서 승인하여 시

보다 15.8% 늘어나면서 유가 급락에 따른 부정적인 여
파를 완화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재정운영 준칙을 강화
하면서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행에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에너지부문 개혁을

그 밖에도 과점적인 내수시장 구조로 경제효율성이 낮은

제외하고는 목표했던 개혁작업의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표적으로 과점체제를 나타내는 방

되고 있다.

송통신부문에 대한 개혁을 시행하였다. 경쟁촉진을 위해

우선,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정부 세원에 잡히지 않는 높
은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 고용비중 문제를 해소
하고자 시행한 노동시장 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공식부문(formal sector)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신규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장려하였다. 과도한 통신요금을 인하하면서
물가하락 효과가 이미 나타난 가운데 산업효율성 개선효
과도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면서 2015년 6월말 기준 공식부문

금융부문 개혁에도 은행간 경쟁촉진과 여신확대를 위한

고용인원은 2013년 6월말 대비 4.5% 늘어나 0.9%에

내용들이 담겨 있다. 많지 않은 여신 수요와 보수적인

그친 비공식부문의 고용인원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은행 영업 기조로 인해 멕시코 상업은행의 총 대출규모

공식부문 고용비중은 36.8%로 늘어나며 2013년 이후

는 2015년 6월 말 기준 GDP 대비 19.9%로 매우 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식부문의 고용확대는 정부세입

수준이다. 이로 인해 은행이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재원

증가 뿐만 아니라 내수수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주게 된다.

다. 금융부문의 개혁을 통해 여신시장이 확대되어 재원
공급이 활발해진다면 성장률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림 2. 공식부문의 고용비중 증가
비공식부문

공식부문(우)

67%

38%

66%

37%

그림 3. 세제개편에 힘입어 조세수입 증가
조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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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을 포함한 재정부문 개혁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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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HCP, NICE신용평가

다. 멕시코 재정은 세수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유류관련
재정수입이 전체의 1/3을 차지하면서 원유생산량과 국
79

반면, 일련의 개혁들 중 가장 기대를 모았던 에너지부문

그림 4. 주요 신흥국 CDS 추이

개혁은 유가 급락으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거
두고 있다. 75년간 국내 에너지산업은 PEMEX 등 국영

400

회사가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 받아 운영되면서 민간기업

350

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효율

300

성이 저하되어 원유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

250

하고자 에너지부문 개방을 통해 민간기업의 유전개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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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가격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유가 급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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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3.1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

14.1

브라질
남아공
말레이시아

15.1

자료: Bloomberg, NICE신용평가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멕시코 개혁은 최근의 부정적인 대외환경을 헤쳐나가
는데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장기 경제안정

I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 안
정성이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개혁작업 덕
분이다

성과 성장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구조적인 개혁이라는
점에서 현재보다 중장기 경제지표 개선이 더욱 기대되
고 있다.

멕시코는 비대한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과 과점적인 내수시장, 취약한 세원 등으로 인

세계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멕시코의 경제성장률이

해 다른 신흥국에 비해 1인당 GDP 성장성이 낮고 경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유가 급락과 기대

제의 역동성이 약한 모습이다. 일련의 개혁들은 이 같

에 못 미치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 속에서도 다른 신흥국

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잠재성장률을 높이

과 달리 멕시코가 금융시장 안정과 미약하나마 경기 회

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개혁작업 덕분으로 판
단해야 한다.
실제로 대외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외부충격에 취약한 주
요 신흥국으로 꼽히던 멕시코는 2013년 이후 다른 신흥
국과 차별화된 안정적인 CDS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멕시코의 개혁추진이 외부충격에 대응 가능한 경제의 회
복력(resilience)을 개선시켰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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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 가능

I 결론: 브라질과 다른 중남미의 소나무 멕시코 경제,

할 전망이다

다시 주목해야 할 때

한편,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페소화 환율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남미 1위 경제대국 브

역시 최근의 부정적인 대외환경을 반영하듯 변동성이 높

라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호황기

아지면서 2015년 한때 역대 최고 수준인 달러당 17페소

가 끝나고 그 동안 지속했던 과도한 재정지출의 후유증

를 상회하였다. 특히, 멕시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나 경

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 것이 지금의 부정적인 모

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

습으로 발현되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 설정과 너

상 전망에 따른 부정적 여파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

무 늦어버린 정책방향 전환 타이밍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 사실이다.

해석된다.

하지만, 멕시코는 대외변동성 확대에 대응 가능한 여력

중남미 2위 경제대국 멕시코 역시 우호적이지 않은 대외

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MF와 체결한 약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혁추진을 통해

700억 달러의 신용공여 규모를 포함한 외환보유고 수준

이러한 외부충격을 비교적 양호하게 극복해내고 있다.

은 2015년 3월 말 기준 대외부채 대비 63.9%를 기록하

더불어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과거보다 개선된 정

고 있고, 단기외채 대비로는 3배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당간 공조를 통해 주요 개혁을 의회에서 승인하여 추진

적절한 외화유동성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

하면서 중장기 신용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울러, 앞서 언급되었듯이 내수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
고 있는 점도 부정적인 대외환경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의 더딘 성장회복세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중장기적
인 꾸준함이 기대되는 멕시코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가져야 할 때이다.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멕시코 중앙은행은 미국의 금리인
상에 대응하여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할 전망이다. 특히,
그 동안 멕시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압력에 적극적인 통
화정책을 통해 대응해온 점을 고려할 때, 페소화 하락이
본격적인 국내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미국
금리인상에 앞서 기준금리 인상을 먼저 단행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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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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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락한 홍콩 증시에 휩쓸린 우량주들
7월부터 홍콩 증시가 급락하고 있다. 항셍 지수는 후강통 시행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증시가 하락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등 펀더멘털이 탄탄한 우량주들
의 주가마저 하락해 주식 가치는 5년래 최저치까지 하락했다. 따라서 위기의
홍콩 증시를 냉정하게 바라보며 기회를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회는 저
렴해진 우량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 최근 5년래 가장 저렴해진 홍콩 우량주들
괜한 헛물만 켰다. 홍콩 대표지수 중 하나인 항셍 지수
는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고점 대비 27% 하락했다. 후
강통을 시작한 작년 11월과 비교해도 13% 하락했다. 후
강통 영향으로 증시는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결과는 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홍콩 증시(HSI)가 하락한 주요 원인은 기업 실적 부진이

항안국제그룹, 홍콩거래소, 절강고속도로, 밸류 파트너
스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들의 선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HSCI 편입종목 중 9월 말 기준으로 시총 1조 원 이
상이며 2012년 이전 상장 종목, 2) PER이 5년래 최저,
3)과거 및 미래 각 3년간 연평균 EPS 성장률이 플러스
4) 연간 EPS 변동성이 100% 이하, 5) 2015년 예상 배
당수익률이 3% 이상인 기업이다. 여기에 정성적 분석을
통해 안정성과 향후 성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선별했다.

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증시의 투자 매력이 높
지 않다.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을 기준으로 봐도 현재 주가는 5년 평균 수
준이다(연말 기준). 증시는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저렴한 기업들은 있다. 실적 등 펀더멘털이 개선
되는 우량주 중에도 하락장에 휩쓸려 주가가 하락한 기
업들이다. 이들 기업의 PER은 5년래 최저 수준을 나타

그림 1. PER 밴드 - 항셍(HSI) 지수

내고 있다. 즉,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시장은 5년

(pt)

만에 우량주들을 가장 저렴하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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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I 헝안국제그룹: 중국 최대 위생용품 기업

I 홍콩거래소: 홍콩 대표 증권거래소

항안국제그룹은 화장지, 생리대, 기저귀 등의 위생용품

홍콩거래소는 홍콩의 주식거래소 및 선물거래소, 관련

을 생산/판매한다. 2014년 기준, 매출은 약 3.2조 원을

결제청산기관을 소유, 운영한다. 2014년 기준, 매출은

달성했다.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은 13% 수준이다. 화

약 1.2조원을 달성했다.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은 22%

장지 및 생리대, 기저귀 매출 비중은 각각 46%, 31%,

이다. 거래수수료 매출 비중이 41%로 가장 크다. 청산

13%이다. 화장지는 중국 시장 점유율 1위(40%)이다.

(Clearing)과 상장(Listed) 수수료 매출 비중은 각각

중국 본토 기업이며 시가총액은 약 14조 원이다.

22%와 12%이다. 홍콩 증권시장을 독점하는, 시가총액

12개월 PER(최근 4개분기 실적 기준)은 5년래 최저이

이 약 34조 원에 달하는 기업이다.

다. 최근 10년간 주당 순이익(EPS)은 매년 증가(연평균

12개월 PER은 5년래 최저 수준이다. 금융위기 이후 실

22.6%)했다. 향후 3년간 EPS는 연평균 10%가량 증가

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매출 성장률은 반등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

했고 올해는 후강통에 힘입어 매출과 EPS는 각각 52%

감하지 않다. 소득 수준 개선에 따라 위생용품 수요는

와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자본시장 국제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배당수익률은

는 중국정부의 장기 계획이며 홍콩거래소는 관문 역할을

3%를 상회한다.

할 것이다. 내년에도 EPS는 11%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2. PER 밴드 – 항안국제그룹(01044.HK)
(H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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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ER 밴드 – 홍콩거래소(00388.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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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요약 재무제표 - 항안국제그룹(01044.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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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절강고속도로: 절강성 고속도로 운영업체

I 밸류 파트너스 그룹: 가치투자 지향 자산운용사

절강고속도로는 절강성(浙江省)에서 고속도로를 건설 및

밸류파트너스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유일한 자산운용사이

운영, 관리한다. 주요 자산은 상하이-항저우-닝보를 잇

다. 시에칭하이(谢清海) 대표는 가치투자를 지향하며 아

는 고속도로(248km)이다. 2014년 기준, 매출은 약 1.5

시아의 워렌버핏으로 불린다. 1993년에 설립되었고 주

조 원을 달성했다.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은 14%이다.

로 중국과 아시아 지역에 주로 투자한다. 2014년 매출

고속도로 Toll 매출 비중은 47%이며 영업이익률은 45%

액은 2.4천억 원을 달성했다. 최근 3년간 매출 성장률은

에 달한다. 증권 브로커리지와 주유소/광고 매출 비중이

50%이다. 2014년 자본 대비 순익(ROE)은 24%이다.

각각 27%와 26%이다. 시가총액은 약 5.6조 원이다.

12개월 PER은 5년래 최저이다. 상장 이후(2007년) 이

12개월 PER은 5년래 최저 수준이다. 2013년부터 사업

후 연평균 EPS 성장률은 36%이다. 올해와 내년 EPS

이 안정기에 접어들며 매출의 73%를 차지하는 고속도로

성장률은 각각 68%와 21%로 예상된다. 증시 상승이 실

관련 매출은 연간 7%씩 성장하고 있다. 올해와 내년

적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치투자를 기반으로 한 실적

EPS 성장률은 12%와 7%로 예상된다. 중국 차량 교통

안정성도 돋보인다. 앞으로 아시아 증시 투자 수요 증가

량 증가와 고속도로 이용률 확대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

에 따라 매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기대된다. 5% 웃도는 높은 배당수익률도 매력적이다.

ROE도 30% 가까이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PER 밴드 – 밸류 파트너스 그룹(00806.HK)

그림 4. PER 밴드 – 절강고속도로(00576.HK)
(HKD)
16

10 x

11.9 x

13.7 x

15.6 x

17.4 x

주가

(HKD)
25

11.3 x

17.1 x

22.9 x

28.7 x

34.5 x

주가

14

20
12
10

15

8

10

6
4

5

2

0

0
11.1

11.7

12.1

12.7

13.1

주) EPS는 HKD로 변환

13.7

14.1

14.7

15.1

11.1

15.7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15.1

15.7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14

15F

16F

1,790

2,411

2,894

40.0

영업이익률(%)

54.2

44.2

53.7

55.9

56.4

0.64

EPS(HKD)

0.21

0.22

0.36

0.61

0.74

15.0

ROE(%)

15.2

14.3

24.5

29.5

29.6

3.1

1.8

3.4

3.9

4.7

영업이익률(%)

32.9

35.7

37.0

38.6

EPS(CNY)

0.39

0.44

0.54

0.60

ROE(%)

10.6

11.9

14.2

15.0

84

14.7

13

16F
11,086

5.4

14.1

1,082

15F
10,445

6.1

13.7

12

14
9,051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13.1

863

13
7,851

배당수익률(%)

12.7

매출액

12
6,927

매출액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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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요약재무제표 – 절강고속도로(00576.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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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위험은 피하고 기회를 모색해야 할 홍콩 증시
위기(危機)는 위험과 기회를 말한다. 홍콩 증시의 위험은

I 후강통(沪港通 : 후구통 + 강구통)
후강통은 상해거래소와 홍콩거래소간의

교차거래를

허용한

제도이다. 후(沪)는 상해 별칭이며 강(港)은 홍콩을 의미한다. 즉,

기업 실적 하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다. 중국 경기가

후강통은 상해와 홍콩이 통한다는 의미이다. 각 거래소 상장종목

둔화하면서 사업 환경이 예전만 못하다. 게다가 단기적

중 허용되는 종목(상해: 550여 종목, 홍콩: 250여 종목)에 한해서

으로 중국 경기 반등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홍

교차거래 가능하다. 중국 자본 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콩 증시가 단기적으로 추세 반전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

일환이며 이를 통해 본토 투자자는 홍콩 주식을, 홍콩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본토 투자가 제한적이지만 가능해졌다.

다.
반면, 하락장에 휩쓸려 우량주들의 주가마저 하락했다.
이는 우량주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
이다. 장기 투자 이론의 거장인 제러미 시겔 교수와 투
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은 저렴하게 매수하는 것이 장기
투자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 증시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락한다고 무작정 피하
거나 겁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비싼 기업과 저렴한 기
업들을 구분해 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매수 리스
트를 작성하여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매수
리스트에는 앞서 언급한 항안국제그룹, 홍콩거래소, 절
강고속도로 그리고 밸류 파트너스를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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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드커팅, 미국 미디어 섹터를 뒤흔들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의 주역으로 성장하면서 미디어
환경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코드커팅(Cord Cutting)’ 역시 그 중 하나다. 8
월 초 코드커팅 이슈가 부각되면서 미국의 대표 미디어 주식들이 평균 13%
급락했다. 코드커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변화 속에 다양한 투자 기회가 숨어
있다.

I TV는 그만, 이제는 스트리밍 시대?
최근 미국 미디어 산업 최대 화두는 단연 코드커팅
(Cord Cutting)이다. 코드커팅, 말 그대로 선을 자른다

어졌다(8월 1일~15일 기준, 디즈니 -11%, 타임워너 11%, 21세기 폭스 -12%, CBS -8%, 바이어콤 -23%,
S&P 500 -0.6%).

는 의미로 케이블 TV(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와 같

코드커팅은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 감소를 의미한다.

은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을 탈퇴하고 컴퓨터나 모바일

그런데 미디어 기업의 실적과 무슨 연관이길래 미디어

기기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상을 말한

주식들이 무섭게 떨어진 걸까? 디즈니, 타임워너와 같은

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고 모바일 기기로 콘텐

미디어 기업들이 콘텐츠 제작사라면, 컴캐스트, Direct

츠를 즐기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코드커팅은 하나의

TV와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는 콘텐츠를 각 가정에 전달

큰 기류로 인식되고 있다.

하는 전송자다. 예를 들면, 디즈니가 스포츠 채널인

이번 여름 코드커팅이 주식시장에서도 그 존재감을 뚜렷
하게 드러냈다. 8월 초 미디어 섹터 내 최대 기업인 월
트 디즈니가 2015년 케이블 사업부 영업이익 예상치를
하향조정하자 코드커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디즈
니를 비롯한 대표 미디어 주식들이 급락했다. 8월 중반
중국 발 매크로 이슈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거리기 전에 이미 5대 미디어 주식은 평균 13% 떨

ESPN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을 만들면, 컴캐스트는
ESPN을 자사의 케이블 TV 상품에 포함시켜 전송한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가입자 당 80달러(약 9만원)에 달하
는 월 가입비를 받아 절반 정도를 제작사에게 ‘콘텐츠 사
용료’로 지불한다. 콘텐츠 사용료와 TV 광고로 미디어
기업들이 버는 매출액은 모두 합해서 연간 천억 달러 수
준으로 거대한 시장이다. 따라서 코드커팅 속도가 빨라
진다면 향후 콘텐츠 제작사의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투자 심리에 타격을 주면
서, 코드커팅이 미디어 주식들의 가치를 몇 주 만에 말
그대로 싹둑 잘라냈다.

김재임 자산분석실 크로스에셋팀 수석연구위원
02-3771-7793
jamie@hana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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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코드커팅 사태 후 투자자들이 품는 의문점들

I 미디어 대표 주식, 디즈니와 타임워너

코드커팅 이슈로 미국 미디어 섹터가 대 혼란을 겪고 있
는 만큼 투자자들은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가
장 먼저 드는 의문은 코드커팅 속도가 우려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인지

디즈니(DIS.US)는 최대 종합 미디어 기업으로서 다각화

의 여부다. 그러나 향후 코드커팅 속도가 실제 어느 정

된 사업구조가 최대 강점이라 할 수 있다. ABC 방송과

도일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심지어 올해 가입자 해지

ESPN 등 여러 케이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미디어 사

율에 대한 추정치도 기관마다 차이가 크다. 하지만 미디

업부외에도 테마파크(디즈니랜드), 영화제작(디즈니, 픽

어 산업 내 많은 전문가들은 코드커팅 속도가 우려만큼

사, 마블), 컨슈머 상품 사업부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크지 않고 장기적으로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 사업부의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부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체 외형 성장을 견고하게

또한 8월 초에 미디어 주식들이 급락하는 과정을 보면
디즈니의 실적 자체보다는 ‘ESPN의 가입자수 하락 때문

유지할 수 있다.

에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다’는 코멘트가 주가 하락

디즈니의 주가에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을 유발한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더불어 타임워너와 같

올해 12월에 개봉 예정된 스타워즈7이다. 막강한 팬덤

은 일부 미디어 기업들은 견고한 실적 성장을 시현했음

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워즈 시리즈가 10년 만에 새롭게

에도 코드커팅 이슈로 인해 동반 급락했다.

개봉된다는 점, 디즈니가 제작하기 시작한 첫 번째 스타

8월말부터 미디어 주식들이 조금씩 안정세를 찾기 시작
했다. 물론 미디어주의 변동성이 이전보다 높아졌고 전
체 시장의 변동성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미디어주의
하락 수준을 고려해본다면 펀더멘털이 견고한 기업들에
대해 선별적인 관심을 가지기에 좋은 시기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디즈니와 타임워너에 주목한다.

워즈 시리즈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영화개봉
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단순 영화 성적뿐만 아니라 영
화 캐릭터를 활용한 컨슈머 상품 판매다. 장난감에서 문
구류, 책, 의류 및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기 때문
이다. 디즈니가 콘텐츠를 활용하여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지는 겨울왕국이 좋은 예다. 겨울왕국은
2014년 1월에 개봉되었는데 상품개발을 통해서 컨슈머
사업부는 2015년 상반기까지 높은 이익 성장을 이끌 수
있었다. 콘텐츠를 수익으로 실현하는 탁월한 능력이야말

그림 1. 5대 미디어 기업: 최근 2개월 주가 하락 폭

로 디즈니의 주가를 견인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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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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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강자라는 타이틀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이 또 있

I 코드커팅으로 웃고 있는 넷플릭스

다면 바로 타임워너(TWX.US)다. TV 콘텐츠 강자로서
CNN, TNT, Cartoon Network 등 다수의 인기 케이블
네트워크와 대표적인 프리미엄 채널인 HBO를 운영한다.
또한 헐리우드의 주요 영화 스튜디오 중 하나인 워너브

이제껏 코드커팅으로 인해 미디어 주식이 겪은 어려움을
살펴봤다면 반대로 최근의 변화 추세가 제일 반가운 기

라더스를 소유하고 있다.

업은 어디일까? 바로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타임워너는 향후 몇 년 동안 대형 미디어 기업들 중 가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NFLX.US)다.

장 견고한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 역시 시장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이익
을 기록하였다.

넷플릭스는 현재 50여 국가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유료 가입자 수가 6천만 명이 넘는다. 특
히 올해 2분기에 순가입자 수가 시장 예상치인 250만

또한 코드커팅 추세에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더

명을 크게 상회하는 330만 명을 기록하며 총 가입자수

나아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가 6천 5백만 명을 넘어섰다. 2012년에 총 가입자수 3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드커팅의 영향으로 유료TV 상

천 3백만 명을 기록한 후 2년 반 만에 가입자수를 거의

품이 소수의 인기 채널만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로 늘

두 배로 키운 것이다.

어나고 있는데, 타임워너의 대표 케이블 채널들은 모두
여기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HBO를 온라인으
로 시청할 수 있는 HBO Now가 2016년 이후 본격적으
로 이익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V 광고가 차지
하는 이익비중이 경쟁사 대비 가장 적다는 점도 긍정적
이다. 코드커팅으로 인한 광고 매출액 감소의 영향을 가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 만큼 주가 역시 가파른 상승
세를 보여주었다. 가입자수가 넷플릭스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주가는 연초 대비 약 111% 상
승하며 미국 주식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장 적게 받기 때문이다. 향후 견고한 이익성장과 코드커

넷플릭스는 지금과 같은 빠른 가입자 증가세를 지속할

팅으로 인해 변화되는 방송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것으

수 있을까? 온라인 스트리밍이 각광 받으면서 거대 미디

로 기대되기에 현재의 주가 약세에서 좋은 진입 기회를

어 기업들도 하나 둘씩 스트리밍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데 경쟁사 대비 우위를 계속 지킬 수 있을까?

그림 2. 타임워너: 탄탄한 영업이익 성장 기대
(백만 USD)

영업이익(좌)

10,000

영업이익률(우)

그림 3. 넷플릭스: 주가 추이
S&P 500 대비 상대성과 (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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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예상치는 시장 컨센서스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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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F

17F

50
15.1

15.3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15.5

15.7

30
15.9

질문의 답은 넷플릭스를 차별화시키며 아이덴티티를 구

그림 4. 넷플릭스: 가입자 추이

축할 수 있게 해준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바
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의 성공이다.
넷플릭스는 기존의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뿐만 아니라

(백만 명)

미국 국내 가입자 추이

50

해외 가입자 추이

40

TV 시리즈를 자체 제작하여 독점적으로 선보여왔다. 대
표적인 프로그램 ‘하우스 오브 카드’와 ‘오렌지 이즈 더

30

뉴 블랙’은 시리즈가 새롭게 공개될 때마다 SNS에서 가

20

장 높은 인기 검색어로 등극하며 넷플릭스라는 브랜드를

10

전 세계 드라마 팬에게 알리는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였
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자체 제작한 영화를 극장과 넷

0
2012

2013

2014

1H15

플릭스 사이트에서 동시 개봉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을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가입자 증가속도를 견인할 또 다른 주요 요인은 해
외시장 확대다. 해외 가입자수는 2012년 대비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며 2분기 기준 2천3백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일본을 시작으로 올해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으며
내년 초에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에 진출하여 시
장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가 상승세가 가파른 만큼 변동성이 높은 편이다. 중국
발 매크로 이슈로 시장이 출렁거리기 전까지 거침없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연초대비 150% 넘게 올랐다가 8월
중반 이후 16% 정도 하락 조정을 겪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지만 견고한 가입자 증가세를 지
속한다면 주가 역시 장기적으로 상승세가 기대된다.

적극적인 콘텐츠 제작과 공격적인 시장확대로 투자비용
이 크게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이익 확대는 2017년부터
기대된다. 그러나 주가는 당분간 수익성보다는 가입자

I 변화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증가세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의 주력세대로
커나가면서 미디어 환경 역시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 코
드커팅 역시 그 중 하나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변
화는 다양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다. 코드커팅
이슈로 주가 하락이 컸던 미디어 주식의 경우, 펀더멘털
이 견고하고 향후 주가 상승을 이끌 요소가 있는 기업이
라면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
로운 변화로 성장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넷플릭스 역시
해외시장 확대와 함께 견고한 가입자 증가세를 보여 준
다면 성장주로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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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이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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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뿌린 인터넷 씨앗, 중국에서 꽃을 피다
인터넷은 1969년 미국 국방성에서 시작되어 군사적 목적으로 구축되었으나,
일반인에게 전자상거래, 광고 등의 매체로 상용화 되면서 보급화 되었다. 중국
은 6.5억명의 사용자와 정부 지원 하에 본격적인 인터넷의 성장을 맞이했고,
‘인터넷+’로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시도함으로써 또 다른 진화가 진행 중이다.

2014년 말 기준, 중국 인터넷 이용자수는 6.5억명이며,

I 중국 인터넷 대표 기업 BAT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수는 5.6억명에 달한다. 중국에 인
터넷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관련 시장 성장 또한 눈에 띄
고 있다. 최근에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면서 PC 인터넷
보다 모바일 인터넷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쇼핑, 게

‘2015년 중국 인터넷 기업 100强’보고서에 따르면, 중

임 등 다른 영역에서도 모바일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국 인터넷 산업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3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 인터넷 1위 기업은 알리바

I 6.5억명 사용자와 든든한 정부 지원 하에 성장

바로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이고, 2위는 텐센트로 최대
모바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3위는 바이두로

중국 인터넷 산업은 6.5억명에 달하는 사용자와 정부의

최대 검색 엔진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친(親)기업 정책의 도움을 받고 성장했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80, 90년대에 출생한 청년층들의 소비력
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서 인터넷

그림 1. 중국 인터넷 기업 순위

산업도 동반 성장했다. 최근에는 모바일 산업은 통신 인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프라의 업그레이드(3G→4G) 및 스마트 단말기(스마트

1

텐센트

텐센트

알리바바

2

알리바바

알리바바

텐센트

3

바이두

바이두

바이두

4

왕이

징동

징동

5

소후

소후

치후360

6

시나닷컴

치후360

소후

7

치후360

샤오미

왕이

8

성다인터넷

왕이

시나닷컴

9

쥐런

쑤닝윈샹

씨트립

10

완메이스제

시나닷컴

베이징소팡

폰, 태블릿 PC) 보급으로 최근 3년 평균 218% 이상 빠
른 속도로 성장했다. 온라인 쇼핑은 인터넷 산업 내에서
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상호 자산분석실 크로스에셋팀 연구원
02-3771-7503
chinapark@hanafn.com

자료 : 중국공업정보화부 정부센터,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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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 온라인 쇼핑 비중, 선진국 시장을 뛰어넘다
2014년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2.8조위안(한화
약 522조원)으로 2013년 대비 47.4% 성장했다. 온라인
쇼핑의 소매 판매 비중은 이미 10.6%를 기록하며 미국
과 한국 등 선진시장을 뛰어넘었다. 현재 중국 온라인
쇼핑의 키워드는 1) 보급률 상승, 2) 온-오프라인 융합
의 가속화, 3)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 확대, 4) 모바일
플랫폼 전환이며, 위 4가지 키워드 따라가기 위해 BAT

 온-오프라인 융합의 가속화: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의

온라인 진출, 온라인 업체의 오프라인 업체 투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온-오프라인 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다.
최근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부진하자 온라인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온라인 쇼핑)-쑤
닝(오프라인 가전 유통업체)과 징동(온라인 쇼핑)-용
휘마트(오프라인 슈퍼마켓) 사례가 있다.

기업은 M&A 등을 통해 양적 팽창에 주력하고 있는 상
황이다.

그림 3. 중국 온라인(알리바바)-오프라인(쑤닝) 융합의 사례

그림 2. 중국 온라인 쇼핑, 전체 소매판매의 10% 상회
(조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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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시장 규모(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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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aidu, 하나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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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Wind, 하나금융투자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 확대: 해외 직구는 정부의

해외 쇼핑 규제 완화와 합리적인 소비행태로 인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B2C(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형태) 쇼핑몰 사이트들이 해외

I 중국 온라인 쇼핑의 4가지 키워드

직구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서 온라인 쇼핑의 새로운

 보급률 상승: 온라인 쇼핑 사용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있다. 2014년 온라인 쇼핑 사용자를 연령별로 살펴보
면, 20-29세는 23.7% 증가, 10-20세는 10.4% 증가,
50세 이상 연령층은 33.2% 증가했다. 그 동안 온라인
쇼핑은 젊은 층에서만 볼 수 있었던 소비패턴이 아니
라 50세 이상의 구매력 있는 중년 세대도 폭 넓게 이
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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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국 해외 직구 규모

I 온라인 결제: 온라인 쇼핑과 함께 동반 성장

(억위안)

해외 직구 규모(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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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결제 시스템이다.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마주치는 복잡한 결제
방식과 신뢰성 부족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 중국 온

85

라인 쇼핑 시장 초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이용 할 수 있

65

는 결제 시스템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45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2003년 10월 알리바바는 ‘즈푸

25

바오(支付宝)’라 불리는 온라인 결제 플렛폼을 선보이면

15F

서 온라인 쇼핑은 한 단계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
었고, 결제 플랫폼 또한 동반 성장을 했다. 마치 알리바

자료 : Wind, 하나금융투자

바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의
 모바일 플랫폼 전환: 스마트 폰이 보급화 되면서 모바

주문을 외운 것처럼 말이다.

일 플랫폼은 온라인 쇼핑 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
리잡았다. 중국 모바일 쇼핑의 침투율은 36.5%를 초
과하며 놀라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I 온라인 결제 플랫폼, 양자구도로 진행
온라인 결제 이용자는 3.0억명이며 그 중 모바일 결제

그림 5. 중국 모바일 쇼핑의 온라인 판매 비중

이용자 규모는 2.2억명으로 2013년 대비 73.2% 증가했

(%)

다. 앞에서 언급했던 키워드 중 하나인 결제의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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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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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중국 전자결제 시장에서도 불고 있는 모바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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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국 온라인 결제 시장은 즈푸바오(알리바바)와 차
이푸통(텐센트)이 주도하고 있다. 즈푸바오는 알리바바
의 온라인 쇼핑 성장과 함께 결제 시장에서 선두적인 역
할을 하고 있다. 반면에 차이푸통은 텐센트의 모바일 사
용자를 기반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모바일 쇼핑 결제에서
성장하며 선두 주자인 즈푸바오와 경쟁하고 있다.

I 미국에서 뿌린 인터넷 씨앗, 중국에서 꽃을 피다
중국에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인터넷의 기원은
1969년 미국 국방성에서 시작되어 처음에는 군사적 목
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일반 용도와 군 용도로 분리되면
서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그 후 인터넷은 상품
광고 및 전자상거래 매체로 이용하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뿌린 인터넷 ‘씨앗’을 중국
에서 6.5억명의 사용자와 정부 보호 정책으로 ‘꽃’을 피
게 된다.
중국의 인터넷은 최근 ‘인터넷+(인터넷을 제조업, 서비
스업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계획)’로 다양한 산업과 융
합하며 열매를 맺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디어, 게임, 금
융(결제, 증권, 보험), 헬스케어(약국), 여행 등 소비 관
련 분야 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타 서비스 산업까지도

vs.

끊임없이 성장해 갈 것이다.

그림 8. 중국과 미국 인터넷 기업 시가총액 비교

기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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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중국 결제 시장 점유율 1위 알리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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ᦿᨱᕽ ⪶ᯙ⦽ݡಽ bb᮹ ➊░ḡᙹॅᮡ ᰆʑᱢᮝ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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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ญ❑᪡ Ł႑ ݚ༉ࢱ ʑᨦ᮹ ḩᱢ ⊂໕ᯕ Łಅࡱ݅۵



Ŗ☖ᱱᯕ᳕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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႙ඹaᵲ ḡᙹ۵ ๅ⇽  ᯕᯖ  ᯱᔑ  ⩥ɩᯕᯖŝ zᮡ ᧲



䉫 ᱢ ⟡ູ▙ ᄡᙹ᮹ Ⓧʑݡಽ ḡᙹ᮹ ᳦༊ ⠙᯦እᵲ



ᮥ ᔑ⇽⦹۵ߑ  ᷾ ⪙᳑ʑᨱ۵ ᧲⪙⦽ ⟡ູ▙ᮥ ၹ


          

ᩢ⦹ᩍᰆᅕ݅ӹᮡᖒŝෝᅕᯕḡอ᳑ᱶʑᨱ۵⟡
ູ▙ ⦹⨆ ᳑ᱶᮥ ᩩᔢ⦹Ł ᵝaḡᙹa  ⦹⦹۵ Ğ
⨆ᮥᅕᯙ݅
ၹ໕  ⑥ญ❑ ᵝaḡᙹ۵ ᯱʑᯱᅙᯕᯖශ 30&  ᇡ₥እ
ᮉ  ᯕᯖᦩᱶᖒŝ zᮡ ʑᨦ᮹ ḩ 㼋 ᱢ ᄡᙹ᮹ ᧲⪙⦽
᳦༊ॅಽ Ǎᖒࡹᨕ ᷾ ᳑ᱶʑᨱࠥ ᰆ ᅕ݅ ӹᮡ 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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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೪Ҿर ಌపअ ࣉҡ

ŝෝᅕᩍ᪵݅

⦽ǎ᷾ᨱᕽࠥ ➊░ḡᙹ᮹ ᖒŝ۵ ᮁ⬉⦹í ᯲࠺⦹Ł

ᯕ౨ॐ ᷾ ⪙᳑ʑᨱ۵ ᰆ ᅕ݅ ӹᮡ ᖒŝෝ ᅕᯕ۵

ᯩ݅

႙ඹaᵲ ᳑ᱶʑᨱ۵ ⑥ญ❑ᵝaḡᙹᨱ ᵝ༊⧁ ⦥a

᯦ᙹa⦽ ⦽܆ǎ᷾ ➊░ḡᙹ᮹ ĥᩕᯕ Ṉᦥᕽ ⑥ญ

ᯩ݅ ə ᨱࠥ ᷾ ⪙᳑ʑᨱ  ӹᮡ ᖒŝෝ ᅕᯕ۵

❑ ḡᙹᨱ ⦽⧕ .4$*᪡ zᮡ ႊᮝಽ ⦽ǎ᷾ ⑥ญ
❑ḡᙹෝᔑ⇽⦹ᩡ݅



ʑᨦ᮹ ḩᱢ ⊂໕ᮥ ᅕᩍᵝ۵ ᙹᯖᖒ  ᰍྕÕᱶᖒ  ᯕᯖ

Ӝ݉  रш ࠡ೫  ڂ೪Ҿर 4XDOLW\шअ र
र੬؊ࡄ իੁ ࣉҡ

ᦩᱶᖒᮥ ၵ┶ᮝಽ ᔢ᭥ᨱ ᗮ⦽ } ᳦༊ᨱ  ⧕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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ⅾᧂŝ 4DPSJOH᮹ aᵲ⠪Ɂŝ  ⌂ᮥ ᱢᬊ⧕ ⠙᯦እ



ᵲᮥᔑ⇽⧩݅



₉ᯕᱱᮡ .4$*a }ᬵ ᵝʑ ᳦༊Ʊℕ ᵝʑෝ aḡḡ



อ  ⦽ǎ᷾۵ ᇥʑᄥಽ ༉ु ᳦༊ॅ᮹ ᝅᱢ⊹a ⪶ᯙ



ࡽ݅۵

ᱱᨱᕽ

}ᬵ

ᵝʑಽ

᳦༊



ญ႙ᝒ



SFCBMBODJOH ᮥ ᝅ⧩݅ ੱ⦽ .4$*a ᱥ⊹a ᯝ



ᇡ ⡍⧉ࡹ۵ ᱥ֥ŝ ⧕ݚᩑࠥ᮹ }ᬵ aᵲ⠪Ɂ sᮥ





ᔍᬊ⦽ äᨱ እ⧕ ŝÑ ᇥʑ ٥ᱢ⊹ᯙ ᝅᱽ ⪶ᯙࡽ 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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ࡹᨕᯩ݅✚⯩&5'۵ᵝ᳦༊ౝᔍŁ❵ᙹᯩ



݅۵ᱱᨱᕽᱲɝᯕᬊ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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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ਕࠏ

$

)Q*XLGH܇ਕࠏअ

ᵲၹʭḡ۵ ᰆᨱ ᮂၶ⦹۵ ᖒŝෝ ᅕᯕŁ  ֥ŝ

7,*(5ݷއయ

$

)Q*XLGHݷއయअ

֥ŝ zᮡ ᳑ᱶʑᨱ۵ ᔢݡᱢᮝಽ ӹᮡ ᖒŝෝ ʑ
ಾ⧩݅ ✚⯩ ,041*a ၶᜅǭᨱ ḥ᯦⦽ ᯕ⬥ ֥
ᵲၹᇡ░ ᖒŝa ᬒ ૽ಘᯕ ⪶ࡱݡ۵ߑ  }ᄥ᳦༊ ⪙
᳑⮱ŝ⧉̹ᦩᱶᱢᖒᰆᮥᅕᯕ۵᳦༊ॅ᮹ᖒŝ}
ᖁᯕ ૽ಘ⧕ḡ໕ᕽ ᙹᯖᖒŝ ᰍྕÕᱥᖒ  ᯕᯖᦩᱶᖒŝ
zᮡ ḩᱢ ⊂໕ᯕ ᧲⪙⦽ ᳦༊ॅ᮹ vᖙ ᩢ⨆ᯙ äᮝ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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ᅕᯙ݅↽ɝ ᷾ ᄡ࠺ᖒᯕᦥ׳ḡ໕ᕽ ⦽ǎ᷾ᨱᕽࠥ



⑥ญ❑ ᵝaḡᙹ۵ ᰆ ᅕ݅ ᧲⪙⦽ ᖒŝෝ ᅕᯕŁ ᯩ



݅ ⦽ǎ᷾ᨱᕽࠥ ⑥ญ❑ ᳦༊ॅ᮹ ႊᨕᱢᯙ ✚Ḷᯕ
ၽ⭹ࡹŁᯩ۵äᮝಽ⪶ᯙ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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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श݅ш ࡅ࠽ ؔێ%LJ %URWKHU ࢘യܽ ݏ٦Ҕ && 79 ࡀۛߏध ࢛ূ
ੁ ࡅ࠽࢘ ؔێയࢼ ࡏܺѻ ࣉ੬೨Ҕ ࢘ യܽ  סࠋضяरࢼ܇ इ

ӧ ંר೫ زઝ੮೨ࠡ ݏਔࢮߔ ز೨Ҕ  њઉࠋ ਸ਼ஃޣઋш ࢘യ

ં डш  ࢼހلњઉࠋ ࠋച ң߲ ۼওҡ әઋш єതلҔ  G
















, ࡅ࠽ ؔێ%LJ%URWKHU ࢘യ 

ኦቭaḡ႑⦹۵ᔍ⫭ᨱᕽ᮹ ǭಆᮡᱶᅕಽᇡ░ӹ

ኦቭ #JH#SPUIFS ۵ᱶᅕ᮹ࠦᱱᮝಽᔍ⫭ෝ☖ᱽ
⦹۵ ǭಆ ੱ۵ ᜅ▽ᮥ ᮹ၙ⦽݅ ᳑ḡ ᪅᭑᮹ ᗭᖅ

ಫಬᨱᕽ ኦቭ۵ ŔŔᨱ ᖅ⊹ࡹᨕ ᯩ۵ ▵౩ᜅⓍ
ฑᮥ☖⧕ᔍ⫭ෝҫᯥᨧᯕq⦹Ł☖ᱽ⦽݅
⩥ ݡᔍ⫭۵ ኦቭ⇽⩥ᯕᬊᯕ⦽ Ǎ᳑ಽ ࡹᨕ ᯩ݅
ᔢ ᙹݚᔍ௭ॅᮡᜅ▽ᨱ ᮹⧕ ☖ᱽෝ ၼᦥ ᯱᮁaᯝ
ᇡ ⯍ᔾࡹࠥ ჵᴥෝ ᩩႊ⦹Ł ᰍӽᮥ ႊḡ⧕ᕽ ᦩ
ᱥ⦹íᅕ⪙ၼ۵äᯕԌ݅Łᔾb⦹Łᯩ݅
⩥ݡᯙॅᮡ $$57  ት௺ၶᜅ  ᝁᬊ⋕ऽ  ᜅษ✙⡑ ॒

᪉݅ ᱶᅕෝ ᙹḲ⦹ʑ ᭥⦽ ࠥǍ۵ $$57  ၙॵᨕ 
4/4 ॒ ݅᧲⦹ḡอ ಫಬᨱᕽ q᮹ ࠥǍಽ ᯕᬊࡽ
▵౩ᜅⓍฑᮡ⩥ ݡᔍ⫭᮹$$57⩶┽᪡ aᰆᮁᔍ⦹݅
$$57۵ኦቭ ┥ᔾ᮹ ⇽ၽᱱᯕ໕ᕽ ᱶᅕෝ ᙹḲ⧁
ᙹ ᯩ۵ aᰆ ʑⅩᱢᯙ ࠥǍᯕ݅ $$57ᔑᨦᮡ ᔍᔾ⪽
⋉⧕۵ ᇡᱶᱢ ⊂໕ᨱࠥ ᇩǍ⦹Ł ჵᴥ ᩩႊ᮹ ᳬᮡ
ᙹ݉ᮝಽᇡbࡹ໕ᕽɪᗮࠥಽᖒᰆ⦹Łᯩ݅




q ᬊࠥಽ ⪽ᬊࢁᙹ ᯩ۵ࠥǍॅᨱྕႊእಽࡹ⇽י



ᨕ ᯩ݅ ᛞí ٩ᨱ ۵ $$57ᰆእᨱ۵ Ñᇡqᮥ ۱



ӝ۵ ᔍ௭ॅࠥᝁᬊ⋕ऽӹᜅษ✙⡑ౝ᧞e᮹ᮁᬊᖒ
อᯩᮝ໕}ᯙᱶᅕෝᗱᛞíᱽŖ⦹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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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ԕᨱᕽࠥ ᨕฑᯕḲᨱᕽ ၽᔾ⦽ ᦥ࠺ ⦺ݡa ᔍ⫭ᱢ



ᯕᛩa ࡽ ᯕ⬥ ᨕฑᯕḲᨱ $$57ᖅ⊹ෝ ᮹ྕ⪵ ⧕

$$57ᰆᮡ Ł⪵ḩ ᱽ⣩ ᵲᝍᮝಽ ᖒᰆᖙa ᯕᨕḩ

⦽݅۵ ᩍುᯕ ⪶ᔑࡹᨩ݅ᩢᮁᦥ ᅕᮂჶ}ᱶᦩᯕǎ

äᮝಽᩩᔢࡽ݅ḡӽݍᯝᨱ۵ᝁȽᦥ❭✙ෝእ

⫭ᨱᕽ ☖ŝࡹᨕ ᬵ ᯝᇡ░ ᨕฑᯕḲ᮹ ᅕᮂᝅ  Ŗ

⦽ Ŗ࠺ᵝ┾ᨱ ᖅ⊹⦹۵ $$57۵ อ ⪵ᗭ ᯕᔢ᮹

࠺סᯕᝅ סᯕ░  ݚvݚᨱ$$57ݡᯕᔢ᮹ྕ

Ł⪵ḩ ᱽ⣩ᯕ ᱢᬊࡹࠥಾ ⦹۵ ԕᬊ᮹ }ᱶᦩᯕ ᯦ჶ

ᱢᖅ⊹aᱢᬊࡹŁᯩ݅

ᩩŁࡹᨩ݅



vʑ᪡ᨕฑᯕסᯕ░ b࠺⇽᯦Ǎᨱอ⪵ᗭᯕ
Ӝ݉  Ҿռ ҟҟӧң &&79ࣂ ഏഩ

ᔢ᮹ $$57a ᖅ⊹ࡹᨕ ⦽݅۵ ⩥⧪ Ƚᱶᨱ እ⦹໕

ୖ؊

ᔩಽᬕ }ᱶᦩᮡŁ⪵ḩᱽ⣩᮹ ᅕɪ ᗮࠥෝ aᗮ⪵



┍ᙹᯩ۵ᱶ₦ᯕ݅



ੱ⦽ ྕᖁᯙ░֘ ʑၹᮥ ၵ┶ᮝಽ ⦽ օ✙ᬭⓍ ⩶┽᮹



ḡ⩶܆$$57ࠥᖒᰆᖙෝᯕᨕiᱥ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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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ᯝʭḡ ᧞ }ᬵe ᖅ⊹ ᮁᩩʑeᯕ ᱢᬊࡹ໑



ᯕ⬥ᨱ۵ ŝ┽ഭa ᇡŝࡽ݅ ⠪Ɂ ᖅ⊹ ᩩᔢእᬊᮡ



อᬱᖁᯕ໑እᬊ᮹۵ᨕฑᯕḲ ۵ǎእ᪡



ḡႊእಽ ᅕ᳑ၼí ࡽ݅ ᨕฑᯕḲ$$57ᖅ⊹۵ ⨆⬥ 
}ᬵ ࠺ᦩ Ḳᵲᱢᮝಽ ۹ᨕԁ äᮝಽ ᩩᔢࡹ໑ šಉ ʑ
ᨦॅ᮹ๅ⇽ࠥ݉ʑeᨱⓍí۹ᨕԁäᮝಽᱥ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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Ӝ݉  ࣋ҏ ࡀۛߏध र੬ әއ

$$57ᔑᨦ᮹ ၽᱥᮡ $$57ᱽ᳑ᔍ ᐱอ ᦥܩ šಉࡽ
ᨦℕॅ᮹ ࠺ၹ ᖒᰆᮥ ᯕҭ äᯕ݅ $$57⋕ີa 

षۨ

ᩢ⦽ᩢᔢᮥ ॵḡ▙ಽ ᄡ⪹ၰᱡᰆ }ၽ⦹۵ ᨦℕ ☖




ᝁ ᗵᖹ Ǎ⇶ᨦℕ  ⥭ఌ⡝ ᕽእᜅ ᨦℕॅ᮹ ᝅᱢ }



ᖁᯕ ʑࡹݡ໑ ᩢᔢᱶᅕෝ ᇥᕾ⦹۵ ᗵᖹ  ☖⧊šᱽ



ᖝ░ Ǎ⇶ ၰ ᬕᩢᨦℕ  ᅕᦩ օ✙ᬭⓍ šಉ ᨦℕॅࠥ



ᙹ⩽aᩩᔢ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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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ߛऱ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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ᝁᬊ⋕ऽ ᔍᬊእᵲᯕ ۹ᨕӹ໕ᕽ ⋕ऽ ᔍᬊŝ šಉࡽ

࣋؊ߛऱ &&79

ᱶᅕྙ ⇽יᱽࠥᔍ⫭ᱢ ᯕᛩa ࡹŁ ᯩ݅⋕ऽ ᨦℕ

֘౩ਟఆப࢘ ܽێݵਔ೨
٭భߛऱਿ୵ ܇೪ ࢤੂ
'95 ઁ੬

ॅᯕ ᗭእᯱ᮹ᯝᔢᮥᖙᖙ⯩ॅᩍ݅ᅕŁᯩᮝ໑≉ा
⦽ᱶᅕෝ⦥ᨱ⪽ᬊ⦹Łᯩʑভྙ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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