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㡗㠦 ٻ䞚㣪䞲 ٻ㌂㠛ἓ゚⪲ ٻ㌂㣿♮⸖⪲ ٻ㭧☚䟊㰖䞮⓪ ٻἓ㤆 ٻ㰖 ♮
⓪ ٻ䟊㰖䢮 ⁞㦖⋿ ٻ㧛䞲⽊ ٻ䠮⬢⽊┺ ٻ㩗Ệ⋮ ٻ㠜㦚 ٻ㑮☚ ٻ㧞㔋┞┺ٻډ
⡦䞲 ٻڇ䟊㰖䢮 ⁞㦖 ٻὋ㔲㧊㥾㦮⼖ ٻἓ ٻڇἚ㟓⌊㣿㦮⼖ ٻἓ⽊ ٻڇ䠮⬢ٻ
㔺㩲⋿ ٻ㧛㧒㧦 ٻڇ㭧☚㧎㿲ٻ㡂❇ ٻ㠦⧒╂ ٻ⧒➆ ٻ㰞 ٻ㑮 ٻ㧞㔋┞┺ٻډ
ٻ

ٻ

ٻ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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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䠮⁞ٻ㰖
ٻ

ὖ⩾ٻ䔏䧞ٻ㥶㦮䞶ٻ㌂䟃ٻ

 ٻٻ㑮㑶ٻٻὖ⩾⽊ٻٻ㧻ٻ

ٻ

 ٻڈ ٻ ٻ㟓ὖ㌗ ٻ㑮㑶㦮 ٻ㩫㦮㠦 ٻ䙂䞾♮㰖 ٻ㞠⓪ ٻ㫆㧧㦮 ٻἓ㤆ڃ㡞 ٻڕ ٻ㭒㌂₆ٻ
❇㦒⪲ ٻゾ㞚✺㧊⓪ ٻ㻮䂮❇ ٻ⓮ ٻڇ㦚 ٻ䐋䟊 ٻ㼊㞷㦚 ٻㆧ㞚⌊Ệ⋮ٻ
㟓ⶒ㦚 ٻ㭒㧛䞮⓪ ٻộ⽊ ٻڄ❇ ٻ䠮⁞㦚 ٻ㰖 䞮㰖 ٻ㞠㔋┞┺ٻډ
ٻ
㧛㤦ٻ
ٻὖ⩾⽊ٻٻ㧻ٻ
ٻٻ
ٻ
 ٻڈ ٻ ٻ㦮⬢₆ὖ㠦 ٻ㧛㔺䞮㡂 ٻ㦮㌂㦮 ٻὖⰂ䞮㠦 ٻ䂮⬢㠦 ٻ㩚⎦䞮㰖 ٻ㞠Ệ⋮ٻ
㩫╏䞲 ٻ㌂㥶㠜㧊 ٻ㧛㤦₆Ṛ ٻ㭧 ٻ㦮㌂㦮 ٻ㰖㔲㠦⯊➆ ٻ㰖 ٻ㞠㦖➢ ٻ㠦
⓪ ٻ㌗䟊 ٻ㧛㤦㧒╏ڌڃ㧒㧊㌗ ٻڇڄ㌗䟊 ٻ㧛㤦㧒╏ڌڃ㧒㧊㌗ڐڌٻڇ㧒䞲☚ٻڇڄ
ᾦ䐋㌗䟊 ٻ㧛㤦㧒╏ڌڃ㧒㧊㌗ ٻڄ⡦⓪ ٻ㌗䟊 ٻ㭧䢮㧦㔺 ٻ㧛㤦㧒╏ڌڃ㧒
㧊㌗ڄ㦮 ٻ㩚 ٻ⡦⓪ ٻ㧒⯒ ٻ㰖 䞮㰖 ٻ㞠㔋┞┺ٻډ
ٻ

ٻٻ

㌗䟊ٻ
ٻὖ⩾⽊ٻٻ㧻ٻ

ٻ
 ٻڈ ٻ ٻ㰞⼧㧊⋮ ٻ㼊㰞㩗㧎 ٻ㣪㧎㧊 ٻ㧞⓪ ٻ㧦⪲㍲ ٻἓ⹎䞲 ٻ㣎㣪㧎㠦 ٻ㦮䞮

㡂⼧ ٻ䞮Ệ⋮ ٻ⡦⓪ ٻ⁎ ٻ㯳㌗㧊▪ ٻ㤇 ٻ㞛䢪♮㠞㦚➢ ٻ㠦⓪ ٻ㌗䟊ὖ
⩾⽊ ٻ䠮⁞㧊 ٻ㰖 ♮㰖 ٻ㞠㔋┞┺ٻډ
ٻ

ٻٻ

⺆㌗㺛㧚ٻٻὖ⩾ٻ
⽊ٻ㧻ٻ❇ٻٻ
┺ٻ㑮Ἒ㟓㦮ٻ
⽊⪖゚ٻ㌗㠦ٻٻὖ䞲ٻٻ㌂䟃ٻ

ٻ
 ٻڈ ٻ ٻ㧊 ٻἚ㟓㠦㍲⽊ ٻ㧻䞮⓪ ٻ㥚䠮ὒ ٻṯ㦖 ٻ㥚䠮㦚⽊ ٻ㧻䞮⓪ ٻ⯎┺ ٻἚ㟓ٻ

ڃὋ㩲Ἒ㟓 ٻ䙂䞾ڄ㧊 ٻ㧞㦚 ٻἓ㤆㠦⓪ ٻṗ ٻἚ㟓㠦╖ ٻ䞮㡂 ٻ⯎┺ ٻἚ㟓
㧊 ٻ㠜⓪ ٻộ㦒⪲ ٻ䞮㡂 ٻṗṗ ٻ㌆㿲䞲⽊ ٻ㌗㺛㧚㞷㦮 ٻ䞿Ἒ㞷㧊 ٻ㏦䟊
㞷㦚 ٻ㽞ὒ䞶➢ ٻ㠦⓪ ٻ㧊 ٻἚ㟓㠦 ٻ㦮䞲⽊ ٻ㌗㺛㧚㞷㦮 ٻ㌗₆ ٻ䞿Ἒ㞷
㠦╖ ٻ䞲゚ ٻ㥾㠦⽊ ٻ⧒➆ ٻ㌗䞿┞┺ٻډ
ٻ
㧊ٻ
 ٻṖ㧛㧦 ٻٻ㥶㦮㌂䟃㦖ٻ
 ٻ㟓ὖ㦮 ٻٻ㭒㣪⌊㣿㦚
㦚ٻ㣪
㣪㟓ബ
䀢䞲ٻộ
ộ㧊⸖⪲ٻڇ
₆䌖 ٻ㧦㎎䞲 ٻ㌂䟃㦖 ٻ╏⺆ⶊ ٻ㌒㎇䢪㨂 ٻ㤊㩚⽊䠮 ٻ㞞㩚㤊㩚 ٻ䕢䔎⍞

ٻ

ڌٻڄڒډڍڌړڌڃ㫛ڃ㡆Ⱒ₆ڄ㦮⽊ٻ䠮㟓ὖ㦚ٻ㺎㫆䞮㔲₆ډ┺┞⧣ٻG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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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

ⶊ ⺆╏ ٻ㌒㎇䢪㨂 ٻ㤊㩚㧦⽊䠮ٻ
㞞㩚㤊㩚ٻ䕢䔎⍞ڌٻڄڒډڍڌړڌڃ㫛ڃ㡆Ⱒ₆ٻڄ
㭒㣪⌊㣿
ٻ

ٻ

ٻ
ٻ
╋ⶎ ٻ㔳 ٻ㌗䛞䟊㍺ٻ ٻڄڜ ٻځ ٻڬڃ ٻ
ٻ
ٻڄڌڬٻٻ㧦☯㹾⽊䠮㠦ٻṖ㧛♮㠊ٻ㧞┺Ⳋٻڇ㤊㩚㧦⽊䠮㠦ٻṖ㧛䞶ٻ䞚㣪Ṗٻ㠜⓪ٻộٻٻ

ٻٻٻٻٻٻ㞚┢Ṗ㣪ٻښ
 ٻڄڌڜٻٻ㤊㩚㧦⽊䠮㠦 ٻṖ㧛䞮㔲Ⳋ ٻڇ㧦☯㹾⽊䠮㦒⪲⓪ ٻ㫇䞶 ٻ㑮 ٻ㧞⓪ ٻ㌂ἶ㠦╖ ٻ䞲ٻ
⽊㌗㦚ٻ㦒㔺ٻ㑮ٻ㧞㔋┞┺ٻډ
ٻ

ⶊ⺆╏G ㌒㎇䢪㨂G 㤊㩚㧦⽊䠮G 㞞㩚㤊㩚G 䕢䔎⍞OX_XYU^PG X㫛O㡆Ⱒ₆P㠦G Ṗ㧛
䞮㔶┺ⳊSG㧦☯㹾㌂ἶ⪲G㧎䞲G㌗G㣎㠦☚G䟊╏G䔏⼚㟓ὖGṖ㧛㔲G㌗䟊GGᾦ
䐋㌗䟊⪲G㧎䞲G㌂ⰳSGἶ☚䤚㥶㧻䟊G❇㦚G⽊㧻㦒㔺G㑮G㧞㔋┞┺UG⡦䞲G㧦☯
㹾G㤊㩚㭧G䌖㧎㦮G㔶㼊㠦G㌗䟊⯒G㧛䧢Gἓ㤆㤊㩚㧦G⻢⁞O╖㧎PSG㧦☯㹾
㌂ἶG⼖䢎㌂㍶㧚゚㣿SGᾦ䐋㌂ἶ㻮Ⰲ㰖㤦⁞䔏⼚㟓ὖ㠦G➆⧒G⽊㧻㦚G
㦒㔺G 㑮G 㧞㦒ⳆSG 䌖㧎㦮G 㨂ⶒ㦚G ㏦ᾊ䞮㡂G ⻢⁞㦚G ╊䞲G ἓ㤆㠦☚㤊㩚㧦G
⻢⁞O╖ⶒP䔏⼚㟓ὖGṖ㧛㦚G䐋䟊G㿪Ṗ㩗㦒⪲G⽊㧻㧊GṖ⓻䞿┞┺Uٻ
ٻ
ٻڄڍڬٻٻ㌗䟊ٻڇᾦ䐋㌗䟊ٻڇ㤊㩚㭧ٻ㌗䟊㦮ٻ㹾㧊⓪ⶊٻ㠝㧎Ṗ㣪ٻښ
ٻڄڍڜٻٻ㎎Ṗ㰖⽊╊ٻ㦮⽊ٻ㧻⻪㥚⓪┺ٻ㦢ὒٻṯ㔋┞┺ٻډ
ٻٻٻٻٻ

㌗䟊ٻڙٻٻᾦ
ᾦ䐋㌗䟊ڙٻ
ٻڙ㤊㩚㭧ٻٻ㌗䟊ٻ

ٻٻٻ

ٻ

ڶٻٻ㌗䟊ٻڸ
䞒⽊䠮㧦Ṗ⽊ٻ䠮₆Ṛٻ㭧㠦 ٻỿ䞮ἶ☚ٻ㤆㡆䞲ٻ㣎⧮㦮ٻ㌂ἶ⪲ٻ㔶㼊㠦ٻ㌗䟊⯒ٻ
㧛㠞㦚➢ٻ㠦⓪ٻ⁎ٻ㌗䟊⪲ٻ㧎䞮㡂ٻ㌳₊ٻ㏦䟊⯒⽊ٻ㌗䞿┞┺ٻډ
ٻ

ڶٻٻᾦ䐋㌗䟊ٻڸ
ٻ㤊㩚㭧ٻ㌗䟊ٻچٻ䌧㔏㭧ٻ㌗䟊⽊ٻچٻ䟟㭧ٻ㌗䟊⪲ٻ㧎䞲ٻ㏦䟊⯒⽊ٻ㌗䞿┞┺ٻډ
ٻ

ڶٻٻ㤊㩚㭧ٻ㌗䟊ٻڸ
ٻٻ㧦☯㹾⯒ٻ㤊㩚䞮▮ٻ㭧㠦ٻ㌳₊ٻ㌗䟊⪲ٻ㧎䞲ٻ㏦䟊⯒⽊ٻ㌗䞿┞┺ٻٻډ

ٻ
ٻڄڎڬٻٻ㧊ٻ㌗䛞㦮⽊ٻ䠮⬢⋿ٻ㧛Ⳋ㩲㠦╖ٻ䞮㡂ⳛ㍺ٻ䟊ٻ㭒㎎㣪ٻ
ڄڎڜٻٻ㧦☯㹾㌂ἶٻ㌗䂮⬢㰖㤦⁞ڄ ڎۙڌڃ㦮⽊ٻ䠮⁞ٻ㰖 ㌂㥶ٻ㌳㔲ٻٻ
ٻٻٻٻٻ㹾䣢ٻ㧊䤚⽊ٻ䠮⬢ڃ㩗Ⱃ⽊䠮⬢ٻ䙂䞾ڄ㦮⋿ٻ㧛㦚Ⳋٻ㩲䞿┞┺ٻډ
⽊ٻٻٻٻٻ䠮⬢⋿ٻ㧛Ⳋ㩲ٻ㌂㥶Ṗٻ㌳䞲ٻ䤚ٻἚ㟓㦚ٻ䟊㰖䞮⓪ٻἓ㤆㠦⓪ٻ䟊㰖䢮 ⁞
㦚ٻἚ㟓㧦㠦Ợٻ㰖 䞿┞┺ٻډ㧊ٻڇ➢ٻἚ㟓㦚ٻ䟊㰖䞮㰖ٻ㞠㞮┺Ⳋ⋿ٻ㧛Ⳋ㩲⯒ٻ
㩗㣿㞮㦚ٻ䟊㰖㔲㩦ٻ㧊䤚㦮ٻ㧪㡂⽊ٻ䠮⬢⯒▪ٻ䞮㡂Ⰲ✲ٻ㰖ٻ㞠㔋┞┺ٻډ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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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ښ㧞⋮㣪ٻ㠊⟺ộ㧊ٻ䔏⼚㟓ὖ㦖ٻ⓪⽊㧻䞮ٻ⯒⬢䞲䂮ٻڄڏڬٻٻ
㻿ٻṗṗٻڇⳆ㧞㦒ٻṖ㰖Ṗڍٻṯ㧊ٻ㞚⧮㢖ٻ䔏⼚㟓ὖ㦖ٻ⓪⽊㧻䞮ٻ⯒⬢䞲䂮ٻڄڏڜٻٻ
⬢䞲䂮ٻ⻫䔏㩫䞲ⶒⰂ㣪ٻٻ゚⬢䞲䂮ٻ㟓䂾ٻڇ゚⬢䞲䂮ٻ㟓
ٻډ┺┞㧞㔋ٻῂ㎇♮㠊ٻ⪲㎎⽊㧻㦒ٻṲ㦮ٻڎٻ㽳ٻ゚
ٻڄ㤊㩚㧦㣿ڃ゚⬢䞲䂮ٻڄ

ڑۙڌڃ㌗ٻ㧦☯㹾㌂ἶٻ

ٻڄ゚㤊㩚㧦㣿ڃ゚⬢䞲䂮ٻڄ

ڑۙڌڃ㌗ٻ㧦☯㹾㌂ἶٻ

ٻ
㰖ٻ⼚㎎⽊㧻ٻ゚⬢䞲䂮ٻൗٻٻٻٻٻ

ٻ䣵㑮ٻ⁞⽊䠮

ٻٻٻ゚⬢䞲䂮ٻ㻿㟓ٻٻٻٻٻٻ
ٻ

ٻல

ٻṖ㧛⁞㞷

ٻṖ㧛⁞㞷

ٻ

ٻ

ٻṖ㧛⁞㞷

ٻ⁞⽊䠮

㰖

ٻ

ٻ䣢㧊㌗ڏٻٻٻٻٻٻٻ䣢ڎٻٻٻٻٻٻٻٻٻٻ䣢ڍٻٻٻٻٻٻٻٻٻٻ䣢ڌٻٻٻٻٻ
ٻڄ㻿㧊㌗ڌڏڃٻٻٻٻٻٻڄ㻿ڋڏۙڌڍڃٻٻٻٻٻٻڄ㻿ڋڍۙڌڃٻٻٻ

ٻ䣵㑮ٻ㻿㟓

ٻ
ٻٻ゚⬢䞲䂮ٻ㟓䂾ٻٻٻٻٻٻ
ٻٻٻ゚⬢䞲䂮ٻ⻫䔏㩫䞲ⶒⰂ㣪ٻٻٻٻٻٻ
ٻṖ㧛
ٻ
ٻٻṖ㧛
ٻٻṖ㧛
ٻٻ Ṗ㧛ٻٻṖ㧛
ٻ
ٻ
ٻ
ٻ
ٻGGGGல
ٻ⁞㞷
ٻ⁞㞷
ٻ⁞㞷
ٻ ⁞㞷ٻ⁞㞷

ٻٻ㟓䂾ٻ ཛٻ㰖
ٻ゚⬢䞲䂮ٻٻٻ ٻ

ٻ

ٻ⽊

ٻṖ㧛
ٻ
ٻٻṖ㧛
ٻٻṖ㧛
ٻٻ Ṗ㧛ٻٻṖ㧛
ٻ
ٻ
ٻ
ٻ
ٻGGGGல
ٻ⁞㞷
ٻ⁞㞷
ٻ⁞㞷
ٻ ⁞㞷ٻ⁞㞷
ٻ

ٻ䔏㩫䞲ٻཛྷ
ٻ⻫ⶒⰂ㣪ٻٻٻٻ ٻ䠮
ٻ゚⬢䞲䂮ٻٻٻ
ٻ⁞

ٻ䣢㧊㌗ڑٻٻ䣢ڐٻٻ䣢ڏٻٻٻ䣢ڎٻٻٻٻ䣢ڍٻٻٻ䣢ڌٻٻٻٻٻٻٻ

ٻ䣵㑮ٻ⬢䂮

ٻ

ٻٻ╖䟊㍲ٻ䔏⼚㟓ὖ㠦ٻڄ㧒㧊㌗ڎڇṲ㧎㡗㠛㣿ڃ⁞䦊㠛㰖㤦ٻⰂ㹾⨟㌂ἶ㑮ٻڄڐڬٻٻ
ٻډ㞢⩺㭒㎎㣪ٻٻٻٻٻٻ
 䞒⽊䠮㧦ٻ 䔏⼚㟓ὖ㠦㍲ٻڄ㧒㧊㌗ڎڇṲ㧎㡗㠛㣿ڃ⁞ 䦊㠛㰖㤦ٻⰂ 㹾⨟㌂ἶ㑮ٻڄڌڈڐڜٻٻ
Ⰲٻ⽎㧎㧊ٻ⓪⡦ٻ㡗㠛㣿㧦☯㹾ٻṲ㧎ⳛ㦮ٻ㏢㥶㦮ٻ⽎㧎ٻ䞒⽊䠮㧦ٻ⓪☯㹾
㌂ٻ䞒⽊䠮㧦Ṗٻ╏㔲ٻ㌂ἶ㌳ٻ⪲㡗㠛㣿㧦☯㹾ٻ⓪㤊䟟䞮ٻṲ㧎㧊ٻ㓺䞮㡂
♮╏䟊ٻ⓪Ị㍺₆Ἒٻٻ㧊⮲㧦☯㹾ٻڇⳆⰦ䞮ٻ⯒㧦☯㹾ٻ⓪ὖⰂ䞮ٻ⓪⡦ٻ㣿
ٻډ┺┞㞠㔋ٻ㰖
ٻ
ٻ╏ 㯳ῢٻ 䞲ٻ 䔏⼚㟓ὖ㦖ٻڄ㧒㧊㌗ڎڇṲ㧎㡗㠛㣿ڃ⁞ 䦊㠛㰖㤦ٻⰂ 㹾⨟㌂ἶ㑮ٻڄڍڈڐڜٻٻ
ٻ⽊䠮㯳ῢ㠦ٻ⯒䞒⽊䠮㧦☯㹾ٻṖ㧛㔲ٻڇⳆṖ⓻䞮ٻṖ㧛㧊ٻⰢ⨟㹾ٻ╖㦮ٻ䞲
ٻډ┺┞䞿ٻ₆㨂䞮㡂㟒
ٻ
ٻⰢ㤦ڎ ٻ 㾲ἶٻ䔏⼚㟓ὖ㦖ٻڄ㧒㧊㌗ڎڇṲ㧎㡗㠛㣿ڃ⁞䦊㠛㰖㤦ٻⰂ㹾⨟㌂ἶ㑮ٻڄڎڈڐڜٻٻ
ٻډ┺┞Ṗ⓻䞿ٻṖ㧛㧊ٻ⪲☚䞲

ٻ
ٻ
G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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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ڄڑڬἚ㟓⌊㣿㧊⮶⻫ٻ⯎┺ٻὒٻ㡆Ἒ♮㠊⽊ٻ䠮⁞ٻ㰖

㌂㥶Ṗٻ䣢㌂㦮ٻ㧦㼊㩗

㧎ٻ₆㭖㧊ٻ㞚┢ٻἚ㟓㦮ٻἓ㤆ٻὖ⩾⮶⻫ٻ㧊⼖ٻἓ♶ٻṖ⓻㎇㧊ٻ㧞⋮㣪ٻٻښ
ٻڄڌڈڑڜ⍺ٻډ㧞㔋┞┺ٻډἚ㟓⌊㣿㧊⮶⻫ٻ⯎┺ٻὒ⽊ٻ䠮⁞ٻ㰖
⽊䠮⁞ ٻ㰖

㌂㥶Ṗٻ㡆Ἒ♮⓪ٻ❇ٻ

㌂㥶Ṗ ٻ䣢㌂㦮 ٻ㧦㼊㩗㧎 ٻ₆㭖㧊 ٻ㞚┮㠦 ٻ⧒➆ ٻὖ⩾⮶⻫ ٻ㧊ٻ

⼖ἓ♲ٻἓ㤆㠦⓪⼖ٻἓ♲ٻ₆㭖㦚ٻ㩗㣿䞿┞┺┺ٻڇⰢ┺ٻډ㦢ٻ㭧ٻ㠊ⓦٻ䞲ٻṖ
㰖㠦ٻ䟊╏♮⓪ٻἓ㤆ٻ䣢㌂⓪ٻṳὖ㩗㧊ἶٻ䞿Ⰲ㩗㧎⻪ٻ㥚⌊㠦㍲ٻ₆㫊ٻἚ㟓
⌊㣿㠦ٻ㌗㦧䞮⓪ٻ㌞⪲㤊⽊ٻ㧻⌊㣿㦒⪲ٻἚ㟓⌊㣿㦚⼖ٻἓ䞶ٻ㑮ٻ㧞㔋┞┺ٻٻډ
ཛٻὖ⩾⮶⻫ٻ㦮ٻṲ㩫ٻ⡦⓪ٻ䘦㰖❇ٻ㠦ٻ⧒➆ٻ㟓ὖ㠦㍲ٻ㩫䞲⽊ٻ䠮⁞ٻ㰖

㌂㥶ٻ

䕦㩫₆㭖㧊⼖ٻἓ♮⓪ٻἓ㤆ٻ
ཛྷٻὖ⩾⮶⻫ٻ㦮ٻṲ㩫ٻ⡦⓪ٻ䘦㰖❇ٻ㠦ٻ⧒➆ٻ㟓ὖ㠦㍲ٻ㩫䞲⽊ٻ䠮⁞ٻ㰖

㌂㥶

㦮ٻ䕦㩫㧊ٻṖ⓻䞲ٻἓ㤆ٻ
ཝٻὖ⩾⮶⻫ٻ㦮ٻṲ㩫ٻ⡦⓪ٻ䘦㰖❇ٻ㠦ٻ⧒➆ٻἚ㟓㥶㰖ٻ䞚㣪Ṗٻ㠜㠊㰖⓪ٻἓ㤆ٻ
ཞٻཛ⌊ٻ㰖ٻཝٻ㧊㣎㦮⮶⻫ٻ㦮ٻṲ㩫㠦⽊ٻ⧒➆ٻ䠮䣢㌂㦮ٻỊ㩚䞲ٻἓ㡗㦚ٻ䋂Ợٻ
䟊䂶ٻ㑮Ṗٻ㧞Ệ⋮⽊ٻ䠮Ἒ㟓㧦㠦ỢⰂٻ䞲⌊ٻ㣿㧊ٻ㧞⓪❇ٻ㦮ٻ㌂㥶⪲⁞ٻ㦋
㥚㤦䣢㦮⪏ⳛٻ㧊ٻ㧞⓪ٻἓ㤆ٻ
ཟٻ₆䌖⁞ٻ㦋㥚㤦䣢❇ٻ㦮⪏ⳛٻ㧊ٻ㧞⓪ٻἓ㤆ٻ
ٻ
ٻڄڍڈڑڜἚ㟓㧦ṖٻἚ㟓⌊㣿⼖ٻἓ㦚ٻ㤦䞮㰖ٻ㞠Ệ⋮ٻ㌞⪲㤊⽊ٻ㧻⌊㣿㦒⪲ٻἚ㟓⌊
㣿㦚⼖ٻἓ䞮⓪ٻộ㧊ٻṖ⓻䞲ٻἓ㤆ٻ䣢㌂⓪ٻἚ㟓㧦㠦Ợ⽊ڂٻ䠮⬢ٻٻ㺛㧚
㭖゚⁞ٻ㌆㿲⻫㍲ڂ㠦㍲ٻ㩫䞮⓪ٻ㠦ٻ⧒➆ٻἚ㟓⌊㣿⼖ٻἓ㔲㩦㦮ٻ㺛㧚㭖
゚⁞㦚ٻ㰖

䞮ἶٻڇ㧊ٻἚ㟓㦖ٻ▪ٻ㧊㌗ٻ䣾⩻㧊ٻ㠜㔋┞┺ٻډ

ٻ
ٻڄڎڈڑڜ䣢㌂⓪ٻἚ㟓⌊㣿㧊⼖ٻἓ♮⓪ٻἓ㤆ٻ㰖㼊㠜㧊ٻ㍲Ⳋ❇ڃ₆㤆䘎ٻڇڄ❇ٻ㩚䢪ٻ
ڃ㦢㎇⏏䀾ٻڄ⡦⓪ٻ㩚㧦ⶎ㍲❇ٻ㦒⪲⽊ٻ㧻⌊㣿⽊ٻٻ䠮Ṗ㧛⁞㞷⼖ٻἓ⌊㡃ٻڇ
⽊䠮⬢ٻ㑮㭖ٻڇἚ㟓⌊㣿⼖ٻἓ㩞㹾❇ٻ㦚ٻἚ㟓㧦㠦Ợٻ㞢Ⱃ┞┺ٻډ

ٻ
ٻڄڒڬ㧻㞶❇

㠦⽊ٻ⧒➆ٻ䠮⁞㦚ٻ㰖

䞮⓪ٻἓ㤆ٻ㧻㞶❇

ٻ䕦㩫₆㭖㧊ٻٻ

⼖ἓ♶ٻ㑮ٻ㧞⋮㣪ٻٻښ
ٻڄڌڈڒڜ⍺ٻډ㧞㔋┞┺ډ㧻㞶㧎⽋㰖⻫ڇ㧻㞶㧎⽋㰖⻫㔲䟟′䂯ٻὖ⩾⮶⻫ٻ
㦮ٻṲ㩫㠦ٻ⧒➆ٻ㧻㞶❇

ٻ䕦㩫₆㭖㧊⼖ٻἓ♲ٻἓ㤆㠦⓪ٻ㧻㞶❇

㩫㔲㩦㦮ٻ₆㭖㦚ٻ㩗㣿䞿┞┺ٻڇⰢ┺ٻډ㧻㞶❇
⓪⼖ٻἓ♮㠊⽊ٻ䠮⁞ٻ㰖

㌂㥶㠦ٻ䟊╏䞮⓪ٻ㧻㞶❇

ٻ䕦㩫㧊ٻṖ⓻䞲ٻἓ

㤆ٻ䣢㌂⓪ٻ䘦㰖ٻ⡦⓪⼖ٻἓٻ㰗㩚㦮ٻὖ⩾⮶⻫ٻ㠦㍲ٻ㩫䞲ٻ㧻㞶❇
₆㭖㠦⽊ٻ⧒➆ٻ䠮⁞ٻ㰖

ٻ䕦

ٻ䕦㩫₆㭖㧊ٻ䘦㰖ٻ⡦
ٻ䕦㩫

㡂⯒ٻ䕦㩫䞿┞┺ٻٻډ

ٻ
ٻڄڍڈڒڜ䣢㌂⓪ٻἚ㟓⌊㣿㧊⼖ٻἓ♮⓪ٻἓ㤆ٻ㰖㼊㠜㧊ٻ㍲Ⳋ❇ڃ₆㤆䘎ٻڇڄ❇ٻ㩚䢪ڃ
㦢㎇⏏䀾ٻڄ⡦⓪ٻ㩚㧦ⶎ㍲❇ٻ㦒⪲⽊ٻ㧻⌊㣿⼖ٻἓ❇ٻ㦚ٻἚ㟓㧦㠦Ợٻ㞢Ⱃ
┞┺ٻډ
ٻ
ٻ
ٻٻଖٻ㧦㎎䞲⌊ٻ㣿㦖ٻ㟓ὖ㦚ٻ㺎ἶ䞮㔲₆ٻٻډ┺┞⧣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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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ٻṖ㧛㧦ỿ㩲䞲 ٻ❇ ٻ㌗䛞⼚ ٻ䔏㧊㌂䟃ٻ
ٻ
 ٻೖ ٻṖ㧛㧦ỿ㩲䞲ٻ
ٻٻ
ٻ╏⺆ⶊٻ㌒㎇䢪㨂ٻ㤊㩚㧦⽊䠮ٻ㞞㩚㤊㩚ٻ䕢䔎⍞ڌٻڄڒډڍڌړڌڃ㫛ڃ㡆Ⱒ₆ڄ㦮ٻṖ㧛㧊ٻٻ
ٻṖ⓻䞲⋮ٻ㧊⓪ٻ㞚⧮㢖ٻṯ㔋┞┺ٻډ
⽊䠮ٻ

ῂٻ

⽊䠮⬢ٻ

Ṗ㧛ٻ

₆Ṛ⋿ ٻ㧛₆Ṛ⋮ ٻ㧊ٻ
ٻ⋿⎚ڎ
Ⱒ⎚ڐ₆ٻ
ٻ⋿⎚ڐ
ٻ⋿⎚ڎ
Ⱒ⎚ڋڌ₆ٻ⋿⎚ڐ ٻ
ٻ⋿⎚ڋڌ

㧦☯㹾㌂ἶٻ㌗䂮⬢㰖㤦⁞ڃڄ ڎۙڌڃ㤊㩚㧦㣿ٻڄ
㧦☯㹾㌂ἶٻ㌗䂮⬢㰖㤦⁞゚ڃڄ ڎۙڌڃ㤊㩚㧦㣿ٻڄ

ٻ⋿⎚ڐ
Ⱒ⎚ڐڌ₆ٻ⋿⎚ڋڌٻ

₆

ٻ⋿⎚ڐڌ

⽎ٻ

ٻ⋿⎚ڐ

Ⱒړڌ㎎ٻ

ۙٻ
Ⱒ⎚ڋڍ₆ڋڒ ٻ⋿⎚ڋڌٻ㎎ٻ
ٻ⋿⎚ڋڍ

Ἒ
㟓ٻ

Ⱒ⎚ڎ₆ٻ⋿⎚ڎ ٻ
Ⱒ⎚ڐ₆ٻ⋿⎚ڐ ٻ
Ⱒ⎚ڋڌ₆ٻ⋿⎚ڋڌ ٻ

㩗Ⱃ⽊䠮⬢⋿ٻ㧛Ⳋ㩲ٻ

Ⱒ⎚ڐڌ₆ٻ⋿⎚ڐڌ ٻ
Ⱒ⎚ڋڍ₆ٻ⋿⎚ڋڍ ٻ
㌗䟊ബᾦ䐋㌗䟊ٻ㌂ⰳٻٻἶ☚䤚㥶㧻䟊ڃ㤊㩚㧦㣿ٻڄ
㌗䟊ബᾦ䐋㌗䟊ٻ㌂ⰳٻٻἶ☚䤚㥶㧻䟊゚ڃ㤊㩚㧦㣿ٻڄ
㌗䟊ബᾦ䐋㌗䟊ٻ䤚㥶㧻䟊ڃ㤊㩚㧦㣿ٻڄ

Ⱒ⎚ڐ₆ٻ

ٻ⋿⎚ڎ
ٻ⋿⎚ڐ

㌗䟊ബᾦ䐋㌗䟊ٻ䤚㥶㧻䟊゚ڃ㤊㩚㧦㣿ٻڄ
㌗䟊ٻ䤚㥶㧻䟊ڀڋڍڃ㧊㌗ٻڄ

ٻ⋿⎚ڎ

㔶㭒Ⱖٻᾦ䐋㌗䟊ٻ㌂ⰳٻٻἶ☚䤚㥶㧻䟊ڃ㤊㩚㧦㣿ٻڄ

Ⱒ⎚ڋڌ₆ٻ⋿⎚ڐ ٻ

㍶ 㔶㭒Ⱖٻᾦ䐋㌗䟊ٻ㌂ⰳٻٻἶ☚䤚㥶㧻䟊゚ڃ㤊㩚㧦㣿ٻڄ
䌳 ٻἶ㏣☚⪲ٻᾦ䐋㌗䟊ٻ㌂ⰳڃ㤊㩚㧦㣿ٻڄ

ٻ⋿⎚ڋڌ

Ἒ ἶ㏣☚⪲ٻᾦ䐋㌗䟊ٻ㌂ⰳ゚ڃ㤊㩚㧦㣿ٻڄ
㟓 ٻ㧦☯㹾ٻ㤊㩚㭧ٻᾦ䐋㌗䟊ٻ㌂ⰳٻٻἶ☚䤚㥶㧻䟊ٻ

ٻ⋿⎚ڐ

╖㭧ᾦ䐋㧊㣿㭧ٻᾦ䐋㌗䟊ٻ㌂ⰳٻٻἶ☚䤚㥶㧻䟊ٻ

Ⱒ⎚ڐڌ₆ٻ⋿⎚ڋڌٻ
ٻ⋿⎚ڐڌ

ョ㏢┞⽊ⶊٻڇ䠮㧦☯㹾ٻ㌗䟊ٻ㌂ⰳٻٻἶ☚䤚㥶㧻䟊ٻ
Ἶ䝚㭧ٻ㌗䟊ٻ㌂ⰳٻٻἶ☚䤚㥶㧻䟊ٻ
㧦㩚Ệٻ䌧㔏㭧ٻ㌗䟊ٻ㌂ⰳٻٻἶ☚䤚㥶㧻䟊ٻ
䔏㩫㡂Ṗٻ䢲☯㭧ٻ㌗䟊ٻ㌂ⰳٻ
䟃Ὃ₆ٻ㧊㣿㭧ٻᾦ䐋㌗䟊ٻ㌂ⰳٻٻἶ☚䤚㥶㧻䟊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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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ڐ
Ⱒ⎚ڋڍ₆ٻ⋿⎚ڋڌٻ
ٻ⋿⎚ڋڍ

Ⱒړڌ㎎ٻ
ۙٻ
ڋڒ㎎ٻ

ٻ
⽊䠮⽊ ٻ䠮⬢ٻ

ῂٻ

Ṗ㧛ٻ

₆Ṛ⋿ ٻ㧛₆Ṛ⋮ ٻ㧊ٻ

㌗䟊ٻٻᾦ䐋㌗䟊ٻ㌂ⰳٻ㥶㫇㌳䢲㰖㤦⁞ڃ㤪㰖 䡫ڃڄ㤊㩚㧦㣿ٻڄ
㌗䟊ٻٻᾦ䐋㌗䟊ٻ㌂ⰳٻ㥶㫇㌳䢲㰖㤦⁞ڃ㤪㰖 䡫゚ڃڄ㤊㩚㧦㣿ٻڄ
㌗䟊ٻἶ☚㧻䟊ڀڋړڃ㧊㌗ٻڄ㌳䢲㧦⁞ڃ㤪㰖 䡫ٻڄ
ٻ⋿⎚ڎ ٻ⎚ڐ
Ⱒ₆ٻ⋿⎚ڐ ٻ
ᾦ䐋㌗䟊ٻἶ☚㧻䟊ڀڋړڃ㧊㌗ٻڄ㌳䢲㧦⁞ڃ㤪㰖 䡫゚ڃڄ㤊㩚㧦㣿ٻڄ
ᾦ䐋㌗䟊ٻἶ☚㧻䟊ڀڋړڃ㧊㌗ٻڄ㌳䢲㧦⁞ڃ㤪㰖 䡫ڃڄ㤊㩚㧦㣿ٻڄ
㌗䟊ٻ㭧㯳㧻䟊ڀڋڐڃ㧊㌗ٻڄ㌳䢲㧦⁞ڃ㤪㰖 䡫ٻڄ
ᾦ䐋㌗䟊ٻ㭧㯳㧻䟊ڀڋڐڃ㧊㌗ٻڄ㌳䢲㧦⁞ڃ㤪㰖 䡫ڃڄ㤊㩚㧦㣿ٻڄ
ᾦ䐋㌗䟊ٻ㭧㯳㧻䟊ڀڋڐڃ㧊㌗ٻڄ㌳䢲㧦⁞ڃ㤪㰖 䡫゚ڃڄ㤊㩚㧦㣿ٻڄ
㌗䟊ڃ╖ڏ㔲ṗڇ㼃ṗڇ㠎㠊ڇ㞞Ⳋڄ㧻㞶ٻڄ ڍڇڌڃ㌳䢲㧦⁞ڃ㤪㰖 䡫ٻڄ
㌗䟊ڃ╖ڏ㔲ṗڇ㼃ṗڇ㠎㠊ڇ㞞Ⳋڄ㧻㞶ٻڄ ڎڇڍڇڌڃ㌳䢲㧦⁞ڃ㤪㰖 䡫ٻڄ
㌗䟊㰖㼊㧻㞶ٻڄ ڍڇڌڃ㌳䢲㧦⁞ڃ㤪㰖 䡫ٻڄ
㌗䟊㰖㼊㧻㞶ٻڄ ڎڇڍڇڌڃ㌳䢲㧦⁞ڃ㤪㰖 䡫ٻڄ
㧦☯㹾㌂ἶٻ㌗䂮⬢㰖㤦⁞ซڃ㤊㩚㧦㣿ٻڄ
㧦☯㹾㌂ἶٻ㌗䂮⬢㰖㤦⁞ซ゚ڃ㤊㩚㧦㣿ٻڄ
㧦☯㹾㌂ἶٻ㌗䂮⬢㰖㤦⁞ڃڞ㤊㩚㧦㣿ٻڄ

ٻ⋿⎚ڎ
ٻ⎚ڋڌ
ٻ⋿⎚ڐ
Ⱒ₆ٻ
ٻ⋿⎚ڋڌ

㧦☯㹾㌂ἶٻ㌗䂮⬢㰖㤦⁞゚ڃڞ㤊㩚㧦㣿ٻڄ
Ṗ㫇☯ٻ㔏ٻ㧦☯㹾㌂ἶٻ㌗ٻڄ ڌڌۙڌڃ䂮⬢㰖㤦⁞ڃ㧦Ṗ㣿㤊㩚㧦㣿ٻڄ
㍶
䌳 ٻ㧦☯㹾㌂ἶٻ㌗ٻڄ ڑۙڌڃ䞲䂮⬢゚ڃ㤊㩚㧦㣿ٻڄ
Ἒ 㧦☯㹾㌂ἶٻ㌗ٻڄ ڑۙڌڃ䞲䂮⬢゚゚ڃ㤊㩚㧦㣿ٻڄ
㟓 ٻἾ㩞ٻ㰚┾゚ڃ䂮㞚ٻ䕢㩞₾ڃ㰦⩂ٻڇ㰦ٻڄ㩲㣎ٻڄ

Ⱒړڌ㎎ٻ
ۙٻ
ڋڒ㎎ٻ

╖ڐἾ㩞ٻ㰚┾゚ٻ
㌗䟊ٻἾ㩞ബ╖ڐἾ㩞ٻ㑮㑶゚ٻ

ٻ⋿⎚ڐ
ٻ⎚ڐڌ
ٻ⋿⎚ڋڌ
Ⱒ₆ٻ
ٻ⋿⎚ڐڌ

䢪㌗ٻ㰚┾゚ٻ
䢪㌗ٻ㑮㑶゚ٻ
㌗䟊ٻ㧛㤦㧒╏ڌڃ㧒㧊㌗ٻڄ
㌗䟊ٻ㧛㤦㧒╏ڌڃ㧒㧊㌗ڐڌٻڇ㧒䞲☚ٻڄ
㌗䟊ٻ㭧䢮㧦㔺ٻ㧛㤦㧒╏ڌڃ㧒㧊㌗ٻڄ
ᾦ䐋㌗䟊ٻ㧛㤦㧒╏ڌڃ㧒㧊㌗ڃڄ㧦Ṗ㣿㤊㩚㧦㣿ٻڄ
ᾦ䐋㌗䟊ٻ㧛㤦㧒╏ڌڃ㧒㧊㌗゚ڃڄ㤊㩚㧦㣿ٻڄ
㧦☯㹾㌂ἶٻ䂮㞚⽊㻶䋂⧒㤊䂮⬢㰖㤦⁞ٻ
㤊㩚㭧ٻ㧦☯㹾㌂ἶٻ㎇䡫㑮㑶゚ٻ
㌗䟊䦟䎆⽋㤦ڃ㎇䡫ٻڄ㑮㑶゚ٻ
㞞Ⳋٻ㌗䟊䦟䎆⽋㤦ڃ㎇䡫ٻڄ㑮㑶゚ٻ
ṫ⩻⻪㬚㥚⪲⁞ٻ
㦧

㔺⌊㤦ٻ㰚⬢゚ٻ

ₗ㓺䂮⬢゚⳿ڃ䂮⬢ٻ㩲㣎ٻ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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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ڐ
ٻ⎚ڋڍ
ٻ⋿⎚ڋڌ
Ⱒ₆ٻ
ٻ⋿⎚ڋڍ

ٻ⬢ ⽊䠮ٻ⽊䠮

ٻṖ㧛

ٻῂ

ٻ ⋮㧊ٻ ⋿㧛₆Ṛٻ₆Ṛ

ٻ⁞ᾦ䐋㌂ἶ㻮Ⰲ㰖㤦
ٻ⋿⎚ڎ ٻ⎚ڐ
ٻ⋿⎚ڐ ٻⰢ₆

ٻᾦ䐋㌂ἶ㻮Ⰲ㰖㤦⁞ซ
ٻڄ☚㻲Ⱒ㤦䞲ڍڇ㻲Ⱒ㤦㽞ὒڎڃ⁞ᾦ䐋㌂ἶ㻮Ⰲ㰖㤦
ٻڄ╖㧎ڃ⁞⻢ٻ㤊㩚㧦
ٻڄⶒ╖ڃ⁞⻢ٻ㤊㩚㧦

ٻ⋿⎚ڎ
ٻ⎚ڋڌ
ٻ⋿⎚ڐ
ٻⰢ₆
ٻ⋿⎚ڋڌ

ٻ⼖䢎㌂㍶㧚゚㣿ซٻ㧦☯㹾㌂ἶ
ٻڄ☚⺇Ⱒ㤦䞲ڐڇ⺇Ⱒ㤦㽞ὒڐڃ⼖䢎㌂㍶㧚゚㣿ٻ㧦☯㹾㌂ἶ
ٻ⁞⪲㥚ٻⳊ䠞㩫㰖
ٻ⁞⪲㥚ٻⳊ䠞䀾㏢

ٻ㎎ړڌⰢ
ٻۙ
ٻ⋿⎚ڐ
ٻ⎚ڐڌ
ٻ㎎ڋڒ
ٻ
⋿⎚ڋڌ
ٻⰢ₆
ٻ⋿⎚ڐڌ

ٻ⁞⻢ٻബ㧦㩚Ệ㌂ἶڄⰳ㌂ڃ⁞㻮Ⰲ㰖㤦ٻ㧦㩚Ệ㌂ἶ
ٻ⁞⪲⽊⽋㤊㩚䞒䟊㥚ٻ㤊㩚㭧ٻ㧦☯㹾
ٻڄ㧒㧊㌗ڎڇṲ㧎㡗㠛㣿ڃ⁞䦊㠛㰖㤦ٻⰂ㹾⨟㌂ἶ㑮
ٻ⻢⁞゚㣿ٻὒ㔺䂮㌂㌗ٻ㠛ⶊ㌗
ٻ⻢⁞゚㣿ٻὒ㔺䂮㌂㌗ڄṖ㫇ڃ
ٻ゚㣿ٻ䢖㧎㤦

ٻ⋿⎚ڐ
ٻ⎚ڋڍ
ٻ⋿⎚ڋڌ
ٻⰢ₆
ٻ⋿⎚ڋڍ

ٻ゚㣿ٻ㞢䔎⪲㓺
ٻἾ䝚㣿䛞㏦䟊

ٻ⺆㌗㺛㧚ٻ㧒㌗㌳䢲㭧ٻ㍶ Ṗ㫇
ٻ゚㑮㑶ٻ㧛㤦࡞䐋㤦ٻ ㌗䟊ٻ䌳
Ἒ

ٻ⋿⎚ڎ ٻ⎚ڐ
ٻ㎎ړڌⰢ ٻ⋿⎚ڐ ٻⰢ₆

ٻ㟓

ٻ

ٻ ۙ ٻ⋿⎚ڎ
ٻ⎚ڋڌ
㎎ڋڒ
ٻ⋿⎚ڐ
ٻⰢ₆
ٻ⋿⎚ڋڌ
ٻ㎎ړڌⰢ ٻ⋿⎚ڐ
ٻ⎚ڐڌ
ٻۙ ٻ⋿⎚ڋڌ
ٻⰢ₆
ٻ㎎ڐڑ ٻ⋿⎚ڐڌ
ٻ㎎ړڌⰢ ٻ⋿⎚ڐ
ٻ⎚ڋڍ
ٻۙ ٻ⋿⎚ڋڌ
ٻⰢ₆
ٻ㎎ڋڑ ٻ⋿⎚ڋڍ

ٻٻ゚㑮㑶ٻ␢ബ⌊㧻㏦㌗
ٻ゚㑮㑶ٻ䔏㩫㌗䟊ٻ㭧╖䞲
ٻ゚┾㰚ٻ䢪㌗ബ㔳ٻ╖㭧
ٻ゚㑮㑶ٻڄ⯤ⶊڇ▿㠟ڃὖ㩞㯳ٻ㤊㩚㧦

ٻ⋿⎚ڎ ٻ⎚ڐ
ٻ⋿⎚ڐ ٻⰢ₆
ٻ⋿⎚ڎ
ٻ⎚ڋڌ
ٻ㎎ړڌⰢ ٻ⋿⎚ڐ
ٻⰢ₆
ٻ⋿⎚ڋڌ
ٻۙ
ٻ⋿⎚ڐ
ٻ⎚ڐڌ
ٻ㎎ڐڑ ٻ⋿⎚ڋڌ
ٻⰢ₆
ٻ⋿⎚ڐڌ
ٻ⋿⎚ڐ
ٻ⎚ڋڍ
ٻ⋿⎚ڋڌ
ٻⰢ₆
ٻ⋿⎚ڋڍ

ٻ゚㑮㑶ٻ䔏㩫㏢䢪₆㰞䢮
ٻ゚㑮㑶ٻ䔏㩫㔶㧻ബὧ㰞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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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Ṗ㧛

ٻ⬢ ⽊䠮ٻ⽊䠮

ٻῂ

ٻ ⋮㧊ٻ ⋿㧛₆Ṛٻ₆Ṛ
ٻ⋿⎚ڎ ٻ⎚ڐ
ٻ⋿⎚ڐ ٻⰢ₆
ٻ⋿⎚ڎ
ٻ⎚ڋڌ
ٻ⋿⎚ڐ
ٻⰢ₆
㎎ڋڍٻⰢٻ⋿⎚ڋڌ
ٻۙ
ٻ⋿⎚ڐ
ٻ㎎ڋڒ
ٻ⎚ڐڌ
ٻ⋿⎚ڋڌ
ٻⰢ₆
ٻ⋿⎚ڐڌ

㍶
ٻ⻫⮶゚㣿㏦䟊ٻ ⹒㌂㏢㏷ٻ䌳
ٻ⻫⮶゚㣿㏦䟊ٻἚ 䟟㩫㏢㏷
ٻ㟓

ٻ⋿⎚ڐ
ٻ⎚ڋڍ
ٻ⋿⎚ڋڌ
ٻⰢ₆
ٻ⋿⎚ڋڍ
ٻ⓪ ⡦ٻ ⽊䠮Ṗ㧛⁞㞷ٻ 㧎䟊ٻ⪲ ₆䌖㌂䟃㦒ٻڇⶊ 㰗ٻڇ 㰗㠛ٻ 䞒⽊䠮㧦㦮ٻ ㌗䛞㦖ٻ 㧊ٻ൯
ٻ┾Ịṫ㰚ٻ⓪➆⧒㍲ٻἓ㤆㠦ٻڇⳆ㧞㦒ٻ㑮ٻṖ⓻䞶ٻ㧎㑮Ṗٻ⋮㩲䞲♮Ệٻ⽊䠮⬢Ṗ
ٻډ┺┞㧞㔋ٻ☚㑮ٻ㣪ῂ䞶ٻ⯒ἆὒ
ٻ

G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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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

 ٻೖ ٻ㌗䛞ῂ㫆ٻ ٻ
ٻ

 ٻ ٻ ٻ ٻཛ ٻἚ㟓䡫䌲ٻ ٻ ٻ ٻ ٻٻ
⽊䠮₆Ṛٻ

Ṗ㧛㧦ỿ㩲䞲ٻ㺎㫆ٻ

⽊䠮⬢⋿ٻ㧛₆Ṛٻ
⽊䠮⬢⋿ٻ㧛㭒₆ٻ

㤪⋿ڎٻڇṲ㤪⋿ڑٻڇṲ㤪⋿ٻڇ㡆⋿ٻ
ٻ

 ٻ ٻ ٻ ٻཛྷⰢ ٻ₆䢮

⁞ٻ

ٻ

⽊ٻڈ㧻ٻڕٻ㠜㦢ٻ
 ٻڈ㩗Ⱃٻڕٻ㩗Ⱃ ٻ㑲⽊䠮⬢ڃ㩗Ⱃ⽊䠮⬢㠦㍲ ٻἚ㟓㼊ἆ゚㣿 ٻ ٻἚ㟓
ὖⰂ゚㣿㦚  ٻ㩲㣎䞲⁞ ٻ㞷 ٻ⯒ڄ₆㭖㦒⪲ ٻὋ㔲㧊㥾㦚 ٻ㩗㣿䞲ٻ
⁞㞷㠦㍲ ٻ㧊⹎ ٻ㭧☚㧎㿲䞲⁞ ٻ㞷㧊 ٻ㧞⓪ ٻἓ㤆 ٻ䟊╏⁞㞷㦚ٻ
㹾Ṧ䞲⁞ ٻ㞷㦚Ⱒ ٻ₆₢㰖 ٻ㩗Ⱃ䞲⁞ ٻ㞷 ٻڇ┾ڃ㾲㩖⽊㯳㧊㥾ٻ
㡆┾㥚ٻڄڀڐډڋ ٻⰂ⽋ ٻ
ٻ
ٻٻٻཝٻ㭧☚㧎㿲ٻ
ٻڄڌڃἚ㟓㧦⓪ ٻἚ㟓㧒䎆ٻ⎚ڍٻ㧊䤚ٻἚ㟓㧊ٻ㥶䣾䞲ٻἓ㤆⽊ⰺٻ䠮⎚☚Ⱎ┺ٻٻٻٻٻ
ڏ䣢㠦 ٻ䞲䞮㡂 ದ ⽊䠮⬢ ٻ ٻ㺛㧚㭖゚⁞ ٻ㌆㿲⻫㍲ ಧ 㠦 ٻ⧒➆ ٻἚ㌆♲ٻ
㧎㿲㔲㩦㦮ٻ㩗Ⱃٻ䟊㰖䢮
ٻ䟊㰖䢮

⁞ٻڇ┾ڃ₆⽎Ἒ㟓ٻ䟊㰖䢮

⁞⽊┺ٻ㩗㦖ٻἓ㤆㠦⓪ٻ₆⽎Ἒ㟓ٻ䟊㰖䢮

⁞㧊ٻ㩗Ⱃ

⁞㦚ٻ䞲☚⪲ٻ䞮

Ⳇٻڇ㧊ٻ㟓ὖ㠦㍲ٻ㩫䞲⽊ٻ䠮Ἒ㟓╖㿲㧊ٻ㧞㦚ٻἓ㤆ٻ⁎ٻ㤦⁞ὒٻ㧊㧦䞿
Ἒ㞷ٻٻ㧊⹎ٻ㭧☚㧎㿲㦚ٻ䞲ٻἓ㤆⁞ٻ⁎ٻ㞷㦚ٻὋ㩲䞲ٻ䤚㦮ٻ㧪㞷㦚ٻ₆
㭖㦒⪲ٻ䞿┞┺ڄ㦮ڀڋړٻ䞲☚⌊ٻ㠦㍲ٻ㧎㿲䞶ٻ㑮ٻ㧞㔋┞┺ٻډ
ٻ
ڄڌڃٻڄڍڃ㠦☚ٻῂ䞮ἶٻἚ㟓㧒䎆ٻ⎚ڋڌٻ㧊⌊㠦ٻ㧎㿲䞮⓪ٻἓ㤆 ٻڇṗٻ㧎㿲
㔲㩦₢㰖㦮ٻ㧎㿲⁞㞷 ٻ㽳䞿Ἒ⓪ٻ㧊⹎⋿ٻ㧛䞲⽊ٻ䠮⬢⯒ ٻ㽞ὒ䞶 ٻ㑮ٻ㠜
㔋┞┺ٻډ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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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ٻೖ ٻ㌗䛞㦮ٻ䔏㧊㌂䟃ٻ
ٻ

ڄڌڃ

㌗䟊ٻ㧛㤦㧒╏ڌڃ㧒㧊㌗ڐڌٻڇ㧒䞲☚ٻڄ䔏⼚㟓ὖ㦖ٻ㌗䟊ٻ㧛㤦㧒╏ڌڃ㧒㧊㌗ٻڄ䔏
⼚㟓ὖٻṖ㧛㧦㠦ٻ䞲䞮㡂ٻṖ㧛㧊ٻṖ⓻䞿┞┺ٻډ
ٻ

ڄڍڃ

╖ڐἾ㩞 ٻ㰚┾゚ ٻ䔏⼚㟓ὖ㦖 ٻἾ㩞 ٻ㰚┾゚ڃ䂮㞚 ٻ䕢㩞₾ڃ㰦⩂ڇ㰦 ٻڄ㩲㣎ٻڄ
䔏⼚㟓ὖٻṖ㧛㧦㠦ٻ䞲䞮㡂ٻṖ㧛㧊ٻṖ⓻䞿┞┺ٻډ
ٻ

ڄڎڃ

㌗䟊 ٻ䤚㥶㧻䟊ڀڋڍڃ㧊㌗ ٻڄ䔏⼚㟓ὖ㦖 ٻ㌗䟊ബᾦ䐋㌗䟊 ٻ䤚㥶㧻䟊ڃ㤊㩚㧦㣿ٻڄ
䔏⼚㟓ὖٻ⡦⓪ٻ㌗䟊ബᾦ䐋㌗䟊ٻ䤚㥶㧻䟊゚ڃ㤊㩚㧦㣿ٻڄ䔏⼚㟓ὖٻṖ㧛㧦㠦ٻ
䞲䞮㡂ٻṖ㧛㧊ٻṖ⓻䞿┞┺ٻډ
ٻ

ڄڏڃ

㞞Ⳋٻ㌗䟊䦟䎆⽋㤦ڃ㎇䡫ٻڄ㑮㑶゚ٻ䔏⼚㟓ὖ㦖ٻ㌗䟊䦟䎆⽋㤦ڃ㎇䡫ٻڄ㑮㑶
゚ٻ䔏⼚㟓ὖٻṖ㧛㧦㠦ٻ䞲䞮㡂ٻṖ㧛㧊ٻṖ⓻䞿┞┺ٻډ
ٻ

ڄڐڃ

ョ㏢┞⽊ⶊٻڇ䠮㧦☯㹾ٻ㌗䟊ٻ㌂ⰳٻٻἶ☚䤚㥶㧻䟊ٻ䔏⼚㟓ὖ㦖ٻ㧦Ṗ㣿㤊
㩚㧦゚ٻٻ㤊㩚㧦㠦ٻ䞲䞮㡂ٻṖ㧛㧊ٻṖ⓻䞿┞┺ٻډ
ٻ

ڄڑڃ

Ṗ㫇☯ٻ㔏ٻ㧦☯㹾㌂ἶٻ㌗ٻڄ ڌڌۙڌڃ䂮⬢㰖㤦⁞ڃ㧦Ṗ㣿㤊㩚㧦㣿ٻڄ䔏⼚㟓
ὖ㦖ٻ㧦☯㹾㌂ἶٻ㌗䂮⬢㰖㤦⁞ซڃ㤊㩚㧦㣿ٻڄ䔏⼚㟓ὖٻṖ㧛㧦㠦ٻ䞲䞮㡂ٻ
Ṗ㧛㧊ٻṖ⓻䞿┞┺ٻډ
ٻ

ڄڒڃ

㧦☯㹾㌂ἶٻ㌗ٻڄ ڑۙڌڃ䞲䂮⬢゚ڃ㤊㩚㧦㣿ٻڄ䔏⼚㟓ὖ㦖ٻ㧦☯㹾㌂ἶٻ
㌗䂮⬢㰖㤦⁞ซڃ㤊㩚㧦㣿ٻڄ䔏⼚㟓ὖٻṖ㧛㧦㠦ٻ䞲䞮㡂ٻṖ㧛㧊ٻṖ⓻䞿┞┺ٻډ
ٻ

ڄړڃ

㧦☯㹾㌂ἶ ٻ㌗ ٻڄ ڑۙڌڃ䞲䂮⬢゚゚ڃ㤊㩚㧦㣿 ٻڄ䔏⼚㟓ὖ㦖 ٻ㧦☯㹾㌂ἶٻ
㌗䂮⬢㰖㤦⁞ซ゚ڃ㤊㩚㧦㣿ٻڄ䔏⼚㟓ὖٻṖ㧛㧦㠦ٻ䞲䞮㡂ٻṖ㧛㧊ٻṖ⓻䞿
┞┺ٻډ
ٻ

ڄڔڃ

㧦☯㹾㌂ἶٻ㌗ٻڄ ڑۙڌڃ䞲䂮⬢゚ڃ㤊㩚㧦㣿ٻڄ䔏⼚㟓ὖ㦖ٻ㧦☯㹾㌂ἶٻ
㌗ٻڄ ڑۙڌڃ㻿㟓ٻ䞲䂮⬢゚ڃ㤊㩚㧦㣿ٻڇڄ㧦☯㹾㌂ἶٻ㌗ٻڄ ڑۙڌڃ㟓䂾ٻ䞲
䂮⬢゚ڃ㤊㩚㧦㣿ٻڇڄ㧦☯㹾㌂ἶٻ㌗ٻڄ ڑۙڌڃ䔏㩫䞲ⶒⰂ㣪⻫ٻ䞲䂮⬢
゚ڃ㤊㩚㧦㣿ٻڄ㎎⽊㧻㦚☯ٻ㔲㠦ٻṖ㧛䟊㟒ٻ䞿┞┺ٻډ
ٻ

 ڄڋڌڃ㧦☯㹾㌂ἶ ٻ㌗ ٻڄ ڑۙڌڃ䞲䂮⬢゚゚ڃ㤊㩚㧦㣿 ٻڄ䔏⼚㟓ὖ㦖 ٻ㧦☯㹾㌂ἶٻ
㌗ٻڄ ڑۙڌڃ㻿㟓ٻ䞲䂮⬢゚゚ڃ㤊㩚㧦㣿ٻڇڄ㧦☯㹾㌂ἶٻ㌗ٻڄ ڑۙڌڃ㟓䂾ٻ
䞲䂮⬢゚゚ڃ㤊㩚㧦㣿ٻڇڄ㧦☯㹾㌂ἶٻ㌗ٻڄ ڑۙڌڃ䔏㩫䞲ⶒⰂ㣪⻫ٻ䞲
䂮⬢゚゚ڃ㤊㩚㧦㣿ٻڄ㎎⽊㧻㦚☯ٻ㔲㠦ٻṖ㧛䟊㟒ٻ䞿┞┺ٻډ
ٻ
 ڄڌڌڃ㌗䟊ٻἾ㩞ബ╖ڐἾ㩞ٻ㑮㑶゚ٻ䔏⼚㟓ὖ㦖ٻ㌗䟊ٻἾ㩞ٻ㑮㑶゚╖ڐٻڇἾ㩞ٻ㑮㑶
゚ٻ㎎⽊㧻㦚☯ٻ㔲㠦ٻṖ㧛䟊㟒ٻ䞿┞┺ٻډ
ٻ
 ڄڍڌڃ㌗䟊ٻ㧛㤦࡞䐋㤦ٻ㑮㑶゚ٻ䔏⼚㟓ὖ㦖ٻ㌗䟊ٻ㧛㤦ٻ㑮㑶゚╏ڃ㧒㧛㤦ٻ㩲㣎ٻڇڄ㌗
䟊ٻ䐋㤦ٻ㑮㑶゚ڃ㣎⧮╏ٻٻ㧒㧛㤦ٻڄ㎎⽊㧻㦚☯ٻ㔲㠦ٻṖ㧛䟊㟒ٻ䞮Ⳇٻڇ㌗
䟊ٻ㧛㤦ٻ㑮㑶゚╏ڃ㧒㧛㤦ٻ㩲㣎ٻڄ㎎⽊㧻㦮ٻṖ㧛⁞㞷㦖ٻ㌗䟊ٻ䐋㤦ٻ㑮㑶゚
ڃ㣎⧮╏ٻٻ㧒㧛㤦ٻڄ㎎⽊㧻ٻṖ㧛⁞㞷㦮ٻ⪲⺆ڐډڌٻ䞿┞┺ٻډ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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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ڄڎڌڃ䔏㩫㏢䢪₆㰞䢮ٻ㑮㑶゚ٻ䔏⼚㟓ὖ㦖ٻ䔏㩫㏢䢪₆㰞䢮ٻὖ䡞㑮㑶゚ٻڇ䔏㩫㏢䢪
₆㰞䢮゚ٻὖ䡞㑮㑶゚ٻ㎎⽊㧻㦚☯ٻ㔲㠦ٻṖ㧛䟊㟒ٻ䞿┞┺ٻډ
ٻ
 ڄڏڌڃ䔏㩫㔶㧻ബὧ㰞䢮 ٻ㑮㑶゚ ٻ䔏⼚㟓ὖ㦖 ٻ䔏㩫㔶㧻ബὧ㰞䢮 ٻὖ䡞㑮㑶゚ڇ
䔏㩫㔶㧻ബὧ㰞䢮゚ٻὖ䡞㑮㑶゚ٻ㎎⽊㧻㦚☯ٻ㔲㠦ٻṖ㧛䟊㟒ٻ䞿┞┺ٻډ
ٻ
 ڄڐڌڃ㦧 㔺⌊㤦ٻ㰚⬢゚ٻ䔏⼚㟓ὖ㦖ٻ㦧 㔺⌊㤦ٻ㰚⬢゚ڃ㦧 ٻڇڄ㦧 㔺⌊㤦ٻ㰚
⬢゚゚ڃ㦧 ٻڄ㎎⽊㧻㦚☯ٻ㔲㠦ٻṖ㧛䟊㟒ٻ䞿┞┺ٻډ
ٻ
ٻ ڄڑڌڃᾦ䐋㌂ἶ㻮Ⰲ㰖㤦⁞ ٻ䔏⼚㟓ὖὒ ٻᾦ䐋㌂ἶ㻮Ⰲ㰖㤦⁞ซ ٻ䔏⼚㟓ὖ㦖☯ ٻ㔲
㠦ٻṖ㧛䞶ٻ㑮ٻ㠜㔋┞┺ٻډ
ٻ
 ڄڒڌڃᾦ䐋㌂ἶ㻮Ⰲ㰖㤦⁞ซٻ䔏⼚㟓ὖὒٻᾦ䐋㌂ἶ㻮Ⰲ㰖㤦⁞ڎڃ㻲Ⱒ㤦㽞ὒڍڇ㻲Ⱒ
㤦䞲☚ٻڄ䔏⼚㟓ὖ㦖☯ٻ㔲㠦ٻṖ㧛䞶ٻ㑮ٻ㠜㔋┞┺ٻډ
ٻ
 ڄړڌڃᾦ䐋㌂ἶ㻮Ⰲ㰖㤦⁞ڎڃ㻲Ⱒ㤦㽞ὒڍڇ㻲Ⱒ㤦䞲☚ٻڄ䔏⼚㟓ὖ㦖ٻ㞚⧮㦮ٻ㌂䟃㦚ٻ
⽊㧻䞮⓪⽊ ٻ䐋㟓ὖ ٻ⡦⓪ ٻ䔏⼚㟓ὖ ٻṖ㧛⁞㞷ڎ ٻ㻲Ⱒ㤦 ٻ₆Ṗ㧛㧦㠦 ٻ䞲䞮㡂ٻ
Ṗ㧛ٻṖ⓻䞿┞┺ٻډ
䞒⽊䠮㧦Ṗٻ㧦☯㹾⯒ٻ㤊㩚䞮▮ٻ㭧ٻ㌂ἶ⪲ٻ䌖㧎ڃ䞒⽊䠮㧦㦮⺆ٻڇ⳾ٻ㤆
㧦ٻڇ㧦⎖ٻ㩲㣎ڄ㠦Ợ┺ٻ㦢ٻ㭧ٻ䞮⋮㠦ٻ䟊╏䞮⓪ٻ㌗䟊⯒ٻ㧛䡖ٻ䡫㌂䞿㦮⯒ٻ
䞲ٻἓ㤆ٻ䞒⽊䠮㧦Ṗٻ䡫㌂䞿㦮⁞㦒⪲ٻ㔺㩲⪲ٻ㰖

䞲⁞ٻ㞷㦚ٻṖ㧛⁞㞷ٻ䞲

☚⪲⽊ٻ㌗ڃ㦢㭒Ⳋⶊٻڇ䠞☚ٻڇ㭒㌂ἶٻ㩲㣎ٻڄ
ٻډڌ䌖㧎㦚ٻ㌂ⰳ䞮Ợٻ䞮⓪ٻἓ㤆ٻ
ٻډڍ㭧╖⻫′㥚ٻᾦ䐋㌂ἶ⪲ٻ䌖㧎㧊ڍڏٻ㧒㧊㌗ٻ䂮⬢⯒ٻ㣪䞲┺⓪ٻ㰚┾㦚ٻ
㦖ٻἓ㤆ٻ
ٻډڎ㧒ᾦ䐋㌂ἶ⪲ٻ䌖㧎㠦Ợٻ㭧㌗䟊⯒ٻ㧛䡖ٻὖ⩾⪏⻫ٻ㠦ٻ⧒➆ٻỖ㺆㠦ٻ
㦮䟊ٻὋ㏢㩲₆♮Ệ⋮ٻ㧦☯㹾㏦䟊⺆㌗⽊㧻⻫ٻ㔲䟟⪏㠦㍲ٻ㩫䞲ٻ㌗䟊
㑮ٻ ڎڈڌٻ㌗㦚ٻ㧛䧢ٻἓ㤆ٻ
ٻ
 ڄڔڌڃ㧦☯㹾㌂ἶ⼖ٻ䢎㌂㍶㧚゚㣿Ⱒ⺇ڐڃ㤦㽞ὒⰢ⺇ڐڇ㤦䞲☚ٻڄ䔏⼚㟓ὖ㦖ٻ㞚⧮㦮ٻ
㌂䟃㦚⽊ ٻ㧻䞮⓪⽊ ٻ䐋㟓ὖ ٻ⡦⓪ ٻ䔏⼚㟓ὖ ٻṖ㧛⁞㞷Ⱒ⺇ڐ ٻ㤦 ٻ₆Ṗ㧛㧦㠦ٻ
䞲䞮㡂ٻṖ㧛ٻṖ⓻䞿┞┺ٻډ
䞒⽊䠮㧦Ṗٻ㧦☯㹾⯒ٻ㤊㩚䞮▮ٻ㭧ٻ㌂ἶ⪲ٻ䌖㧎㦮ٻ㔶㼊㠦ٻ㌗䟊⯒ٻ㧛䧮㦒
⪲㖾ٻ㞚⧮㠦㍲ٻ㩫䞲ٻ㌂㥶⪲⼖ٻ䢎㌂㍶㧚゚㣿㦒⪲ٻ㔺㩲⪲╊ٻ䞲⁞ٻ㞷㦚ٻ
Ṗ㧛⁞㞷ٻ䞲☚⪲⽊ٻ㌗ڃ㦢㭒Ⳋⶊٻڇ䠞☚ٻڇ㭒㌂ἶٻ㩲㣎ڊỖ㌂㠦ٻ㦮䟊ٻ㟓㔳
₆㏢♮ٻ㠞㦒⋮ٻ䞒⽊䠮㧦Ṗ⻫ٻ㤦㦮ٻ㟓㔳ⳛ⪏㠦⽋ٻ䞮㡂ٻ㩫㔳㨂䕦㦚ٻ㼃
ῂ䞲ٻἓ㤆ٻ㩲㣎ٻڄ
ٻډڌῂ㏣㡗㧻㠦ٻ㦮䞮㡂ٻῂ㏣♲ٻἓ㤆ٻ
ٻډڍỖ㌂㠦ٻ㦮䟊ٻὋ㏢㩲₆ڃ㧊䞮₆㏢⧒ٻ䞿┞┺ٻ┾ٻډ㟓㔳₆㏢⓪ٻ㩲㣎
䞿┞┺ٻ♲ڄἓ㤆ٻ
ٻډڎỖ㌂㠦ٻ㦮䟊ٻ㟓㔳₆㏢♮ٻ㠞㦒⋮⻫ٻ㤦㠦ٻ㦮䟊⽊ٻ䐋㦮ٻ㕂䕦㩞㹾㧎ٻὋ
䕦㩞㹾㠦ٻ㦮䟊ٻ㨂䕦㧊ٻ㰚䟟♮Ợٻ♲ٻἓ㤆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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㤊㩚㭧ٻ㧦☯㹾㌂ἶٻ㎇䡫㑮㑶゚ٻ䔏⼚㟓ὖٻ
㧦☯㹾㌂ἶٻ䂮㞚⽊㻶䋂⧒㤊䂮⬢㰖㤦⁞ٻ䔏⼚㟓ὖٻ
ᾦ䐋㌗䟊ٻ㧛㤦㧒╏ڌڃ㧒㧊㌗ڃڄ㧦Ṗ㣿㤊㩚㧦㣿ٻڄ䔏⼚㟓ὖٻ
Ṗ㫇☯ٻ㔏ٻ㧦☯㹾㌂ἶٻ㌗ٻڄ ڌڌۙڌڃ䂮⬢㰖㤦⁞ڃ㧦Ṗ㣿㤊㩚㧦㣿ٻڄ䔏⼚㟓ὖٻ
ٻ
 ڄڌڍڃ㞚⧮㠦ٻ㩫䞲ٻἚ㟓㦖゚㤊㩚㧦㧎ٻἓ㤆ٻṖ㧛㧊ٻṖ⓻䞿┞┺ٻډ
㧦☯㹾㌂ἶٻ㌗䂮⬢㰖㤦⁞ڎۙڌڃ

ڃڄ㤊㩚㧦㣿ٻڄ䔏⼚㟓ὖٻ

㌗䟊ബᾦ䐋㌗䟊ٻ㌂ⰳٻٻἶ☚䤚㥶㧻䟊ڃ㤊㩚㧦㣿ٻڄ䔏⼚㟓ὖٻ
㌗䟊ബᾦ䐋㌗䟊ٻ䤚㥶㧻䟊ڃ㤊㩚㧦㣿ٻڄ䔏⼚㟓ὖٻ
㔶㭒Ⱖٻᾦ䐋㌗䟊ٻ㌂ⰳٻٻἶ☚䤚㥶㧻䟊ڃ㤊㩚㧦㣿ٻڄ䔏⼚㟓ὖٻ
ἶ㏣☚⪲ٻᾦ䐋㌗䟊ٻ㌂ⰳڃ㤊㩚㧦㣿ٻڄ䔏⼚㟓ὖٻ
㧦☯㹾ٻ㤊㩚㭧ٻᾦ䐋㌗䟊ٻ㌂ⰳٻٻἶ☚䤚㥶㧻䟊ٻ䔏⼚㟓ὖٻ
㌗䟊ٻٻᾦ䐋㌗䟊ٻ㌂ⰳٻ㥶㫇㌳䢲㰖㤦⁞ڃ㤪㰖

䡫ڃڄ㤊㩚㧦㣿ٻڄ䔏⼚㟓ὖ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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䡫ڃڄ㤊㩚㧦㣿ٻڄ䔏⼚㟓ὖٻ

ᾦ䐋㌗䟊ٻ㧛㤦㧒╏ڌڃ㧒㧊㌗ڃڄ㧦Ṗ㣿㤊㩚㧦㣿ٻڄ䔏⼚㟓ὖٻ
㧦☯㹾㌂ἶٻ㌗䂮⬢㰖㤦⁞ซڃ㤊㩚㧦㣿ٻڄ䔏⼚㟓ὖٻ
㧦☯㹾㌂ἶٻ㌗䂮⬢㰖㤦⁞ڃڞ㤊㩚㧦㣿ٻڄ䔏⼚㟓ὖٻ
Ṗ㫇☯ٻ㔏ٻ㧦☯㹾㌂ἶٻ㌗ٻڄ ڌڌۙڌڃ䂮⬢㰖㤦⁞ڃ㧦Ṗ㣿㤊㩚㧦㣿ٻڄ䔏⼚㟓ὖٻ
㧦☯㹾㌂ἶٻ㌗ڑۙڌڃ

ٻڄ䞲䂮⬢゚ڃ㤊㩚㧦㣿ٻڄ䔏⼚㟓ὖٻ

㤊㩚㭧ٻ㧦☯㹾㌂ἶٻ㎇䡫㑮㑶゚ٻ䔏⼚㟓ὖٻ
㧦☯㹾㌂ἶٻ䂮㞚⽊㻶䋂⧒㤊䂮⬢㰖㤦⁞ٻ䔏⼚㟓ὖٻ
ᾦ䐋㌂ἶ㻮Ⰲ㰖㤦⁞ٻ䔏⼚㟓ὖٻ
࡞ٻᾦ䐋㌂ἶ㻮Ⰲ㰖㤦⁞ซٻ䔏⼚㟓ὖٻ
࡞ٻᾦ䐋㌂ἶ㻮Ⰲ㰖㤦⁞ڎڃ㻲Ⱒ㤦㽞ὒڍڇ㻲Ⱒ㤦䞲☚ٻڄ䔏⼚㟓ὖٻ
㤊㩚㧦╖ڃ⁞⻢ٻ㧎ٻڄ䔏⼚㟓ὖٻ
㤊㩚㧦ٻڄⶒ╖ڃ⁞⻢ٻ䔏⼚㟓ὖٻ
㧦☯㹾㌂ἶ⼖ٻ䢎㌂㍶㧚゚㣿ซٻ䔏⼚㟓ὖٻ
㧦☯㹾㌂ἶ⼖ٻ䢎㌂㍶㧚゚㣿Ⱒ⺇ڐڃ㤦㽞ὒⰢ⺇ڐڇ㤦䞲☚ٻڄ䔏⼚㟓ὖٻ
Ⳋ䠞㩫㰖ٻ㥚⪲⁞ٻ䔏⼚㟓ὖٻ
Ⳋ䠞䀾㏢ٻ㥚⪲⁞ٻ䔏⼚㟓ὖٻ
㧦☯㹾ٻ㤊㩚㭧⽋⽊ٻ㤊㩚䞒䟊㥚⪲⁞ٻ䔏⼚㟓ὖٻ
㹾⨟㌂ἶ㑮Ⰲٻ䦊㠛㰖㤦⁞ڃṲ㧎㡗㠛㣿ڎڇ㧒㧊㌗ٻڄ䔏⼚㟓ὖ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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㹾⨟㌂ἶ㑮Ⰲٻ䦊㠛㰖㤦⁞ڃṲ㧎㡗㠛㣿ڎڇ㧒㧊㌗ٻڄ䔏⼚㟓ὖ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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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Ṗ㧛㧊ٻṖ⓻䞿┞┺ٻ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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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Ṗ㧛㧊ٻṖ⓻䞿┞┺ٻډ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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ଝ ٻ₆⽎Ἒ㟓ٻ
⽊㧻ⳛٻ

㧦☯㹾㌂ἶ㌗ٻ
䂮⬢㰖㤦⁞ڎۙڌڃ

㌂㥶ٻ

㰖

ٻڄ

㧦☯㹾㌂ἶ゚ڃ㤊㩚㧦㦮 ٻἓ㤆゚ ٻ㤊㩚
㭧 ٻ㧦☯㹾㌂ἶ ٻ⪲ڄ㔶㼊㠦 ٻ㧛㦖 ٻ㌗䟊
㦮 ٻ㰗㩧㩗㧎 ٻἆὒ⪲㖾  㧦☯㹾㌂ἶ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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㰖

⁞㞷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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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䞲ٻἓ㤆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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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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㰖

㌂㥶ٻ

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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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䟊ٻ
ബ ٻ㌗䟊ٻ㌂ⰳٻٻ
㌗䟊㌂ἶ⪲ ٻ㌂ⰳ ٻ⡦⓪ڀڋړ ٻ㧊㌗ ٻ䤚㥶
ᾦ䐋 ٻἶ☚䤚㥶㧻䟊 ٻ㧻䟊Ṗٻ㌳䞲ٻἓ㤆ٻ
㌗䟊
㌂ⰳٻ

Ṗ㧛⁞㞷ٻ

ٻٻ
ᾦ䐋㌂ἶ゚ڃ㤊㩚㧦㦮 ٻἓ㤆゚ ٻ㤊㩚㭧ٻ
ἶ☚ ٻᾦ䐋㌗䟊ٻ㌂ⰳٻ
ᾦ䐋㌂ἶٻ⪲ڄ㌂ⰳٻ⡦⓪ڀڋړٻ㧊㌗ٻ䤚㥶
䤚㥶ٻ ٻἶ☚䤚㥶㧻䟊ٻ
㧻䟊Ṗٻ㌳䞲ٻἓ㤆ٻ
㧻䟊ٻ

Ṗ㧛⁞㞷ٻ

㌗

ἶ☚ ٻ㌗䟊㌂ἶ⪲ڀڋړٻ㧊㌗ٻ䤚㥶㧻䟊Ṗٻٻ
䤚㥶㧻䟊 ٻ㌳䞲ٻἓ㤆ٻ

㌗䟊 ٻ䟊ٻ
㧒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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䤚㥶㧻䟊ٻ
ᾦ䐋ٻ
ἶ☚ٻ
㌗䟊 ٻᾦ
䤚㥶 ٻ䐋 䤚㥶㧻䟊ٻ
㧻䟊 ٻ㌗
䟊ٻ

㌗䟊ٻ
䤚㥶㧻䟊ٻ
ڀڋڍڃ㧊㌗ٻڄ

㌗䟊㌂ἶ⪲ٻⰢ⹎ڀڋړٻ䤚㥶㧻䟊Ṗٻٻ
㌳䞲ٻἓ㤆ٻ
ᾦ䐋㌂ἶ゚ڃ㤊㩚㧦㦮 ٻἓ㤆゚ ٻ㤊㩚㭧ٻ
ᾦ䐋㌂ἶڀڋړٻ⪲ڄ㧊㌗ٻ䤚㥶㧻䟊Ṗٻٻ
㌳䞲ٻἓ㤆ٻ

ᾦ䐋㌂ἶ゚ڃ㤊㩚㧦㦮 ٻἓ㤆゚ ٻ㤊㩚㭧ٻ
㧒ٻ
ᾦ䐋㌂ἶٻⰢ⹎ڀڋړٻ⪲ڄ䤚㥶㧻䟊Ṗٻٻ
䤚㥶㧻䟊 ٻ㌳䞲ٻἓ㤆ٻ
ἶ☚ ٻ㌗䟊㌂ἶ⪲ڀڋړٻ㧊㌗ٻ䤚㥶㧻䟊Ṗٻٻ
䤚㥶㧻䟊 ٻ㌳䞲ٻἓ㤆ٻ
㧒ٻ
㌗䟊㌂ἶ⪲ڀڋڍ ٻ㧊㌗ ٻⰢ⹎ڀڋړ ٻ䤚㥶㧻
䤚㥶㧻䟊ٻ
䟊Ṗٻ㌳䞲ٻἓ㤆ٻ
ڀڋڍڃ㧊㌗ٻ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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ἶ㏣☚⪲ٻᾦ䐋㌗䟊ٻٻ
㌂ⰳٻ
㧦☯㹾ٻ㤊㩚㭧ٻ
ᾦ䐋㌗䟊ٻ㌂ⰳٻ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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㥶㫇㌳䢲㰖㤦⁞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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ᾦ䐋㌂ἶ゚ڃ㤊㩚㧦㦮 ٻἓ㤆゚ ٻ㤊㩚㭧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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㰖㤦⁞ٻ
ڎڃ㻲Ⱒ㤦
㽞ὒڍڇ㻲
Ⱒ㤦䞲☚ٻڄ

䞒䟊㧦ٻ
㭧㌗䟊ٻ

㰖

㌂㥶ٻ

㰖

⁞㞷ٻ

㧦☯㹾ٻ㤊㩚㭧ٻᾦ䐋㌂ἶ⪲ٻ䞒䟊㧦ڃ䞒
⽊䠮㧦㦮⺆ ٻڇ⳾ ٻ㤆㧦 ٻ ٻ㧦⎖ ٻ㩲
䞒䟊㧦ٻ╏ⳛڌٻ
㣎 ٻ⯒ڄ㌂ⰳ䞮Ợ ٻ䞲 ٻἓ㤆ڌڃ㌂ἶ╏ ٻ䞒
Ⱒڋڋڋڇڐ㤦ٻ䞲☚ٻ
⽊䠮㧦Ṗ ٻ㔺㩲⪲ ٻ㰖 䞲 ٻ䡫㌂䞿㦮⁞ٻ
㰖 ٻڄ
㧦☯㹾ٻ㤊㩚㭧ٻ㟓ὖ㠦ٻ㩫䞲ٻ㭧╖⻫′
䞒䟊㧦ٻ╏ⳛڌٻ
㥚 ٻᾦ䐋㌂ἶ⪲ ٻ䞒䟊㧦ڃ䞒⽊䠮㧦㦮ٻ
ബڑ㭒㧊㌗ڋڌٻ㭒⹎Ⱒٻ
⳾⺆ٻڇ㤆㧦ٻٻ㧦⎖ٻ㩲㣎ڄṖڍڏٻ㧒ٻڇ
Ⱒڋڋڋڇڌڕٻ㤦ٻ䞲☚ٻ
ڋڒ㧒ڋڏڌ ٻڇ㧒 ٻ㧊㌗┺ڃ㑮 ٻ䞒䟊㧦㦮 ٻ㰚
ബڋڌ㭒㧊㌗ڋڍٻ㭒⹎Ⱒٻٻ
┾㧒㦚 ٻ䞿䞮㡂 ٻἚ㌆䞮㰖 ٻ㞠㦢 ٻڄ䂮⬢
Ⱒڋڋڋڇڎڕٻ㤦ٻ䞲☚ٻ
⯒ٻ㣪䞲┺⓪ٻ㰚┾㦚ٻ㦖ٻἓ㤆ڌڃ㌂ἶ
ബڋڍ㭒㧊㌗ٻ
╏ٻ䞒⽊䠮㧦Ṗٻ㔺㩲⪲ٻ㰖 䞲ٻ䡫㌂䞿
Ⱒڋڋڋڇڐڕٻ㤦ٻ䞲☚ٻ
㦮⁞ٻ㰖 ٻڄ
㧦☯㹾ٻ㤊㩚㭧ٻ㟓ὖ㠦ٻ㩫䞲ٻ㧒ᾦ䐋
㌂ἶ⪲ ٻ䞒䟊㧦ڃ䞒⽊䠮㧦㦮⺆ ٻڇ⳾ ٻ
㤆㧦ٻٻ㧦⎖ٻ㩲㣎ڄ㠦Ợٻ㭧㌗䟊⯒ٻ㧛
䡖 ٻ㟓ὖ㠦 ٻ㩫䞲⪏⻫ ٻ㦒⪲ ٻỖ㺆㠦 ٻ㦮
䞒䟊㧦ٻ╏ⳛڌٻ
䟊 ٻὋ㏢㩲₆♮Ệ⋮ ٻ㧦☯㹾㌂ἶ ٻ㌗
Ⱒڋڋڋڇڐ㤦ٻ䞲☚ٻ
❇ 䚲㠦㍲ ٻ㩫䞲 ٻ㌗䟊 㑮ٻ ڍ ٻڇ ڌ ٻ
⡦⓪ ڎٻ㠦ٻ䟊╏䞮⓪ٻ㌗㦚ٻ㧛䧢ٻἓ
㤆ڌڃ㌂ἶ╏ ٻ䞒⽊䠮㧦Ṗ ٻ㔺㩲⪲ ٻ㰖
䞲ٻ䡫㌂䞿㦮⁞ٻ㰖 ٻڄ
㧦☯㹾ٻ㤊㩚㭧ٻᾦ䐋㌂ἶ⪲ٻ䞒䟊㧦ڃ䞒
⽊䠮㧦㦮⺆ ٻڇ⳾ ٻ㤆㧦 ٻ ٻ㧦⎖ ٻ㩲
䞒䟊㧦ٻ╏ⳛڌٻ
㣎 ٻ⯒ڄ㌂ⰳ䞮Ợ ٻ䞲 ٻἓ㤆ڌڃ㌂ἶ╏ ٻ䞒
Ⱒڋڋڋڇڎڃ㤦ٻ㽞ὒٻ㔲ٻڄ
⽊䠮㧦Ṗ ٻ㔺㩲⪲ ٻ㰖 䞲 ٻ䡫㌂䞿㦮⁞
ٻ
㧊Ⱒڋڋڋڇڎ ٻ㤦㦚 ٻ㽞ὒ䞮⓪ ٻἓ㤆 ٻ㽞ὒ Ⱒڋڋڋڇڍ㤦ٻ䞲☚
䞲⁞ٻ㞷㦚Ⱒڋڋڋڇڍٻ㤦ٻ䞲☚⪲ٻ㰖 ٻڄ
㧦☯㹾ٻ㤊㩚㭧ٻ㟓ὖ㠦ٻ㩫䞲ٻ㭧╖⻫′
㥚 ٻᾦ䐋㌂ἶ⪲ ٻ䞒䟊㧦ڃ䞒⽊䠮㧦㦮 ٻ䞒䟊㧦ٻ╏ⳛڌٻ
⳾⺆ٻڇ㤆㧦ٻٻ㧦⎖ٻ㩲㣎ڄṖڋڒٻ㧒 ٻڇബڋڌ㭒㧊㌗ڋڍٻ㭒⹎Ⱒٻٻ
ڋڏڌ㧒 ٻ㧊㌗┺ڃ㑮 ٻ䞒䟊㧦㦮 ٻ㰚┾㧒㦚Ⱒڋڋڋڇڍڃ ٻ㤦㽞ὒ㔲ٻڄ
䞿䞮㡂 ٻἚ㌆䞮㰖 ٻ㞠㦢 ٻڄ䂮⬢⯒ ٻ㣪䞲 Ⱒڋڋڋڇڌ㤦ٻ䞲☚ٻ
┺⓪ٻ㰚┾㦚ٻ㦖ٻἓ㤆ڌڃ㌂ἶ╏ٻ䞒⽊ ബڋڍ㭒㧊㌗ٻ
䠮㧦Ṗٻ㔺㩲⪲ٻ㰖 䞲ٻ䡫㌂䞿㦮⁞ٻ㭧Ⱒڋڋڋڇڎڃ ٻ㤦ٻ㽞ὒ㔲ٻڄ
㰚┾㭒㑮⼚ ٻ㽞ὒ䞲⁞ ٻ㞷㦚 ٻ㰖 ⁞㞷Ⱒڋڋڋڇڍ ٻ㤦ٻ䞲☚ٻ
䞲☚⌊ٻ㠦㍲ٻ㰖 ٻڄ
㧦☯㹾ٻ㤊㩚㭧ٻ㟓ὖ㠦ٻ㩫䞲ٻ㧒ᾦ䐋
㌂ἶ⪲ ٻ䞒䟊㧦ڃ䞒⽊䠮㧦㦮⺆ ٻڇ⳾ ٻ
㤆㧦ٻٻ㧦⎖ٻ㩲㣎ڄ㠦Ợٻ㭧㌗䟊⯒ٻ㧛
䡖 ٻ㟓ὖ㠦 ٻ㩫䞲⪏⻫ ٻ㦒⪲ ٻỖ㺆㠦 ٻ㦮
䟊 ٻὋ㏢㩲₆♮Ệ⋮ ٻ㧦☯㹾㌂ἶ ٻ㌗ 䞒䟊㧦ٻ╏ⳛڌٻ
❇ 䚲㠦㍲ ٻ㩫䞲 ٻ㌗䟊 㑮Ⱒڋڋڋڇڎڃ ٻ ڍ ٻڇ ڌ ٻ㤦ٻ㽞ὒٻ㔲ٻڄ
⡦⓪ ڎٻ㠦ٻ䟊╏䞮⓪ٻ㌗㦚ٻ㧛䧢ٻἓ Ⱒڋڋڋڇڍ㤦ٻ䞲☚ٻ
㤆ڌڃ㌂ἶ╏ ٻ䞒⽊䠮㧦Ṗ ٻ㔺㩲⪲ ٻ㰖
䞲 ٻ䡫㌂䞿㦮⁞㧊Ⱒڋڋڋڇڎ ٻ㤦㦚 ٻ㽞ὒ
䞮⓪ ٻἓ㤆 ٻ㽞ὒ䞲⁞ ٻ㞷㦚Ⱒڋڋڋڇڍ ٻ㤦ٻ
䞲☚⪲ٻ㰖 ٻ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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㰖

㌂㥶ٻ

㰖

⁞㞷ٻ

㤊㩚㧦╖ڃ⁞⻢ٻ㧎ٻڄ

㧦☯㹾ٻ㤊㩚㭧ٻᾦ䐋㌂ἶ⪲ٻ䌖㧎㦮ٻ㔶
㼊㠦ٻ㌗䟊⯒ٻ㧛䡖ٻ䢫㩫䕦ἆ⪲⁞⻢ٻ㦚Ⱒڋڋڋڇڍ ٻ㤦ٻ䞲☚ٻ
╊䞲ٻἓ㤆ٻ

㤊㩚㧦ٻڄⶒ╖ڃ⁞⻢ٻ

㧦☯㹾 ٻ㤊㩚㭧 ٻᾦ䐋㌂ἶ⪲⪲☚ ٻᾦ
䐋⻫ڌڐڌ ٻ㫆㠦⁞⻢ ٻ⯎➆ ٻ䡫㧊 ٻ䢫㩫
♲ٻἓ㤆ٻٻ

Ṗ㧛⁞㞷ٻ䞲☚ٻ

㧦☯㹾ٻ㤊㩚㭧ٻᾦ䐋㌂ἶ⪲ٻ䌖㧎㦮ٻ㔶
㼊㠦ٻ㌗䟊⯒ٻ㧛䡖ٻ㞚⧮㦮ٻཛٻ⡦⓪ٻཛྷ
⪲ ٻ㧎䟊 ٻ㌳䞲⼖ ٻ䢎㌂㍶㧚゚㣿 ٻ㭧ٻ
㔺㩲⪲╊ٻ䞲⁞ٻ㞷㦚ٻ㰖 ٻ

㧦☯㹾㌂ἶٻٻ
⼖䢎㌂㍶㧚゚㣿䊡ٻ

ཛٻῂ㏣㡗㧻㠦ٻ㦮䟊ٻῂ㏣♮Ệ⋮ٻỖ㌂
㠦 ٻ㦮䟊 ٻὋ㏢㩲₆ ٻڇ┾ڃ㟓㔳₆㏢ٻ
㩲㣎ٻ♲ڄἓ㤆ٻٻ
ཛྷ ٻỖ㌂㠦 ٻ㦮䟊 ٻ㟓㔳₆㏢♮ ٻ㠞㦒⋮ٻ
⻫㤦㠦 ٻ㦮䟊 ٻὋ䕦㩞㹾㠦 ٻ㦮䞲 ٻ㨂
䕦㧊ٻ㰚䟟♮⓪ٻἓ㤆ٻ

Ṗ㧛⁞㞷ٻ䞲☚ٻ

ଖڌٻ㌂ἶ⪲ٻ䟃㏢㕂ٻڇ㌗ἶ㕂㦚ٻ䙂䞾䞮
㡂┺ٻ㑮㦮ٻ㏢㏷㦚ٻ䞮㡖㦚ٻἓ㤆ٻ⁎ٻ
㏢㏷☯㞞ٻ䞒⽊䠮㧦Ṗٻ㔺㩲⪲╊ٻ
䞲ٻ㩚㼊⼖ٻ䢎㌂㍶㧚゚㣿㦚ٻ䞿㼦㍲ٻ
Ṗ㧛⁞㞷㦚ٻ䞲☚⪲⽊ٻ㌗ٻ

㧦☯㹾ٻ㤊㩚㭧ٻᾦ䐋㌂ἶ⪲ٻ䌖㧎㦮ٻ㔶
㼊㠦ٻ㌗䟊⯒ٻ㧛䡖ٻ㞚⧮㦮ٻཛٻ⡦⓪ٻཛྷ
⪲ ٻ㧎䟊 ٻ㌳䞲⼖ ٻ䢎㌂㍶㧚゚㣿 ٻ㭧ٻ
㔺㩲⪲╊ ٻ䞲⁞ ٻ㞷㧊Ⱒڋڋڐ ٻ㤦㦚 ٻ㽞
ὒ䞮⓪ ٻἓ㤆 ٻ㽞ὒ䞲⁞ ٻ㞷㦚Ⱒڋڋڐ ٻ㤦ٻ
䞲☚⪲ٻ㰖 ٻ
㧦☯㹾㌂ἶٻٻ
⼖䢎㌂㍶㧚゚㣿ٻ
Ⱒ⺇ڐڃ㤦㽞ὒٻڇ
Ⱒ⺇ڐ㤦䞲☚͑ڄ

ཛٻῂ㏣㡗㧻㠦ٻ㦮䟊ٻῂ㏣♮Ệ⋮ٻỖ㌂
㠦 ٻ㦮䟊 ٻὋ㏢㩲₆ ٻڇ┾ڃ㟓㔳₆㏢Ⱒڋڋڐڃ ٻ㤦㽞ὒ㔲ٻڄ
㩲㣎ٻ♲ڄἓ㤆ٻٻ
Ⱒڋڋڐ㤦ٻ䞲☚ٻ
ཛྷ ٻỖ㌂㠦 ٻ㦮䟊 ٻ㟓㔳₆㏢♮ ٻ㠞㦒⋮ٻ
ٻ
⻫㤦㠦 ٻ㦮䟊 ٻὋ䕦㩞㹾㠦 ٻ㦮䞲 ٻ㨂
䕦㧊ٻ㰚䟟♮⓪ٻἓ㤆ٻ

ଖڌٻ㌂ἶ⪲ٻ䟃㏢㕂ٻڇ㌗ἶ㕂㦚ٻ䙂䞾䞮
㡂┺ٻ㑮㦮ٻ㏢㏷㦚ٻ䞮㡖㦚ٻἓ㤆ٻ⁎ٻ
㏢㏷☯㞞ٻ䞒⽊䠮㧦Ṗٻ㔺㩲⪲╊ٻ
䞲ٻ㩚㼊⼖ٻ䢎㌂㍶㧚゚㣿㦚ٻ䞿㼦㍲ٻ
Ṗ㧛⁞㞷㦚ٻ䞲☚⪲⽊ٻ㌗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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Ⳋ䠞㩫㰖ٻ㥚⪲⁞ٻ

㰖

㌂㥶ٻ

㡗㠛㣿ٻ㤊㩚㧦Ṗٻ㧦☯㹾ٻ㤊㩚㭧ٻᾦ䐋
㌂ἶ⪲ٻ䌖㧎㦮ٻ㔶㼊㠦ٻ㌗䟊⯒ٻ㧛䧞Ệ
⋮ٻ㨂ⶒ㦚ٻ㏦㌗䞮㡂ٻ㤊㩚Ⳋ䠞㩫㰖ٻ䟟
㩫㻮㦚 ٻ㦖 ٻἓ㤆Ⳋڃ䠞㩫㰖₆Ṛ☯
㞞ٻ㾲ἶڋڑٻ㧒㦚ٻ䞲☚⪲Ⳋٻ䠞㩫㰖₆Ṛٻ
ڌ㧒╏ٻ㧒╏ٻ㰖 ٻڄ
ଖⳊ ٻ䠞㩫㰖₆Ṛ㧊⧒ ٻ䞾㦖 ٻ䟟㩫₆ὖ
㦮 ٻᾦ㩫ᾦ㥷㦚 ٻ㧊㑮䞮㡂 ٻ㩚㼊Ⳋ ٻ
䠞㩫㰖₆Ṛ㠦㍲ٻṦἓٻ㞮Ệ⋮ٻṦ
ἓ ٻ㦚 ٻ㑮 ٻ㧞⓪ ٻ₆Ṛ㦚 ٻ㹾Ṧ䞲ٻ
₆Ṛ㦚Ⱖٻ䞾ٻ

㰖

⁞㞷ٻ

Ṗ㧛⁞㞷ٻ

㡗㠛㣿ٻ㤊㩚㧦Ṗٻ㧦☯㹾ٻ㤊㩚㭧ٻᾦ䐋
Ⳋ䠞䀾㏢ٻ㥚⪲⁞ٻ

㌂ἶ⪲ٻ䌖㧎㦮ٻ㔶㼊㠦ٻ㌗䟊⯒ٻ㧛䧞Ệ
⋮ٻ㨂ⶒ㦚ٻ㏦㌗䞮㡂ٻ㤊㩚Ⳋ䠞䀾㏢ٻ䟟

Ṗ㧛⁞㞷ٻ

㩫㻮㦚ٻ㦖ٻἓ㤆ٻ

㧦㩚Ệ㌂ἶٻ㻮Ⰲٻ
㰖㤦⁞ڃ㌂ⰳڄബٻ
㧦㩚Ệ㌂ἶٻ⁞⻢ٻ

㧦㩚Ệٻ㤊㩚㭧ٻ㌂ἶ⪲ٻ䞒䟊㧦ڃ䞒⽊䠮
㧦㦮⺆ ٻڇ⳾ ٻ㤆㧦 ٻ ٻ㧦⎖ ٻ㩲㣎ٻ⯒ڄ
㌂ⰳ䞮Ợ ٻ䞲 ٻἓ㤆ڌڃ㌂ἶ╏ ٻ䞒⽊䠮㧦
Ṗ ٻ㔺㩲⪲ ٻ㰖 䞲 ٻ䡫㌂䞿㦮⁞ ٻ㰖 ٻڄ
⡦⓪ ٻ㧦㩚Ệ ٻ㤊㩚㭧 ٻ㌂ἶ⪲ ٻ䌖㧎㦮ٻ
㔶㼊㠦ٻ㌗䟊⯒ٻ㧛䡖ٻ䢫㩫䕦ἆ⪲⁞⻢ٻ
㦚╊ٻ䞲ٻἓ㤆ٻ

㧦☯㹾ٻ㤊㩚㭧ٻ㟓ὖ㠦㍲ٻ㩫䞲⽋⽊ٻ㤊
㩚㦮ٻ䞒䟊㧦Ṗ♮ٻ㠊ٻ㑮㌂₆ὖ㠦ٻ㔶ἶ
㧦☯㹾ٻ㤊㩚㭧ٻ
 ٻڇἶ㏢ ٻڇἶ❇ ٻ㧊 ٻ㩧㑮♮ἶ ٻ䞒㦮㧦
⽊⽋㤊㩚䞒䟊㥚⪲⁞ ٻṖٻỖ㺆㠦ٻ㦮䟊ٻὋ㏢㩲₆ڃ㟓㔳₆㏢⯒ٻ
䙂䞾 ٻڄ⡦⓪ ٻ₆㏢㥶㡞♲ ٻἓ㤆ڌڃ䣢㦮ٻ
⽊⽋㤊㩚╏ڌٻ䣢㠦ٻ䞲䞮㡂ٻ㰖 ٻڄ

㹾⨟㌂ἶ㑮Ⰲٻ
ٻ䦊㠛㰖㤦⁞ٻ
ڃṲ㧎㡗㠛㣿ٻڇ
ڎ㧒㧊㌗ٻڄ

㧦㩚Ệ㌂ἶٻٻ
㻮Ⰲ㰖㤦⁞ڃ㌂ⰳٻڄ
䞒䟊㧦ٻ╏ⳛڌٻ
Ⱒڋڋڋڇڎ㤦ٻ䞲☚ٻ
㧦㩚Ệ㌂ἶٻ⁞⻢ٻ
Ⱒڋڋڋڇڍ㤦ٻ䞲☚ٻ

Ṗ㧛⁞㞷ٻ

㡗㠛㣿ٻ㤊㩚㧦Ṗٻ㟓ὖ㠦ٻ㩫䞲ٻ㌂ἶ⪲ٻ
䞒⽊䠮㧦☯㹾㠦ٻ㏦䟊⯒ٻ㧛ἶٻ⁎ٻ㤦㌗
䣢⽋㦚 ٻ㰗㩧㩗㧎⳿ ٻ㩗㦒⪲ ٻ㩫゚㠛㼊
㠦㍲ڎ ٻ㧒㧊㌗ ٻἚ㏣䞮㡂 ٻ㑮Ⰲ⯒ ٻ㦖ٻ
ἓ㤆ڋڎڃ㧒㦚 ٻ䞲☚⪲ڎ ٻ㧒㱎 ٻ㑮Ⰲ㧒
䎆ٻ㑮Ⰲڌٻ㧒╏ٻ㧒╏㰖 ٻڄ
ଖ ٻ䞒⽊䠮㧦☯㹾㦮  㩚㏦䟊  ⡦⓪ ڎڃ㧒㧊㌗ڌٻ㧒╏ٻڄ
 㩚☚⋲  㦮 ٻἓ㤆 ٻ㰖 㧒㑮⯒ٻ
Ṗ㧛⁞㞷ٻ
ڋڌ㧒⪲ٻ䞮㡂ڌٻ㧒╏ٻ㧒╏㰖 ٻ
ଖ ٻ䞒⽊䠮㧦☯㹾⓪ ٻ䞒⽊䠮㧦Ṗ ٻ㏢㥶ٻ
⡦⓪Ⰲ ٻ㓺䞮㡂 ٻṲ㧎㧊 ٻ㤊䟟䞮⓪ٻ
㹾⨟㠦ٻ䞲䞾ٻ
ଖ⽊ ٻ䠮㯳ῢ㠦 ٻ₆㨂♲ ٻ䞒⽊䠮㧦☯㹾ٻ
╖ڌ㠦ٻ䞲䞮㡂⽊ٻ㌗䞾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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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㥶ٻ

㰖

⁞㞷ٻ

㠛ⶊ㌗ٻὒ㔺䂮㌂㌗ٻ
⻢⁞゚㣿ٻ

䡫⻫ ٻ㩲ړڑڍ㫆ڃ㠛ⶊ㌗ ٻὒ㔺ബ㭧ὒ㔺ٻ
䂮㌂㌗ڄ㠦⁞⻢ ٻ⯎➆ ٻ䡫 ٻڇ┾ڃ䔏⼚⻫ٻ
Ⱒڋڋڋڇڍ㤦ٻ䞲☚ٻ
㥚㦚 ٻ䙂䞾䞲⁞⻢ ٻ䡫㦖 ٻ㩲㣎ڄ㧊 ٻ䢫
㩫ٻ䕦ἆ♮ٻ㠞㦚ٻἓ㤆ٻ

ڃṖ㫇ڄὒ㔺䂮㌂㌗ٻ
⻢⁞゚㣿ٻ

⽎㧎ٻٻ㟓ὖ㠦ٻ㩫䞲ٻṖ㫇㧊ٻ䡫⻫ٻ㩲
ڑڑڍ㫆ڃὒ㔺䂮㌗ ٻڄ⡦⓪ ٻ㩲ڒڑڍ㫆ڃὒ㔺
䂮㌂ڄ㠦⁞⻢ ٻ⯎➆ ٻ䡫㧊 ٻ䢫㩫 ٻ䕦ἆ♲ٻ
ἓ㤆ٻ

Ⱒڋڋڒ㤦ٻ䞲☚ٻ

ړڌ䢖 ٻ㧊㌗㦚⽊ ٻ㥶䞮ἶ ٻ㧞⓪ ٻῃ⌊ ٻ㏢
㨂 ٻἾ䝚㧻㠦㍲ ٻἾ䝚ἓ₆ ٻ㭧 ٻ䢖㧎㤦
ڄۀۉڪٻۉۄٻۀۇۊڣڃ㦚ٻ䟟䞲ٻἓ㤆ٻ䢖㧎㤦㦚ٻ
䟟䞲⋶ ٻ䎆ڌ ٻṲ㤪 ٻ㧊⌊ ٻڇ┾ڃ㿫䞮⧒
㤊✲゚ ٻ㣿㦖ڎ ٻṲ㤪 ٻ㧊⌊ڄ㠦 ٻ䢖㧎㤦ٻ
䢖㧎㤦゚ٻ㣿ٻ

゚㣿㦒⪲ٻ㔺㩲⪲╊ٻ䞲⁞ٻ㞷㦚ٻ㰖
ڃ㾲㽞ڌٻ䣢䞲ٻ㰖

ٻڇ₪➢₆䢖ٻ㩲㣎ٻڄ

Ṗ㧛⁞㞷ٻ䞲☚ٻ

ٻ

ଖٻ䢖㧎㤦゚ٻ㣿ٻ
ཛٻ㯳㩫㣿ٻ₆⎦䛞ٻῂ㧛゚㣿ٻ
ཛྷٻ㿫䞮Ⱒ㺂゚ٻ㣿ٻ
ཝٻ㿫䞮⧒㤊✲゚ٻ㣿ٻ
Ⰶ⁎ڃٻٻٻ䞒ٻڇ䃦❪䞒ٻڇ䃊䔎゚㣿ٻڄ❇ٻ
ٻ

ړڌ䢖 ٻ㧊㌗㦚⽊ ٻ㥶䞮ἶ ٻ㧞⓪ ٻῃ⌊ ٻ㏢
㨂ٻἾ䝚㧻㠦㍲ٻἾ䝚ἓ₆ٻ㭧ٻ㞢䔎⪲
㓺ٻ⯒ڄێێۊۍۏڼڽۇڜڃ䟟䞲ٻἓ㤆ٻ㞢䔎⪲
㓺⯒ٻ䟟䞲⋶ٻ䎆ڌٻṲ㤪ٻ㧊⌊ٻڇ┾ڃ㿫
䞮⧒㤊✲゚ٻ㣿㦖ڎٻṲ㤪ٻ㧊⌊ڄ㠦ٻ㞢
䔎⪲㓺゚ٻ㣿㦒⪲ٻ㔺㩲⪲╊ٻ䞲⁞ٻ㞷
㞢䔎⪲㓺゚ٻ㣿ٻ

㦚 ٻ㰖

ڃ㾲㽞ڌ ٻ䣢䞲 ٻ㰖

 ٻڇ₪➢₆䢖 ٻṖ㧛⁞㞷ٻ䞲☚ٻ

㩲㣎ٻڄ
ٻ

ଖٻ㞢䔎⪲㓺゚ٻ㣿ٻ
ཛٻ㯳㩫㣿ٻ₆⎦䛞ٻῂ㧛゚㣿ٻ
ཛྷٻ㿫䞮Ⱒ㺂゚ٻ㣿ٻ
ཝٻ㿫䞮⧒㤊✲゚ٻ㣿ٻ
Ⰶ⁎ڃٻٻٻ䞒ٻڇ䃦❪䞒ٻڇ䃊䔎゚㣿ٻڄ❇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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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㧻ⳛٻ

㰖

㌂㥶ٻ

㰖

⁞㞷ٻ

⹒㌂㏢㏷ٻ
⻫⮶゚㣿㏦䟊ٻ

ബ⼖ٻ䢎㌂゚㣿ٻ
⼖ٻڕ䢎㌂⽊㑮㦮ٻ
㏢㏷゚㣿㌆㧛㠦ٻ
₆㦮 ٻ㤦㧎㧊 ٻ⓪♮ ٻ㌂Ị㧊 ٻ㌳䞮㡂 ٻὖ䞲ٻ′䂯㠦ٻٻ
㟓ὖ㠦ٻ㩫䞲ٻ㏢㏷㌂Ị㧊╖ٻ䞲⹒ῃ ⻫ٻ㩫䞲⼖ٻ䢎㌂゚㣿
㤦㠦ٻ㩲₆♮㠊ٻ⁎ٻ㏢㏷㧊ٻ䕦ἆٻڇ㏢㏷ 㦮ٻ䞲☚⌊ٻ㠦㍲ٻ
㌗ ٻ㫆㩫 ٻ⡦⓪ ٻ㏢㏷㌗ ٻ䢪䟊⪲ ٻ㫛⬢♮ 㔺㩲╊ٻ䞲⼖ٻ䢎
㌂⽊ٻ㑮㞷ٻ㭧ٻ㧦
㠞㦚ٻἓ㤆ٻ
₆╊⁞Ⱒڋڌٻ㤦
ଖٻ㏢㏷㦖ٻ㕂 ⼚㦚Ⱖٻ䞮Ⳇ⽊ٻ䠮₆Ṛ 㦚ٻ㽞ὒ䞮⓪⁞ٻ㞷ٻ
㠦ٻ㩲₆♮㠊㟒ٻ䞾ٻ
Ⱒڋڋڐڇڌٻڇ┾ڃ㤦ٻ
ଖ ٻ㡆Ṛ ٻ䞮⋮㦮 ٻ㌂Ị㠦 ٻ㦮䟊 ٻ㩲₆♲ٻ
䞲☚ٻڄ
㏢㏷㠦ٻ䞲䞾ٻ
ബٻ㧎㰖㞷چ㏷╂⬢ٻ
Ⱒڋڋڐٻڕ㤦ٻ䞲☚ٻ

䟟㩫㏢㏷ٻ
⻫⮶゚㣿㏦䟊ٻ

ബ⼖ٻ䢎㌂゚㣿ٻ
⼖ٻڕ䢎㌂⽊㑮㦮ٻ
㏢㏷゚㣿㌆㧛㠦ٻ
⽊䠮₆Ṛ ٻ㭧㠦 ٻ䞒⽊䠮㧦㠦Ợ ٻ㏢㏷㩲
ὖ䞲ٻ′䂯㠦ٻٻ
₆㦮 ٻ㤦㧎㧊 ٻ⓪♮ ٻ㌂Ị㧊 ٻ㌳䞮㡂 ٻ㩫䞲⼖ٻ䢎㌂゚㣿
㟓ὖ㠦 ٻ㩫䞲 ٻ䟟㩫㏢㏷㌂Ị㧊╖ ٻ䞲⹒ 㦮ٻ䞲☚⌊ٻ㠦㍲ٻ
ῃ⻫ٻ㤦㠦ٻ㩲₆♮㠊ٻ⁎ٻ㏢㏷㧊ٻ䕦ἆ ٻڇ㔺㩲╊ٻ䞲⼖ٻ䢎
㏢㏷㌗ ٻ㫆㩫 ٻ⡦⓪ ٻ㏢㏷㌗ ٻ䢪䟊⪲ ٻ㫛 ㌂⽊ٻ㑮㞷ٻ㭧ٻ㧦
₆╊⁞Ⱒڋڌٻ㤦
⬢♮㠞㦚ٻἓ㤆ٻ
㦚ٻ㽞ὒ䞮⓪⁞ٻ㞷ٻ
ଖٻ㏢㏷㦖ٻ㕂 ⼚㦚Ⱖٻ䞮Ⳇ⽊ٻ䠮₆Ṛ
Ⱒڋڋڐڇڌٻڇ┾ڃ㤦ٻ
㠦ٻ㩲₆♮㠊㟒ٻ䞾ٻ
䞲☚ٻڄ
ബٻ㧎㰖㞷چ㏷╂⬢ٻ
Ⱒڋڋڐٻڕ㤦ٻ䞲☚ٻ

⽊䠮₆Ṛ ٻ㭧㠦 ٻ䞒⽊䠮㧦㠦Ợ ٻ㏢㏷㩲

Ἶ䝚㔲㍺ ٻῂ⌊㠦㍲㦮 ٻ㡆㔋 ٻڇἓ₆ ٻڇ㰖☚ٻ
㭧ٻ⡦⓪ٻἾ䝚㔲㍺ٻ㦮ٻ㧻㏢㠦㍲ٻ㌳䞲ٻ
Ἶ䝚㣿䛞㏦䟊ٻ

Ἶ䝚㣿䛞㠦 ٻ㌳₊ ٻ䢪㨂☚⋲㏦䟊 ٻڇἾ䝚

Ṗ㧛⁞㞷ٻ䞲☚ٻ

㺚㦮ٻ䕢㏦㏦䟊ٻ
ଖ⽊ ٻڇ┾ ٻ䠮㯳ῢ㠦 ٻ₆㨂♲ ٻἾ䝚㣿䛞
㠦ٻ䞲䞾ٻ
⽎㧎 ٻ ٻ㟓ὖ㠦 ٻ㩫䞲 ٻṖ㫇㦮 ٻ㧒㌗㌳
䢲⽊ ٻ ٻ䠮㯳ῢ㠦 ٻ₆㨂♲ ٻ㭒䌳㦮 ٻ㏢

Ṗ㫇ٻ㧒㌗㌳䢲㭧ٻٻ
⺆㌗㺛㧚ٻ

ڌ㠋㤦ٻ䞲☚ٻ
ଖڌٻ㌂ἶ╏ٻ
䌖㧎㦮ٻ㔶㼊㦮ٻ㧻䟊╖ڃ㧎ٻڄ⡦⓪ٻ㨂ⶒ
㧦₆╊⁞ٻٻ
㦮ٻ㏦䟊ڄⶒ╖ڃ㠦╖ٻ䞲⮶⻫ٻ㌗⺆ٻ㌗㺛 ╖ٻڕٻ㧎ٻ㠜㦢ٻٻڇ
㧚㦚╊ٻ䞾㦒⪲㖾ٻ㧛㦖ٻ㏦䟊Ṗٻ㌳ Ⱒڋڍٻⶒ╖ٻ㤦ٻ

㥶 ٻڇ㌂㣿 ٻ⡦⓪ ٻὖⰂ⪲ ٻ㧎䞲 ٻ㌂ἶ⪲ٻ

䞲ٻἓ㤆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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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ٻ䠮⁞ ٻ㰖

㩲䞲㌂䟃ٻ

ٻ

ٻڄڌڃٻٻٻٻ㧦☯㹾㌂ἶ⼖ ٻ䢎㌂㍶㧚゚㣿䊡͑͝ 㧦☯㹾㌂ἶ⼖ٻ䢎㌂㍶㧚゚㣿͙ͦ⺇Ⱒ㤦㽞ὒ
Ⱒ⺇ڐڇ㤦䞲☚ٻڄ䔏⼚㟓ὖ㦮ٻἓ㤆ٻỖ㌂㠦ٻ㦮䟊ٻ㟓㔳₆㏢♮ٻ㠞㦒⋮ٻ䞒⽊䠮
㧦Ṗ⻫ٻ㤦㦮ٻ㟓㔳ⳛ⪏㠦⽋ٻ䞮㡂ٻ㩫㔳㨂䕦㦚 ٻ㼃ῂ䞲ٻἓ㤆㠦⓪⽊ٻ㌗䞮
㰖ٻ㞠㔋┞┺ٻډ
ٻ
ٻڄڍڃٻٻٻٻᾦ䐋㌂ἶ㻮Ⰲ㰖㤦⁞ٻڇᾦ䐋㌂ἶ㻮Ⰲ㰖㤦⁞䊡ٻڇᾦ䐋㌂ἶ㻮Ⰲ㰖㤦⁞ڎڃ㻲Ⱒ
㤦㽞ὒڍڇ㻲Ⱒ㤦䞲☚ ٻڇڄ㤊㩚㧦╖ڃ⁞⻢ ٻ㧎 ٻڇڄ㤊㩚㧦 ٻڇڄⶒ╖ڃ⁞⻢ ٻ㧦☯㹾
㌂ἶ⼖ٻ䢎㌂㍶㧚゚㣿䊡ٻڇ㧦☯㹾㌂ἶ⼖ٻ䢎㌂㍶㧚゚㣿͙ͦ⺇Ⱒ㤦㽞ὒⰢ⺇ڐڇ
㤦䞲☚ٻڇڄ㧦㩚Ệ㌂ἶٻ㻮Ⰲ㰖㤦⁞ڃ㌂ⰳڄബ㧦㩚Ệ㌂ἶٻڇ⁞⻢ٻ㠛ⶊ㌗ٻὒ㔺
䂮㌂㌗゚⁞⻢ ٻ㣿ڃ ٻڇṖ㫇ڄὒ㔺䂮㌂㌗゚⁞⻢ ٻ㣿 ٻڇ䢖㧎㤦゚ ٻ㣿 ٻڇ㞢䔎⪲
㓺゚ ٻ㣿 ٻڇἾ䝚㣿䛞㏦䟊⹒ ٻڇ㌂㏢㏷゚⮶⻫ ٻ㣿㏦䟊 ٻڇ䟟㩫㏢㏷゚⮶⻫ ٻ㣿㏦
䟊ٻڇṖ㫇ٻ㧒㌗㌳䢲㭧⺆ٻ㌗㺛㧚ٻ䔏⼚㟓ὖ❇ٻ㦖┺ٻ㑮Ἒ㟓ڃὋ㩲ٻἚ㟓㦚ٻ䙂
䞾ڄ㧊ٻ㼊ἆ♮㠊ٻ㧞⓪ٻἓ㤆ٻڇ㟓ὖ㠦⪖゚ٻ⧒➆ٻ䞮㡂⽊ٻ㌗䞿┞┺ٻډ
ٻ
ٻڄڎڃٻٻٻٻ㹾⨟㌂ἶ㑮Ⰲٻ䦊㠛㰖㤦⁞ڃṲ㧎㡗㠛㣿ڎڇ㧒㧊㌗ٻڄ䔏⼚㟓ὖ㦮ٻἓ㤆㠦⓪⽊ٻ
䠮㯳ῢ㠦ٻ₆㨂♲ٻ㹾⨟╖ڌٻ㠦╖ٻ䟊㍲Ⱒ⽊ٻ㌗㧊ٻṖ⓻䞿┞┺ٻډ
ٻ
ٻڄڏڃٻٻٻٻ䞮⋮㦮ٻ㌗䟊⪲ٻ㧎䞮㡂ٻ䣢㌂Ṗٻ㰖 䞮⓪ٻ䤚㥶㧻䟊⽊䠮⁞㦖ٻ䤚㥶㧻䟊⽊䠮
Ṗ㧛⁞㞷㦚ٻ䞲☚⪲ٻ䞿┞┺ٻډ
ٻ
ٻڄڐڃٻٻٻٻ䣢㌂⓪ٻ㩲ڌ䣢⽊ٻ䠮⬢⯒ٻ㦖➢ٻ䎆ٻ㧊ٻ㌗䛞㦮ٻ㟓ὖ㧊ٻ㩫䞲ٻ㠦ٻ⧒➆ٻ
⽊㧻㦚 ٻ䞿┞┺ ٻډ䣢㌂㦮 ٻ㺛㧚㦖⽊ ٻ䠮㯳ῢ㠦 ٻ₆㨂♲⽊ ٻ䠮₆Ṛ㦮 ٻ㼁⋶㠦ٻ
㔲㧧䞿┞┺ٻڇ┾ٻډ㩲ڌ䣢⽊ٻ䠮⬢⯒⋿ٻ㧛䞮₆ٻ㩚ٻ㌂ἶ㠦╖ٻ䟊㍲⓪⽊ٻ㌗䞮
㰖ٻ㞠㔋┞┺ٻٻډ
ٻ
⽊ ٻڄڑڃٻٻٻٻ䠮⁞㦚 ٻ㰖

䞮㰖 ٻ㞠⓪ ٻ㌂㥶 ٻ❇ ٻ₆䌖 ٻ㎎㩗㧎 ٻ㌂䟃㦖 ٻ₆⽎Ἒ㟓ٻٻ ٻ

㍶䌳Ἒ㟓⌊ٻ㣿㠦⽊ٻ⧒➆ٻ䠮⁞㦮ٻ㰖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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㧊ٻ㩲䞲♶ٻ㑮ٻ㧞㔋┞┺ٻډ

⽊ ٻ䠮⬢ ٻ㌆㿲₆㽞 ٻ ٻὋ㔲㧊㥾ٻ
ٻ

 ٻೖ⽊ ٻ䠮⬢ ٻῂ㎇ٻ
ٻ

⽊䠮Ἒ㟓㧦Ṗ⋿ٻ㧛䞮⓪⽊ٻ䠮⬢⓪⽊ٻ䠮㌂ἶٻ㌳㔲⽊ٻ䠮⁞ٻ㰖

㦚ٻ㥚䞲ٻ㥚䠮ٻ

⽊䠮⬢Ⱒ ٻڇ₆㔲 ٻ䢮 ⁞㦚 ٻ㰖 䞮₆ ٻ㥚䞲 ٻ㩗Ⱃ⽊䠮⬢⽊ ٻڇ䠮䣢㌂㦮 ٻ㌂㠛ἓ゚⯒ٻ
㥚䞲⽊ٻ䠮⬢❇ٻ㦒⪲ٻῂ㎇♿┞┺ٻډ
ٻ
ٻೖٻ㩗㣿㧊㥾ٻ
⽊㧻ٻ㩗㣿㧊㥾㧊⧖ٻښ

ٻ

⽊䠮䣢㌂⓪ٻ㧻⧮㦮⽊ٻ䠮⁞ٻ㰖

㦚゚╖ٻ䞮㡂ٻἚ㟓㧦Ṗ⋿ٻ㧛䞲⽊ٻ䠮⬢⯒ٻ㩗

Ⱃ䟊⽊ٻ◆⓪⚦ٻ䠮⬢⋿ٻ㧛㔲㩦ὒ⽊ٻ䠮⁞ٻ㰖

㔲㩦㠦⓪ٻ㔲㹾Ṗٻ㌳䞮Ợ♿ٻ

┞┺ٻډ㧊ٻ₆Ṛ☯㞞⽊ٻ䠮䣢㌂⓪ٻ㩗Ⱃ♲⁞ٻ㞷㦚ٻ㤊㣿䞶ٻ㑮ٻ㧞㦒⸖⪲ٻ㤊㣿㠦ٻ
➆⧒ٻ₆╖♮⓪ٻ㑮㧋㦚ٻⰂ⹎ٻ㡞㌗䞮㡂ٻ㧒㩫䞲゚ٻ㥾⪲⽊ٻ䠮⬢⯒ٻ䞶㧎䟊ٻ㭒⓪
◆ٻڇ㧊⩂䞲ٻ䞶㧎㥾㦚⽊ٽٻ㧻ٻ㩗㣿㧊㥾ٽ㧊⧒ἶٻ䞿┞┺ٻډ㧒㩗㦒⪲⽊ٻ㧻
ٻ㩗㣿㧊㥾㧊⏨ٻ㦒Ⳋ⽊ٻ䠮⬢⓪⩺⌊ٻṖἶ⌄ٻڇ㦒Ⳋ⽊ٻ䠮⬢⓪ٻ㢂⧒ṧ┞┺ٻډ
ٻٻٻ
Ὃ㔲㧊㥾㧊⧖ٻښ

ٻ

㧊⽊ٻ䠮㠦ٻ㩗㣿♮⓪ٻὋ㔲㧊㥾㦖ٻ㧊⽊ٻ䠮㦮ٻ㌂㠛⻫㍲㠦㍲ٻ㩫䞲⻫ٻ㠦➆ٻ
⧒ ٻ䣢㌂㦮 ٻ㤊㣿㧦㌆㧊㧋⮶ὒ ٻ㣎㰖䚲⁞Ⰲ⯒ ٻṖ㭧䘟‶䞮㡂 ٻ㌆㿲♲ ٻὋ㔲₆
㭖㧊㥾㠦㍲ٻ䟻䤚ٻ㡞㌗㑮㧋❇ٻ㦚ٻἶ⩺䞲ٻ㫆㩫⮶㦚ٻṖṦ䞮㡂ٻἆ㩫䞿┞┺ٻٻډ
ٻ
ٻଖٻ㧊㠦╖ٻ䞲ٻ┺⽊ٻ㧦㎎䞲ٻ㌆㿲⻫㦖ٻ㧎䎆⎍䢞䗮㧊㰖ٻ㌗䛞Ὃ㔲㔺㠦㍲⺆ⶊٻ
╏ ٻ㌒㎇䢪㨂 ٻ㤊㩚㧦⽊䠮 ٻ㞞㩚㤊㩚 ٻ䕢䔎⍞ڄڒډڍڌړڌڃ㦮 ٻ㌂㠛⻫㍲⯒ ٻ㺎
㫆䞮㔲₆ٻډ┺┞⧣ٻ
ٻ

ٻ
㧊⽊ٻ䠮㦮ٻ㩗Ⱃٻ㑲⽊䠮⬢⓪ٻὋ㔲㧊㥾⽊ڃ㧻㎇ٻὋ㔲㧊㥾ฎٻ㩗㣿ڄ㠦ٻ㦮䟊ٻ
㡆☯♮㠊ٻ㩗Ⱃ♮Ⳇ ڍڌٻ⎚ ړڌڋڍٻڇ㤪ٻ䡚㨂ٻ㩗㣿♮⓪ٻ㧊㥾㦖ٻ㡆┾㥚ٻڀڋڍډڍٻⰂ⽋ٻ
㧛┞┺ٻڇ┾ٻډ㾲㩖⽊㯳㧊㥾㦖ٻ㡆┾㥚ٻ⪲ڀڐډڋٻⰂ⽋ٻ㧛┞┺ٻډ
ٻٻٻٻٻ
Ὃ㔲㧊㥾㦖ⰺٻ㤪 ڌٻ㧒ٻ䣢㌂Ṗٻ㩫䞲ٻ㧊㥾⪲ٻ䞮Ⳇⰺٻڇ㤪 ڌٻ㧒䎆ٻ䟊╏㤪Ⱎٻ㰖
Ⱏ⋶ٻ₢㰖 ڌٻṲ㤪Ṛٻ䢫㩫ٻ㩗㣿䞿┞┺ٻډ
ٻ
㾲㩖⽊㯳㧊㥾㧊⧖ٻ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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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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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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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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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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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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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2-212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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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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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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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ㆍ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02-758-4045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ㆍ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702-8500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ㆍ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국번없이) 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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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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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에 대한 위험
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
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4.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
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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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2. 장해: [별표2]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3.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
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
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
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
kr)의 「업무자료/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
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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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
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
니다.
2.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
려주기 위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
결비용 및 계약 관리비용과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
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
(이하「자동차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
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1] 자동차사고 부
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3급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 부
상치료지원금(1~3급)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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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자로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 아래 가.목 내
지 다.목의 사고를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나.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
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
다.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
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
고
<용어풀이>
「자
자동 차 를 운 전 하 던 중 」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비운전자로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 아래 가.목
및 나.목의 사고를 자동차사고라 합니다.
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
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
나.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
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
고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1~3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보험
의 보상처리확인서
2.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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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에
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 견
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3.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 제2호 나.목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
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제4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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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지원금(1~3급)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계
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보험
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
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 보 험 자 의 임 신, 출 산 (제 왕 절 개 를 포 함 합 니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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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
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
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비운전자로 가입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에 발생한 손해
2.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4.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
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5.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한 손해

- 16 -

④ 제3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자동차 손해배상보
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
설기계 및 농업기계
⑤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
단서, 입원 치료 확인 서, 의사 처방 전(처 방 조제
비),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필요시 진
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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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
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
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
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
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
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
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
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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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
연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
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
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
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
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
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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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0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
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 공시이율Ⅴ(이하「공시이
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
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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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환급금의 중도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계약이 유효한 경
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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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
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
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
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
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로 매1
년 단위의 연도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8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
년도는 8월 15일부터 2019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을 말함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
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보험계약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
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30만원 = 50만원

제12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
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
다)부터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제11조(환급금의 중도
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한 금액
을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급금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

- 21 -

후부터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
위 복리 0.5%로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
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
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 따릅니다.
④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여 계
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⑤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만기환
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
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
이율이 0.2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큰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2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제13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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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
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
니다.

제14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
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
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
니다.
제15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
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
인, 기타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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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
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16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
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
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
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
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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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
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
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18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
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2)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
하는 일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
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
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
가용으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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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
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
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
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
한 경우에는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
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험변 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 ]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
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
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26 -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
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변
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
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
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
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
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
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
해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품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물품 배달 업무 중 일반
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
보다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제1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
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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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8조(상해보험계
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
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
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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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
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
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7조(해
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
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
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8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
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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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
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20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
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
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
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
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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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
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
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
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
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
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
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
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
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
합니다.

제2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

- 31 -

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
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
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
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
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
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
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
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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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
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
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
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
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
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
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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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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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
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
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
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
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
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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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
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
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
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
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
은 아닙니다.

제25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적립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
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
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
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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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
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
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
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
는 계약자 사망시점에 지정되어 있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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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
으로 합니다. 다만, 제2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
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계약일 :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개월 11일 = 30세

제27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부분 책임준비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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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8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
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
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
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
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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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제29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
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0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
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
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
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
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
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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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
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
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
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
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
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
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
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
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
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
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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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
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
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
리며, 해지 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
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
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
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
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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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7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
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
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
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
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
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
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
(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
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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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
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3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
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
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
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
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
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
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
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
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
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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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
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
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
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
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
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7조(해지환급
금) 제1항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 제24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
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
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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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
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
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7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
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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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37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
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
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제11
조(환급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에
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
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을 차감하
여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0조(공시
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
로 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
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
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1]참조)에 따릅니다.
③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계
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④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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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
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8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
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1조(보험료
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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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관 분쟁조정 등
제40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
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
급사유가 2018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1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제43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
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
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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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
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
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
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
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5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
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
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
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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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
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
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
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
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
여야 합니다.
제47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
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8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
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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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관련 특별약관
1-1. 상해·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
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사망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
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
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교
통상해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이 경우 제1호의 상해 사망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4.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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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제2호
의 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
다)로 인한 상해를 말합니다.(이하「교통상해」라
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 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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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서「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⑤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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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또는 교
통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
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
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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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 또는 같은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
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⑧ 다른 상해 또는 다른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
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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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고도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
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원
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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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
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한 손해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교통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
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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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해·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사망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
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
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교
통상해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이 경우 제1호의 상해 사망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4.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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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제2호
의 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
다)로 인한 상해를 말합니다.(이하「교통상해」라
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서「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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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⑤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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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또는 교
통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
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
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
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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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같은 상해 또는 같은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
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⑧ 다른 상해 또는 다른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
장해가 이미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
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고도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
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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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원
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
2.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
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5.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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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교통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
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 상해·교통상해 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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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장해지급률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금액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상
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상해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상해 후유장
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제1호
의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교
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
다)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교통상해 후
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에서「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를 말합니다.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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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 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69 -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⑤ 제3항의 건설기계,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또는 교통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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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 또는 같은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
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⑥ 다른 상해 또는 다른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
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
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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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상해 후유
장해보험금은 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교통상해로 인한 교통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원
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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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
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한 손해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고
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 보
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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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해·교통상해 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장해지급률

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금액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상
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상해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상해 후유장
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제1호
의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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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이하「교
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
다)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보험금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교통상해 후
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에서「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를 말합니다.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
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 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 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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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⑤ 제3항의 건설기계,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80
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또는 교통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또는 교통상해 발생일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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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 또는 같은 교통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
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다.
⑥ 다른 상해 또는 다른 교통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
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
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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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
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상해 후유
장해보험금은 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교통상해로 인한 교통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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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원
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
2.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
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5.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고
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교통상해 고도후유장해 보
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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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5. 상해 후유장해(20%이상)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구분

장해지급률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80%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이하「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이라 합니다)

일반후유장해
보험금(20%이상)

20%이상
80%미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
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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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
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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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
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
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
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
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
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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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
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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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신주말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 동 차 사 고 (이 하 「자 동 차 운 전 중 교 통 사
고」라 합니다)
나.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
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
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다.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
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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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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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
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
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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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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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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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
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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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신주말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
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
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
사고」라 합니다)
나.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
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
통사고」라 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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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
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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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1 조 (보 험 금 의 지 급 사 유) 제 1 항 제 1 호 의 ‘사
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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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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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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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
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8. 고속도로 교통상해 사망(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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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고속도로상에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
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
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
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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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③ 제2항에서「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
서 정 한 고 속 국 도 로 서 동 법 제 11 조 에 의 하 여 지
정·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이 때, 동법 제2조에
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주차장, 휴게시설, 통행료
징수시설 등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
물)이 고속국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도 고속도로로 봅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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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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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9. 고속도로 교통상해 사망(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대한
민국내의 고속도로상에서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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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
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
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
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③ 제2항에서「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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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고속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 제1호에
서 정 한 고 속 국 도 로 서 동 법 제 11 조 에 의 하 여 지
정·고시된 도로를 말합니다. 이 때, 동법 제2조에
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주차장, 휴게시설, 통행료
징수시설 등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
물)이 고속국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
도 고속도로로 봅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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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2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0. 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자
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
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
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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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1 조 (보 험 금 의 지 급 사 유) 제 1 항 제 1 호 의 ‘사
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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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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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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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
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 107 -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1.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대중교통 이용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이하「대중교통 이
용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
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
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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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대중교통」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
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③ 제1항의「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
와 같습니다.
1.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운
전을 제외) 교통사고
2. 대 중 교 통 수 단 에 피 보 험 자 가 탑 승 목 적 으 로
승·하차 하던 중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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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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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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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
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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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2.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이하「뺑소니사고 또
는 무보험자동차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사
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
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
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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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지 못하
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
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1 조 (보 험 금 의 지 급 사 유) 제 1 항 제 1 호 의 ‘사
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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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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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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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
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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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3. 골프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골프시설(골
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
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이외의 부속시설 포함,
이하「골프시설」이라 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 포
함)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골프중 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골프중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
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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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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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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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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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
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
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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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자전거 탑승중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전거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자전거 사
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
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
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
기자전거를 말하며,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도 포함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 17항 가.
의 3)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
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
의 차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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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④ 제1항의 "자전거 탑승중"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하
던 중이거나, 운행중의 자전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전거 운전석에 탑승하
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 1 조 (보 험 금 의 지 급 사 유) 제 1 항 제 1 호 의 ‘사
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24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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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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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전거에 탑승(운전을 포함
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나. 자전거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
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
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
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
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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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
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5. 특정여가 활동중 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고로 인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
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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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
(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
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단, 주택은 제외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탈
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
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명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다만,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
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
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 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
다)
나.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
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에 기재
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
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다만, 업무출장 및 업
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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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 에는 보험기
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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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
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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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6. 항공기 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항공기 이용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교통사고(이하「항공기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항공기 이용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항공기 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항공기 탑승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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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
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송업자
가 제공하는 교통승용구에 탑승 중의 교통사고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장해지
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
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
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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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
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고도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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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
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
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
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
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
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고
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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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추가
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
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7. 상해 및 교통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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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
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
다)에 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
외합니다)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사망 유족생
활지원금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
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
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교통상해 사망 유
족생활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제1호의 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를 말합니다.(이하「교통상해」라 합니
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 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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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서「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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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⑤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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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④ 보험수익자가 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 또는 교통
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
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원
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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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
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한 손해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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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상해 및 교통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으로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
다)에 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
외합니다)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사망 유족생
활지원금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
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
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교통상해 사망 유
족생활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제1호의 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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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2호에서「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를 말합니다.(이하「교통상해」라 합니
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2항에서「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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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⑤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
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
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
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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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④ 보험수익자가 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 또는 교통
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
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를 원
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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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
2.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
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
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3.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4.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
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5.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해 사망 유족생활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
지 않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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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9.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상해 고도장
해(8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
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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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
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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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
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
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
를 포함합니다),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상해 고도장해(80%
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
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
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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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고
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0.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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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
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
니다) 에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으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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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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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교통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
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미 지
급받은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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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를 포함합니다),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
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교
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
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
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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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
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1.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
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
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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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
로 합니다) 에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
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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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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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교통
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
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미 지
급받은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를 포함합니다),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
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이 지
- 158 -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교
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교통상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
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
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
해 고도장해(8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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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2.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상해 중증장
해(50%이상)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
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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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
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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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
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상
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
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
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
를 포함합니다),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
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상해 중증장해(50%
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
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
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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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중
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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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
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
니다) 에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으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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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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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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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교통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
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미 지
급받은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를 포함합니다),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
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교
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생활자
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
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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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
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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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월지급형)(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
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
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
로 합니다) 에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
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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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
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
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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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
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
을 결정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
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
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
에 대하여는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
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
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교통
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받은 동일
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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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받은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차
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
장해를 포함합니다),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
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이 지
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교
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에서 이를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⑧ 보험수익자가 교통상해 중증장해(50%이상)생활자
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
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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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
해 중증장해(50%이상)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5. 상해4대(시각,청각,언어,안면)장애(1,2급)
생활자금(월지급형)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 험 기 간 (이 하 「보 험 기 간」 이 라 합 니 다) 중 상 해
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
행규칙' 제2조([별표3] 참조)의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중 1급 또는 2급 장애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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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상해관련2] 참조) 하나 이상의 장애(이하「상
해4대장애」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고, 1
급 또는 2급 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
애인, 안면장애인을 말합니다. [별표-상해관련3] 참
조)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험증
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상
해4대장애(1,2급)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상해4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
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
의 장애로 인한 상해4대장애(1,2급) 생활자금만을 지
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발생하였
지만 보험기간 내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 시기 ([별
표4] 참조)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
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를 적용합니다.
②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2종류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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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조정된 장애등급 ([별표5] 참조)에 해당되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이하「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등급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
급 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
부를 판정합니다.
⑤ 보험수익자가 상해4대장애(1,2급) 생활자금을 일시
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
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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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2. 피보험자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 및 이에 근
거한 상병
3. 피보험자의 출생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장애발생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4
대장애(1,2급)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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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상해4대(시각,청각,언어,안면)장애(1,2,3급)
생활자금(월지급형)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 험 기 간 (이 하 「보 험 기 간」 이 라 합 니 다) 중 상 해
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
행규칙' 제2조([별표3] 참조)의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중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에 해당
되는([별표-상해관련2] 참조) 하나 이상의 장애(이하
「상해4대장애」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
고, 1급, 2급 또는 3급 장애인(시각장애인, 청각장애
인, 언어장애인, 안면장애인을 말합니다. [별표-상해
관련3] 참조)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
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
다)에 상해4대장애(1,2,3급)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상해4대장애 중 동
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
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상해4대장애(1,2,3급) 생활
자금만을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발생하였
지만 보험기간 내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 시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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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참조)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
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를 적용합니다.
②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2종류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시 상
향조정된 장애등급 ([별표5] 참조)에 해당되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이하「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등급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
급 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
부를 판정합니다.
⑤ 보험수익자가 상해4대장애(1,2,3급) 생활자금을 일
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
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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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2. 피보험자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 및 이에 근
거한 상병
3. 피보험자의 출생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장애발생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4
대장애(1,2,3급)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79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7. 상해지체장애(1,2급)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 험 기 간 (이 하 「보 험 기 간」 이 라 합 니 다) 중 상 해
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
행규칙' 제2조([별표3] 참조)의 1급 또는 2급 장애에
해 당 되 는 ([별 표-상 해 관 련 4] 참 조) 지 체 장 애 (이 하
「상해지체장애」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
고, 1급 또는 2급 지체장애인([별표-상해관련5] 참조)
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보험증권
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 상해지
체장애(1,2급)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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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발생하였
지만 보험기간 내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 시기 ([별
표4] 참조)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
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를 적용합니다.
②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2종류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시 상
향조정된 장애등급 ([별표5] 참조)에 해당되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이하「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등급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
급 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
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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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험수익자가 상해지체장애(1,2급) 생활자금을 일
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
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
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2. 피보험자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 및 이에 근
거한 상병
3. 피보험자의 출생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장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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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지
체장애(1,2급)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8. 상해지체장애(1,2,3급) 생활자금(월지급형)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 험 기 간 (이 하 「보 험 기 간」 이 라 합 니 다) 중 상 해
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시
행규칙' 제2조([별표3] 참조)의 1급, 2급 또는 3급 장
애에 해당되는([별표-상해관련4] 참조) 지체장애(이
하「상해지체장애」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
하고, 1급, 2급 또는 3급 지체장애인([별표-상해관련
5] 참조)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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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에 상해지체장애(1,2,3급) 생활자금으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제1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발생하였
지만 보험기간 내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 시기 ([별
표4] 참조)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
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를 적용합니다.
②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2종류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시 상
향조정된 장애등급 ([별표5] 참조)에 해당되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
기준」이「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이하「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등급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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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등
급 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
부를 판정합니다.
⑤ 보험수익자가 상해지체장애(1,2,3급) 생활자금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
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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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 및 이에 근
거한 상병
3. 피보험자의 출생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장애발생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지
체장애(1,2,3급) 생활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9.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 186 -

정한 사고(이하「자동차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1] 자동
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
등급

지급
금액

상해
등급

지급
금액

상해
등급

지급
금액

1급

1,000만원

4급

300만원

7급

40만원

2급

600만원

5급

150만원

8~11급

20만원

3급

400만원

6급

80만원

12~14급

10만원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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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ㄱ)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
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
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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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
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 (ㄴ)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
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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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
에 정한 사고(이하「자동차사고」라 합니다)로 인
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1] 자
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
우 아래의 금액을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으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Ⅱ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상해
등급

지급
금액

상해
등급

지급
금액

상해
등급

지급
금액

1급

1,000만원

4급

300만원

7급

40만원

2급

600만원

5급

150만원

8~11급

20만원

3급

400만원

6급

80만원

12~14급

10만원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 190 -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ㄱ)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
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
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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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
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 (ㄴ)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
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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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자동차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1] 자동
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 부상치
료지원금C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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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ㄱ)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
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
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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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
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 (ㄴ)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
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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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자동차사고 부상치료지원금C(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
에 정한 사고(이하「자동차사고」라 합니다)로 인
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1] 자
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
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지원금C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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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ㄱ)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
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
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ㄴ)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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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 (ㄴ)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
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3.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원금(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와 그 가
족이 자동차에 동승 중에 아래에 정한 자동차사고
(이하「자동차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
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1] 자동차사고 부
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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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께 받은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에 따라 아래
의 금액을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
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상해등급

지급금액

상해등급

지급금액

1~3급

50만원

7~9급

20만원

4~6급

30만원

10~11급

10만원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용어풀이>
「자
자동 차 를 운 전 하 던 중 」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 동승 자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
원금은 매사고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부상자별로
각각 지급하지 않고 1회 사고당 1회의 가족 동승 자
동차사고 부상(1~11급) 치료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보상예시>
피보험자가 배우자, 딸과 자동차에 동승 중에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
우
상해등급

지급기준
상해등급

지급금액

피보험자 1급, 배우자 1급, 딸 14급

1급

50만원

피보험자 12급, 배우자 4급, 딸 부상없음

4급

30만원

피보험자 부상없음, 배우자 4급, 딸 14급

미해당

-

피보험자 12급, 배우자 14급, 딸 14급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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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3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가족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2. 피보험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3.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4.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
자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6. 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와 가족간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
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200 -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피보험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ㄱ)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
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
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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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
함)
4.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등. 단, 사실혼 관계의 경우 가족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족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 (ㄴ)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
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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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4.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
비(운전자용)(이하「첩약 한방치료비」라 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비(운전자용)
(이하「약침 한방치료비」라 합니다) 및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운전자용)
(이하「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라 합니다)의
총 3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사
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
련1]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아래에 정한 보상한
도(이하「보상한도」라 합니다) 내에서 아래에 정
한 금액을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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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첩약 한방치료비 :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
의원(이하「한방의료기관」이라 합니다)에서 첩
약치료를 받은 경우
2. 약침 한방치료비 : 피보험자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
3.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 피보험자가 한방
의료기관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
우
구분

지급금액

보상한도

첩약 한방치료비

사고당 3회

첩약치료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약침 한방치료비

사고당 5회

약침치료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사고당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 1회당 보험증
권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가
입금액

② 제1항에서 자동차사고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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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
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④ 제3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 제1호의 첩약치료는 하루에 한 곳의 한방의료
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를 1회의 첩약치료로 합
니다. 이 때 1회에 21첩 이상을 처방 받은 경우에는
아래 첩약 횟수의 계산을 따릅니다. 첩약이 탕약형
태가 아닌 환 등의 고형성분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탕약 1첩에 준하는 분량을 1첩으로 적용합니다.
<첩약 횟수의 계산>
구분

횟수

1 ~ 20첩

1회

21 ~ 40첩

2회

41첩 이상

3회

⑥ 제1항 제2호의 약침치료는 하루에 한 곳의 한방의료
기관에서 2회 이상의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
의 약침치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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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 제3호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는 하루에 한
곳의 한방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의 특정한방물리요
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
료로 봅니다.
⑧ 제1항의 경우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의 세부보장별 지급사유가 1회 이상 발생
하고 해당 세부보장의 보상한도가 남은 상태에서 보
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까지 잔여 보상한도에 대해 계속 보장합니다.

제3조 (법령 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① 제4조(첩약, 약침 및 특정한방물리요법의 정의)에
의한 첩약 또는 약침의 정의 및 제6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가 법령(「한의약육성법」,「약사법」,「의료
법」,「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표」및 관련 법령을 말하며, 이하 「법령」이라 합
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첩약치료 또
는 약침치료를 행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첩약 또는
약침에 관련된 조항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첩약 또는
약침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
는 변경 직전의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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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첩약, 약침 및 특정한방물리요법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첩약」이라 함은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이하 「한의사」라 합니다)의 관리하에 치
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한의사
의 처방에 따라 「한의약육성법 제2조」에서 정한
한약 또는 한약재 및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한 한
약을 원료로 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
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동 조항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
격)」에서 정한 탕전실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에서
조제된 한의약품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약침」이라 함은 한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한의사
에 의하여 행해지는 순수 한약재 등에서 추출∙정제∙
희석∙혼합 또는 융합한 약물을 주입기로 일정량 주
입하는 한방의료행위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행위 급
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행위
비급여목록)」에서 정하는 약침술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특정한방물리요법」이라 함은 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한방물리요법 중 한의사에 의하여 행
해지는 추나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
파요법, 경근초음파요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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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방물리요법의 정의>

추나요법

시술자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나 보조기구 등을
이용한 각종 추나수기법으로 환자의 신체표면에 자극
을 가하여, 신체 내외부의 근육/인대/관절/신경체계
를 조절하거나 왜곡된 골격구조를 교정함으로써 질병
을 치료하는 한의학 치료기술

경피전기
자극요법

경피전기자극치료기기의 전극을 통하여 인체 경피에
저주파 전기자극(전류)을 가하여, 질병 및 일체의 통
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

경근간섭
저주파요법

간섭파치료기를 이용해 인체의 특정 경근에 전류를 가
하여,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

경근초음파
요법

경근초음파기기를 이용해 인체의 특정 혈위 및 경근에
초음파 에너지를 가하여, 초음파에 의한 물리적 자극
이 필요한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

제5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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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첩약 한방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한약
제제 급여목록표)」에 기재된 한약제제만으로 처
방된 경우
2.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첩약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약침 한방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
대가치점수 제1편(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
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
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4장(한방 시술 및 처치
료)」에 해당하는 침술로만 치료가 행해진 경우
2.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약침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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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ㄱ)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
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
(ㄴ)

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다. 한방치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필요시 진
료기록부 등
라.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
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 (ㄴ)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
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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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5.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첩약 한방치료
비(비운전자용)(이하「첩약 한방치료비」라 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1~6급) 약침 한방치료비(비운전자
용)(이하「약침 한방치료비」라 합니다) 및 자동차사
고 부상(1~6급)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비운전
자용)(이하「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라 합니
다)의 총 3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
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
해관련1]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등
급 중 1~6급을 받은 후, 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아래에 정한 보
상한도(이하「보상한도」라 합니다) 내에서 아래에
정한 금액을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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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첩약 한방치료비 :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
의원(이하「한방의료기관」이라 합니다)에서 첩
약치료를 받은 경우
2. 약침 한방치료비 : 피보험자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
3.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 피보험자가 한방
의료기관에서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
우
구분

지급금액

보상한도

첩약 한방치료비

사고당 3회

첩약치료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약침 한방치료비

사고당 5회

약침치료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특정한방물리요법
한방치료비

사고당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 1회당 보험증
권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가
입금액

② 제1항에서 자동차사고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를
말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③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212 -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
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④ 제3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 제1호의 첩약치료는 하루에 한 곳의 한방의료
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를 1회의 첩약치료로 합
니다. 이 때 1회에 21첩 이상을 처방 받은 경우에는
아래 첩약 횟수의 계산을 따릅니다. 첩약이 탕약형
태가 아닌 환 등의 고형성분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탕약 1첩에 준하는 분량을 1첩으로 적용합니다.
<첩약 횟수의 계산>
구분

횟수

1 ~ 20첩

1회

21 ~ 40첩

2회

41첩 이상

3회

⑥ 제1항 제2호의 약침치료는 하루에 한 곳의 한방의료
기관에서 2회 이상의 약침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
의 약침치료로 봅니다.
⑦ 제1항 제3호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는 하루에 한
곳의 한방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의 특정한방물리요
법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
료로 봅니다.
⑧ 제1항의 경우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 부상(1~6급)
한방치료비의 세부보장별 지급사유가 1회 이상 발생
하고 해당 세부보장의 보상한도가 남은 상태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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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까지 잔여 보상한도에 대해 계속 보장합니다.

제3조 (법령 개정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
① 제4조(첩약, 약침 및 특정한방물리요법의 정의)에
의한 첩약 또는 약침의 정의 및 제6조(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가 법령(「한의약육성법」,「약사법」,「의료
법」,「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표」및 관련 법령을 말하며, 이하 「법령」이라 합
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첩약치료 또
는 약침치료를 행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첩약 또는
약침에 관련된 조항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첩약 또는
약침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
는 변경 직전의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
합니다.
제4조 (첩약, 약침 및 특정한방물리요법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첩약」이라 함은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이하 「한의사」라 합니다)의 관리하에 치
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한의사
의 처방에 따라 「한의약육성법 제2조」에서 정한
한약 또는 한약재 및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한 한
약을 원료로 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
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3(의료기관의 종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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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및 「동 조항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
격)」에서 정한 탕전실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에서
조제된 한의약품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약침」이라 함은 한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한의사
에 의하여 행해지는 순수 한약재 등에서 추출∙정제∙
희석∙혼합 또는 융합한 약물을 주입기로 일정량 주
입하는 한방의료행위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행위 급
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행위
비급여목록)」에서 정하는 약침술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특정한방물리요법」이라 함은 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한방물리요법 중 한의사에 의하여 행
해지는 추나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
파요법, 경근초음파요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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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방물리요법의 정의>

추나요법

시술자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나 보조기구 등을
이용한 각종 추나수기법으로 환자의 신체표면에 자극
을 가하여, 신체 내외부의 근육/인대/관절/신경체계
를 조절하거나 왜곡된 골격구조를 교정함으로써 질병
을 치료하는 한의학 치료기술

경피전기
자극요법

경피전기자극치료기기의 전극을 통하여 인체 경피에
저주파 전기자극(전류)을 가하여, 질병 및 일체의 통
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

경근간섭
저주파요법

간섭파치료기를 이용해 인체의 특정 경근에 전류를 가
하여,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

경근초음파
요법

경근초음파기기를 이용해 인체의 특정 혈위 및 경근에
초음파 에너지를 가하여, 초음파에 의한 물리적 자극
이 필요한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기술

제5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216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첩약 한방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한약
제제 급여목록표)」에 기재된 한약제제만으로 처
방된 경우
2.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첩약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약침 한방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
대가치점수 제1편(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
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
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4장(한방 시술 및 처치
료)」에 해당하는 침술로만 치료가 행해진 경우
2.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약침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 217 -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ㄱ)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
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
(ㄴ)

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다. 한방치료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필요시 진
료기록부 등
라.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
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 (ㄴ)의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
는 서류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218 -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6.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
6]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
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골절 진단비(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
외)는 매사고 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
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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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7. 5대골절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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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대골절 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5대골절」이
라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5대골절 진단비는 매사고 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
의 5대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
상합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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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8. 상해 골절·5대골절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상해 골절 수술비」및「5대골절 수술
비」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
8] 골절 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골절」이라 합니
다)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 골절 수술비 세부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골절 수술비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
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7] 5대골절 분류표
에 정한 골절(이하「5대골절」이라 합니다)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
험증권에 기재된 5대골절 수술비 세부보장의 보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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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액을 5대골절 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③ 제1항의 상해 골절 수술비 및 제2항의 5대골절 수술
비는 매사고 마다 각각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별로 각각 1
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골절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
리 하에 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
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 작 을 가 하 는 것 을 포 함 합 니 다. 또 한 레 이 저
(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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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
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
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
격파 쇄석술 등)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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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9. 화상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
9]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이하「화상」이라 합
니다)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 진단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화상」이라 함은 [별표-상해관련9]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
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 225 -

③ 제1항의 화상 진단비는 매사고마다 지급합니다. 다
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
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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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40. 화상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
9]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이하「화상」이라 합니
다)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 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상해관련9] 화상 분류
표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화상 수술비는 매사고 마다 지급합니다. 다
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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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
에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
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 작 을 가 하 는 것 을 포 함 합 니 다. 또 한 레 이 저
(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
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
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
격파 쇄석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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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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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41. 뇌·내장손상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 험 기 간 (이 하 「보 험 기 간」 이 라 합 니 다) 중
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그날을 포
함 하 여 180 일 이 내 에 아 래 에 정 한 상 태 (이 하
「뇌·내장손상」이라 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에
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내장손상 수술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뇌손상 :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손상([별표-상해관련10]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
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
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상해관련10] 참
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흉(開胸) 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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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 「개두(開頭)수술」: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개흉(開胸)수술」: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격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
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
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복(開腹)수술」: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
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
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
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
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뇌·내장손상 수술
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
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
하며, 신생아에게 적용하는 질병분류번호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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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
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 작 을 가 하 는 것 을 포 함 합 니 다. 또 한 레 이 저
(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
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
사(腹腔鏡檢査)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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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
격파 쇄석술 등)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
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
을 한 경우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내
장손상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
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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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42.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 험 기 간 (이 하 「보 험 기 간」 이 라 합 니 다) 중
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180일 이내에 아래에 정한 상태(이하「중대
한 특정상해」이라 합니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
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뇌손상 :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손상([별표-상해관련11]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 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
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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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상해관련11] 참
조)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 수술을 받은 경우
<용어풀이>
• 「개두(開頭)수술」: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개흉(開胸)수술」: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격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
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
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개복(開腹)수술」: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
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
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
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
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해 중대한 특정상해 수
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
지 사유에 의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 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
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
하며, 신생아에게 적용하는 질병분류번호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
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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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
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
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 작 을 가 하 는 것 을 포 함 합 니 다. 또 한 레 이 저
(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
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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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
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
격파 쇄석술 등)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2.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
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
을 한 경우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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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은 제외합니다.

1-43.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238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
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장
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일당(1일
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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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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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15일한도)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다만,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의 지
급일수는 1회 입원당 15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
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5일한도)을
계속 보장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일당(1일
이상, 15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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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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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45.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1일이상 계속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
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
다.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
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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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상해 중환자실 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장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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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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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자가용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
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
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
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
이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교통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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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
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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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장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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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47.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비운전자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
에 정한 사고(이하「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
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
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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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
이상)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교통
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
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터, 모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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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2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④ 제2항의 건설기계, 제3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
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
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
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⑦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을 계속
보장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교통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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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252 -

1-48.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
에 정한 사고(이하「자동차사고」라 합니다)를 직
접적인 원인으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치아보
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
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으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별
표-상해관련1]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5
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
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을 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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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서 치아보철치료라 함은 치아의 일부분이 없
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체하여 주는
치료방법으로 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및 임플란
트 등을 말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제4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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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2. 피보험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손해
제4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ㄱ)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
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
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ㄴ) 진단서
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
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 나.목 (ㄴ)의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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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49. 운전중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
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
하「사고」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
니다)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
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
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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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자
자동 차 를 운 전 하 던 중 」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제1항에서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3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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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
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 작 을 가 하 는 것 을 포 함 합 니 다. 또 한 레 이 저
(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
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
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
격파 쇄석술 등)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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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
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
던 중 발생한 사고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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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50.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
과로써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
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이하「상해흉터복원」이라 합니다)을 목
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
터 성형수술(단,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
우 부득이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
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구분

안면부

상지·하지

지급액

수술 1cm당 14만원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서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
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는 하나
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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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용 어 풀 이>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
부 등은 제외합니다.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
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 작 을 가 하 는 것 을 포 함 합 니 다. 또 한 레 이 저
(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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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
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
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
격파 쇄석술 등)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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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51. 안면부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상
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
로써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이하
「안면부 상해흉터복원」이라 합니다)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안면
부에 5cm이상의 성형수술(단, 사고발생시점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
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
한 금액을 안면부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로 보
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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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금액

안면부 5cm이상 성형수술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안면부 10cm이상 성형수술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수술길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예시>
(기준 :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안면부의
성형수술길이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보험금

13cm

5cm이상 성형수술,
10cm이상 성형수술
모두에 해당

안면부 5cm이상 성형수술비
+ 안면부 10cm이상 성형수술비
= 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7cm

5cm이상 성형수술에
해당

5cm이상 성형수술비
= 50만원

② 제1항에서 정한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
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④ 제1항의 안면부 상해흉터복원(성형) 수술비는 매사
고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
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
해서만 지급합니다.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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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 작 을 가 하 는 것 을 포 함 합 니 다. 또 한 레 이 저
(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
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
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
격파 쇄석술 등)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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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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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
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중대 화상·부식(화학약품 등
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을 중대 화상·부식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2조 (중대 화상·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중대 화상·부식(화학
약 품 등 에 의 한 피 부 손 상)」 이 라 함 은 "9 의 법 칙
(The 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
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
체 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
(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
니다.
② 제1항에서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과 같이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경우에도 이를 인정합니다.
③ 「중 대 화 상·부 식 (화 학 약 품 등 에 의 한 피 부 손
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및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
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
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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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또한, 회사가「중대 화상·부식(화학약품 등
에 의한 피부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 화
상·부식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68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53. 상해 입원·통원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
및 「상해 통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의 총 2개
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2일이
상 입원하여 「수술」(이하 「상해 입원 수술」이라
합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입원 수술비(당일입원 제외)(이하「상해 입원 수술
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당일입원하여 수술하는 경우는 상해 입원 수술비를
보상하지 않고 제2항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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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거나 당일
입원하여 「수술」(이하 「상해 통원 수술」이라 합
니다)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
된 이 특별약관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통
원 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이하「상해 통원 수술
비」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
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입원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
류의 상해 입원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
의 상해 입원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 통원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
류의 상해 통원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
의 상해 통원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 및 외래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외래」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
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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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
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 작 을 가 하 는 것 을 포 함 합 니 다. 또 한 레 이 저
(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
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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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
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
격파 쇄석술 등)

제5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 입원 수술비
또는 상해 통원 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
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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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
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
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
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 라 요 양 급 여 에 해 당 하 는 ‘여 성 형 유 방
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
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
술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
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
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
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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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은 제외합니다.

1-54. 강력범죄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일
상생활 중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위로금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하는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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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
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
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합니
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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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
2.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
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
변 중에 생긴 손해
5.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
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법원
의 판결문 또는 검찰의 공소장, 검찰청에서 발행
한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죄명 및 피의자와 피보
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3. 사고증명서(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 진료비계
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
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
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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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3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야 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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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특정소화기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특정소화기질환 관혈수술비」,「특정
소화기질환 비관혈수술비」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특정소화기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비관혈수
술, 관혈수술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
재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소화
기질환 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만, 1회의 수술 중 비관혈수술과 관혈수술이 동시에
행해진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비관혈수술」은「내시경수술」,「카테
터수술」,「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1.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
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
접적 인 치료 목적 의 수술 행위 를 말 합니 다. 단,
「대뇌내시경」,「복강경하수술」,「흉강경하
수술」은 제외합니다.
2.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
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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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도관을 이용한 약물
주입」과「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3.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신
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특정
소화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단, 수술
에 해당하지 않는「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사
성물질 주입」과「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
합니다.
③ 제1항의 「관혈수술」이라 함은 제2항의 「비관혈
수술」 이외의 수술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
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복강경하수술」,「흉강경하수
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상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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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정소화기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소화기질환」이라 함은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관련1]
특정소화기질환 분류표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
다.
② 「특정소화기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특정소화기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특정소화기질환」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
(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
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 작 을 가 하 는 것 을 포 함 합 니 다. 또 한 레 이 저
(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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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
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
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
격파 쇄석술 등)

제6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
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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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의 용종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의 내시경적
절제술

제8조 (보험금 지급 후 보험료 납입)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9조(특별약관
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세부보장이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된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 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소멸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
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9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
소화기질환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
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세부보장별로 소멸되며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세부보장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특정소화기질환 관혈수술
비」, 「특정소화기질환 비관혈수술비」를 각 1회
씩 총 2회 지급한 때에는 최종 수술비에 대한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
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 282 -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은 제외합니다.

2-2. 특정신장·방광질환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특정신장·방광질환 관혈수술비」,
「특정신장·방광질환 비관혈수술비」의 총 2개의 세
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특정신장·방광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비관
혈수술, 관혈수술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
에 기재된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
신장·방광질환 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
니다. 다만, 1회의 수술 중 비관혈수술과 관혈수술
이 동시에 행해진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만 지급합니
다.
② 제1항의 「비관혈수술」은「내시경수술」,「카테
터수술」,「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1.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
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
접적 인 치료 목적 의 수술 행위 를 말 합니 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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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내시경」,「복강경하수술」,「흉강경하
수술」은 제외합니다.
2.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
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
하는 직접적인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도관을 이용한 약물
주입」과「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3.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가족부에 신
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특정
신장·방광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단, 수
술에 해당하지 않는「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
사성물질 주입」과「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
외합니다.
③ 제1항의 「관혈수술」이라 함은 제2항의 「비관혈
수술」 이외의 수술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
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복강경하수술」,「흉강경하수
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상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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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정신장·방광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신장·방광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질병관련
2] 특정신장·방광질환 분류표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특정신장·방광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
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특정신장·방광질환」으로 치료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
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특정신장·방광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 체 (生 體) 에 절 단 (切 斷, 특 정 부 위 를 잘 라 내 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 작 을 가 하 는 것 을 포 함 합 니 다. 또 한 레 이 저
(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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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
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
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
격파 쇄석술 등)

제6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
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 후 보험료 납입)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8조(특별약관
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세부보장이 소멸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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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 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소멸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
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
신장·방광질환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세부보장별로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세부보장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특정신장·방광질환 관혈수
술비」, 「특정신장·방광질환 비관혈수술비」를
각 1회씩 총 2회 지급한 때에는 최종 수술비에 대한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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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및 제12조(만기환급
금의 지급) 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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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3-1. 응급실내원 진료비 특별약관
제1조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및「응급
실내원 진료비(비응급)」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응급실
내원 진료비(응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
다. 이 때 피보험자가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거나 외
부에서 전원하여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
에 내원한 경우에도 보장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비응급환자」
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
급실 내원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해
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응급실내원 진료비(비
응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피보
험자가 외부에서 전원하여 「비응급환자」에 해당
되어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에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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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응급실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
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
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
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
급의료시설을 말합니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5조 (응급환자, 비응급환자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
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상해및질병관련
1] 참조) 또는「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
이 있는 자(이하「응급환자」라 합니다)를 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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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특별약관에서 「비응급환자」라 함은 응급환자
에 해 당 되 지 않 으 나 한 국 표 준 질 병·사 인 분 류 상
A00~Y98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
인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이하「비
응급환자」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이 아닌 곳에
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자는「응급환
자」 및 「비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
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또는 응급실
내원 진료비(비응급)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
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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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응
급실내원 진료비(비응급)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 보 험 자 의 치 매 를 제 외 한 정 신 적 기 능 장 해
(F04~F99), 선천성 뇌질환(Q00~Q04) 및 심신상실
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
용
3.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검사, 예방
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등으로 인한 경우
4.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
기로 인한 경우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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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은 제외합니다.

3-2.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깁스(Cast)치료」(이하「깁
스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매사고 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의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는 매사고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
치료를 2회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
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
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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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깁스(Cast)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깁스(Cast)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깁스(Cast)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
(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
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부목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
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 할 부분의 일측
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
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
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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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
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3-3.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운전자 관절증(엉덩,무
릎)(이하「관절증」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절증 수술을 받
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운전자 관절증(엉덩,
무릎) 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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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관절증」이라 함은 [별표-상해및질병관
련2] 관절증 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
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
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관절증」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
의 관리 하에「관절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
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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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작 을 가 하 는 것 을 포 함 합 니 다. 또 한 레 이 저
(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
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
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체외 충
격파 쇄석술 등)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
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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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
용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운전자
관절증(엉덩,무릎)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 298 -

4. 비용손해 관련 특별약관
4-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
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로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하「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합니
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자동차관
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
던 중 발생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
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
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별표-상해
관련1]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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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
우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상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
우, 회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
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상응
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자에서 피보험자의 부모, 배
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④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000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 이상 70일 미만

70일 이상 140일 미만

140일 이상

진단시

진단시

진단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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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000만원
⑥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비용관련1] 참
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
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
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
다.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5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⑨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
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
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
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
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⑩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
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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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
사합의서(단,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
장
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
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⑪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
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
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⑫ 제11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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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
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때
제4조 (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
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
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
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
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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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
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2.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
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로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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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지원금Ⅱ(이하「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합
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는 제외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
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
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별표-상해
관련1]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
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
우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
우, 회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
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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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상응
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자에서 피보험자의 부모, 배
우자 및 자녀는 제외됩니다.
④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5,000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시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

140일 이상
진단시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5,000만원
⑥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비용관련1] 참
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
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
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아
니합니다.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5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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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
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
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
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
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⑩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
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
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
장
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
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⑪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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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
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
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⑫ 제11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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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
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때

제4조 (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
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
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
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
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
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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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3.
교통사고처리지원금(3천만원초과,2천만원한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
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로 타인(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초과,2천만원한도)(이하「교
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
게 지급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70일(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
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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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
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별표-상해
관련1]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
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
우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
우, 회사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
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상응
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자에서 피보험자의 부모, 배
우자 및 자녀는 제외됩니다.
④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2,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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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제2호의 경우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시

140일 이상
진단시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만원 한도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00만원 한도

3. 제1항 제3호의 경우 :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2,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 예시>
① 피해자가 70일 이상 140일 미만 진단을 받은 경우
1. 형사합의금이 1,500만원인 경우
: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급금액 없음
2. 형사합의금이 3,500만원인 경우
: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 지급(1,000만원 한도)
②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1. 형사합의금이 4,000만원인 경우
: 3,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 지급(2,000만원 한도)
2. 형사합의금이 6,000만원인 경우
: 3,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 지급(2,000만원 한도)

⑥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비용관련1] 참
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
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운전중 교통
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
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아
니합니다.
⑧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5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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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
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
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
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
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⑩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
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
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
장
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
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⑪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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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
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
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⑫ 제11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 (이
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
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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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
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때

제4조 (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
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
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
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
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
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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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4. 운전자 벌금(대인)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
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을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벌금액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
판결이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합니다.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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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
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항의 벌금형 확정의 이유
가 아래의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3
항의「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
제계약을 포함)」에는「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또한 포함됩니다.
1.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된 경우
2.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
련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도로 교통 법 제 151조(벌 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
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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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5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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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
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
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5. 운전자 벌금(대물)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벌금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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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 교통 법 제 151조(벌 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
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벌금액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
판결이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합니다.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
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
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제1항의 벌금형 확정의 이유
가 아래의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3
항의「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
제계약을 포함)」에는「자동차 운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
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보장하는
계약」또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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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된 경우
2. 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
련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5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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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
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
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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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6.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Ⅱ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
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에는 변호
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하「변호사
선임비용」이라 합니다)을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
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
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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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
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
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제3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
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
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
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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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
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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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
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
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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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5백만원초과,5백만원한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
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에는 변호
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하「변호사
선임비용」이라 합니다)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초과한 금액을 1사고마다 5백만원 한도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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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예시>
1. 변호사선임비용이 4백만원 발생한 경우
: 5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급금액 없음
2. 변호사선임비용이 7백만원 발생한 경우
: 5백만원을 초과하는 2백만원 지급(5백만원 한도)
3. 변호사선임비용이 1천만원 발생한 경우
: 5백만원을 초과하는 5백만원 지급(5백만원 한도)
4. 변호사선임비용이 1천2백만원 발생한 경우
: 5백만원을 초과하는 5백만원 지급(5백만원 한도)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
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
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
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④ 제3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1사고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
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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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5백만원 한도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
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
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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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
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
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판결문, 선임한 변호사가 발
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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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8. 면허정지 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
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
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면
허정지기간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면허정지 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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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 위로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
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
합니다. 단,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하여 면허정지 처분기
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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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
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
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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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9. 면허취소 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
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
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
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
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면허취소 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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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
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
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
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
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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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
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
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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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10.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전거를 운전하
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사고(이하「자
전거사고」라 합니다)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하「피
해자」라 합니다)을 사망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
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 사 합 의 금」 이 라 합 니 다) 을 피 해 자 1 명 당
3,000만원을 한도로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
망)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힘
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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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
급 이후 공탁금액을 3,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
다.
③ 제1항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
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
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
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제1항 제2호의 벌금액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
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
를 포함합니다.
⑤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
기자전거를 말하며,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도 포함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 17항 가.
의 3)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
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
의 차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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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의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
다.
<용어풀이>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전거 운전석에 탑승하
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회
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4.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
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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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
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
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회
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
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
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나.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
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제4조 (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형사합의
금에 대하여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사망)을 지급
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
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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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
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
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자전거사
고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
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
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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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자동차 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합니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운전중 보복운전피해위로금
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1회의 보복운
전이 제2조(보복운전 등의 정의)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2개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차운전중 보
복운전피해위로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
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
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③ 제2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
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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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복운전 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복운전이라 함은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에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고의로 자동차를 이
용하여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죄에 해당하
여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에서 정한 죄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서 정한 죄
3.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서 정한 죄
4.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서 정한 죄
② 보복운전으로 인한 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상습적으
로 범하여 가중처벌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
벌되는 죄는 보복운전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
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하며,
약식기소를 포함합니다)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
을 말하며, 검사에 의해 기소유예된 때에는 검찰청
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
우(죄명 및 피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
어야 합니다) 피보험자를 보복운전의 피해자로 인정
합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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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
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가 상호보복운전으로 기소 또는 기소유
예 되는 경우
<상호보복운전>
상호간에 보복운전을 행하여 하나의 사고에 대한 사건의 당사자가 피해자
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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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법원의 판결문 또는 검찰의 공소장, 검찰청에서
발행한 불기소이유통지서(죄명 및 피의자와 피
보험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12.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용,3일이상)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영업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 가.목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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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에 정한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손해를 입
고, 그 원상회복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정비업체
에서 3일이상 계속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3일째 수리일부터 수
리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개인영업
용,3일이상)(이하「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3
일이상)」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합니다. 다만,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3일이
상)의 지급일수는 1회 사고당 30일을 한도로 합니
다.
가.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나.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
량의 침수
다.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
체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풍력에 의해 차
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
<용어풀이>
「다른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
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
방해 놓았을 때 빗물, 오수 등 이물질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
다.
<용어풀이>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
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 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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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에 아래 가.목 또는 나.
목에 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일수를 10
일로 하여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3
일이상)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가. 제1호에서 정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전부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자동차보험회사
(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에 이전한 경우
나. 피보험자동차 전부가 도난당한 경우. 다만,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
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
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자동차보험회사
(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에서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수리가 시작된
이후에 전부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제1
호에 의한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3일이상)은 지
급하지 않고 제1항 제2호를 따릅니다.
③ 제1항에서 피보험자동차는 피보험자 본인 소유의 개
인명의 영업용자동차 또는 본인이 리스하여 개인이
운행하는 영업용자동차로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
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④ 제3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 및 건설기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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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
계를 포함합니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수리기간은 피보험자동차의 수리를 위해
지자체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피보험자동차
를 인도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정비업체에
서 소요된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
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늘어난 기간은 제외
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동일한 사고로 2회 이
상의 수리를 받은 때에는 이를 하나의 수리기간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며, 하나의 일자에 대한 차량
사고수리 휴업지원금(3일이상)은 1회만 지급합니
다.
⑦ 제1항에서 서로 다른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대상
수리기간(각 사고별 수리기간 중 3일째부터의 수리
기간을 말하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하 「지급
대상 수리기간」이라 합니다)이 동일한 일자에 중복
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지급대상 수리기간은 수리
시작일이 가장 앞선 수리기간에 포함하며 두번째 이
후의 수리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⑧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정비업체를 이전하여 피보
험자동차를 수리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고에 대한
수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수리한 것으로 보아 각 수리일수를 더합니다.
⑨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 받던 중 보험기
간이 끝났을 때에도 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차량사고수리 휴업지원금
(3일이상)을 계속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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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
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
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
6. 사기 또는 횡령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
발, 몰수, 파괴 등. 다만,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
한 조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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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
에 자연소모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
장치만의 도난
10.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
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
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 다만, 운
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
던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12.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사고
13.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손해가 생긴 경우.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로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
브에만 손해가 생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단, 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
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나. 화재, 산사태
다. 가해자(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
자, 자녀는 제외)가 확정된 사고. 단, 경찰관
서를 통하여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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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피보험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발
생한 사고
15.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고
가 아닌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를 받은 경우
16.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
차에 발생한 사고
<핵 연료 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리스계
약서(단, 사고발생 당시 피보험자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또는 본인이 리스한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사고증명서(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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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자동차보험회사(공제조합을 포함합니다)
에서 발급한 사고 처리 관련 서류 등)
5. 도난 또는 전부손해사고 발생시 폐차증명서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6.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제5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
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
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
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영업용 운전자가 자가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
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
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
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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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13. 업무상 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
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
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벌금액을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벌금액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
판결이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합니다.
③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
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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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
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86조 제1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8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9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5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64조 제2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5조 제4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4조 제2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및 제3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전기공사업법 제41조 제2항

주택법 제99조 제2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상기 특별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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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계약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
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
의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때
6. 피보험자가 형법 260조(폭행), 261조(특수폭행)
과 경합된 사고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
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고소장, 최종 확정 판결문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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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14. (가족)과실치사상 벌금비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 치상) 또는 형
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되
었을 때에는 해당 벌금액을 1사고마다 700만원을 한
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벌금액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
판결이 보험기간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
니다.
③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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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
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미
혼자녀
④ 제3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
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
합니다.
⑤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
(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
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
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5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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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2. 계약자 및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
인 또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
의
4.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
킨때
6. 피보험자가 형법 260조(폭행), 261조(특수폭행)
과 경합된 사고
제4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
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고소장, 최종 확정판결문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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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
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15.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
한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
요된 홀인원 비용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2항 제3호에서 정
한 “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증권에 기
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
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홀인원 비용”이라 함은 피보험
자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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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가.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나.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홀인원을 기념하
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합니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③ 제2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라 함
은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
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프
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Amateur)
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
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
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
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
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3조 (골프장 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 른 티 잉 그 라 운 드 (Teeing Ground), 해 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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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
(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
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
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
장은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
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
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
(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
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
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홀인원(Hole in One)"이라 함은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
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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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
고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되어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
2.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
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
에서 행한 홀인원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
용 지출 명세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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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홀인원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16. 알바트로스 비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Albatross)를
행한 경우에는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 비용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2항 제
3호에서 정한 “축하라운드 비용”의 경우에는 알바
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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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알바트로스 비용”이라 함은 피
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
을 말합니다.
1.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다음의 구입비용은
제외합니다.
가.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나. 선불카드(다만, 피보험자가 알바트로스를 기
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작성한 것은 보상합니
다)
2. 축하만찬 비용
3.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③ 제2항 제1호의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이라 함
은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
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을 말합
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프
로경력이 없는 자로 골프경기를 아마추어(Amateur)
의 자격으로 행한 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
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를 제외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알바트로스 비
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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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3조 (골프장 등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장”이라 함은 각 홀이 서로
다 른 티 잉 그 라 운 드 (Teeing Ground), 해 저 드
(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
(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
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
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
장은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골프경기”라 함은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
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
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과 기준타수
(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
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
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알바트로스(Albatross)”라 함
은 각 홀의 기준 타수보다 3타가 적은 타수로 볼이 홀
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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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
고용인 포함)인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고용되어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2. 피보험자가 깔때기홀(그린에 볼을 올리기만 하
면 볼이 홀에 들어가도록 설계한 홀을 말합니다)
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3. 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
제6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알바트로스 증명서(동반경기자, 동반한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 서명·날인이 있
어야 합니다)
3.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 비
용 지출 명세서

- 366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
출하는 서류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알바트
로스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
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
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17.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보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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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소송사건(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
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
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
률비용을 제2조(법률비용보험금)과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심급 구분

민사사건

사건별 부호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나

상고심

민사상고사건

다

1심

②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
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심급별」
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소송은 각각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
된 위 제2항에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
다.
※ 용어풀이
용어

정의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ㆍ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
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ㆍ손해배상의 경우
: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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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
연간 하나의

막 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사건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된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 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
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및 재심은 제

하나의
소송

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
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
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
다.

제2조 (법률비용보험금)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
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별표-비용관련2] 참조)의 한
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별표비용관련3]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
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별
표-비용관련4]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해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
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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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제2조(법률비용보험금)의 법률
비용보험금은 심급별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변호사비용

인지액+송달료

지급금액

1,500만원 한도
(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10만원 자기
부담금 공제)

500만원 한도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
다)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
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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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연료 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
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
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
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
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6.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 측에
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7.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
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8.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
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
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
된 소송
9. 「소비자기본법」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1.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
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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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
행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
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증권
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4.가입여부와 관계없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
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
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법률비용
15.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
쟁, 명예 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6.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
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
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
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
송
18.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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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용어

정의

소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 제425조(항소심 절
차에 준용)에 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
(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
다.

소의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
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 절차에 준용)
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가족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 위에 정한 가족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 당시의 피
보험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
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보험자의 소
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
이 발생한 경우
3.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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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
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
하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
지 않습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판결문, 소송
상 조정, 소송상 화해 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
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서 등)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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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
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
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
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
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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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소송 결과(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
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
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
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
다.
제11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 진행
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
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
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소송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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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협력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
지 않으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
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
다.

제12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4-18. 행정소송 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소송사건(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
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
는 소송사건에 한합니다)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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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비용을 제2조(법률비용보험금)과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심급 구분

행정사건

사건별 부호

행정1심사건

구합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항소심

행정항소사건

누

상고심

행정상고사건

두

1심

② 제1항의 소송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
심, 그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심급별」
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소송은 위 제2항에 정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 용어풀이
용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정의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국가기관 및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 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 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
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 및 행정

하나의
소송

소송법에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
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
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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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률비용보험금)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심급별로 아래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
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별표-비용관련2] 참조)의 한
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별표비용관련3]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
제 부담한 인지액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별
표-비용관련4]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② 제1항의 각 호에 대해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 또는 기지급된 보험금
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제2조(법률비용보험금)의 법률
비용보험금은 심급별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변호사비용

인지액+송달료

지급금액

1,500만원 한도
(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10만원 자기
부담금 공제)

500만원 한도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 379 -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
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
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에 의한 손해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에 의한 손해
<핵 연료 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4. 위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손해
5. 「민사소송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정한 청
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
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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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
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6.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 측에
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7.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
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8.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
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
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
된 소송
9. 「소비자기본법」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1.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
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
행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
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증권
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4.가입여부와 관계없이「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
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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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법률비용
15.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
쟁, 명예 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6.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
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
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 행위 또는 마
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
송
18.'국민투표무효소송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
지법이 정한 선거 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2
조) 및 ‘당선 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3조)
19.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20.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
는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국민의 구
체적 권익 구제와는 관련이 없는 기관소송(지방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의결무효 소송, 감독처분
에 대한 이의소송 등을 말합니다)
21.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의 응
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
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소송
※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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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 제425조(항소심 절

소의 취하

차에 준용)에 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
(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
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
(원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

소의 각하

장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 절차에 준용)
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제6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
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보험자의 소
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
이 발생한 경우
3.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
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
하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
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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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보험금 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판결문, 소송
상 조정, 소송상 화해 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
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서 등)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
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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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
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
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
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피보험자의
소송 결과(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권리를 가집니
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
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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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
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
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
다.

제11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 진행
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
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
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소송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협력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
지 않으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
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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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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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물 관련 특별약관
5-1. 골프용품손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골프시
설(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
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이
하「골프시설」이라 합니다)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 휴식을 포함합니다)
중 또는 골프시설 밖의 장소에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
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골프채, 골프가방
및 그 밖의 골프용구 또는 피복류를 말합니다)
(이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에 생긴 화재
(낙뢰를 포함합니다) 및 도난 손해
2.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파손됨으로써 생긴 손해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발생 당시 보험의 목적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
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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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을 수선하게 될 때에는
손해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수
선비를 손해액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시가」라 함은 손해발생시점에 보험의 목적을 재구매하는 금액에서 사
용기간 동안의 가치하락분(감가상각 등을 반영)을 적용한 금액

② 제1항에서 정한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손해에 상당하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보험금의 지급
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 도난당한 보
험의 목적을 발견 회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가 도난에 의한 골프용품손해를 보상하여 드렸
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그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
액을 회사에 내고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
니다.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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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1. 골프용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피
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
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의 고의
2. 골프용품에 존재하고 있는 하자, 마멸, 부식, 녹
또는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3. 분실
4. 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관련법규>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5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골프용품손해가 발
생한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
하여 드립니다.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
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이 있는 경우에
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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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6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
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
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
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
합니다.

제7조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
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
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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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
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
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
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
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
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
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해서 15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
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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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
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
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
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2조 (잔존물)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
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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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
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
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
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
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
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
다.
제14조 (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
여 보험기간 중에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
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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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도난사실확인서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1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
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단, 보통약관
제15조(보험수익자의 지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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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상책임 관련 특별약관
6-1.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목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
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
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
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
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
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
다.
② 보상 관련 용어
1. 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
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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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상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
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써 입은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
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3.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
액을 말합니다.
4. 보험금 분담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
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5. 대위권 :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
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6.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
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
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
합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
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
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
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
kr)의 「업무자료/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
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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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
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
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험료 :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
합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
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하거나 타인
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
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
해(이하「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
에 따라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
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
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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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
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②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
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
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
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
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
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 본
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
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배우자」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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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
거 중인 미혼자녀
<관련법규>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④ 제3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
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
전운전 파트너(1812.7) 1종(연만기)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
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1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
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긴 배상책
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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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
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
변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
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 연료 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
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에 입은 신체의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4.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
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
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
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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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 동산에 끼친 손
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
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합니다.
11.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2.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13.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4.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6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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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
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
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
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
도로 보상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
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
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
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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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
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
금 :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대물 배상책
임」은 20만원,「대인 배상책임」은 없음)을 초
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대물 배상책
임」및「대인 배상책임」손해를 더한 금액을 1
억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
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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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
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
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
수인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
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
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1조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
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
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
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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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2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
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
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
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
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
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
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
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
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
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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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
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
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
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손 해배 상청 구에 대한 회사 의 해 결 예 시>
① 손해배상책임
사고발생
피보험자

──────▶

피해자

② 보험금 지급
청구
──────▶
◀──────
③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항변으로써 대항가능

보험사

※ 항변이란 어떤 일을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는 뜻을 밝힌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
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
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
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
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4조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 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
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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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
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
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
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
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
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
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
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
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
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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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
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
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
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
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
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
다.
제16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
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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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
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
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
급합니다.

제17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
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
다.
제1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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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
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
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19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
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
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
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
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
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
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
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
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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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9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
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
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
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
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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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
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
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임을 회사가 증명하
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⑦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
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부활(효
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
초계약으로 봅니다.

제21조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
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
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
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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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계
약의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
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제24조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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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특별약관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
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5조 (조사)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
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
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
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
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415 -

제26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
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
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
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
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
합니다.

제2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
력이 없습니다.
제28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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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
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
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
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
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및 제
23조(특별약관의 무효)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
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
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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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
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
만,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
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특
별약관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특별약관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
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
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
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
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
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
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
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
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
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
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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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특별약관의 해지)에 따라 특별약관이 해지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
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
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
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
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
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2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보통약
관 제21조(보험계약의 성립)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
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
인이 최초계약 청약시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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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
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의해 특별약관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
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특별약관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4조(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
경하여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
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
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
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
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
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
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
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
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
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
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특별
약관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이 특
별약관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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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특별약관이 해지된 날부터 7
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
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특별약관의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
약관의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
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약관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
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
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
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
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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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
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경우 회
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이 특별약관
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
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
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
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
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11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2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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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 기간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

보장관련
보험금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터 60일이내 기간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

보험계약대출이율

터 90일이내 기간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

보험계약대출이율

간

+가산이율(8.0%)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1년이내 :

만기환급금
및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공시이율의 50%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의 기간

1년초과기간 : 1%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
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
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다만, 상해·질병 관련 보장에 한합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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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장해분류표
<총 칙>
1. 장해의 정의
가.“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
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
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
다.
다.“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라.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
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
급률로 한다.
마.위 라.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
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
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
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가.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
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나.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
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다.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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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
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
(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
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마.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
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
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
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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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분류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지급률(%)
100
50
35
25
15
5
10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
능장해를 남긴 때
5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5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나.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
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
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
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 눈 의 교 정 시 력 이 0.02 이 하 로 된 때”라 함 은 안 전 수 동 (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
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
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
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
난 뒤 그 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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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
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
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
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
을 때 각막(검은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
다.
11)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
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 으 로 의 안 마 저 끼 워 넣 을 수 없 는 상 태 이 면 “뚜 렷 한 추 상 (추 한 모
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
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
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
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분류
지급률(%)
80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5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2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나.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
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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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
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
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장해로만 평가한다.
라.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
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검사
소견

치료
병력

기능
장해
소견

내용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
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점수
14
10
4
6
4
2
0
20
12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
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뇌영상검사(CT, MRI)
나)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분류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나.장해판정기준

- 429 -

지급률(%)
15
5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
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
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
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분류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5)
6)
7)
8)
9)
10)

지급률(%)
100
80
60
4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10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
(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 이
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 이상인 경우
라)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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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
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
(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 이
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 이상인 경우
라)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
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
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
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
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
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
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
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경우
나)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
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 미만인 경우
나)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
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 미만인 경우
나)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
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
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
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
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
(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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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
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
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
로 평가한다.
16)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
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분류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지급률(%)
15
5

나.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
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
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
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
로 보아 산정한다.
다.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가)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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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가)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손바닥 크기
1)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
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
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분류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지급률(%)
40
30
10
50
30
15
20
15
10

나.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
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
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
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
한다.
나)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
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
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
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
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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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
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
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
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
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
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
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
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
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
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7) 뚜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
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
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
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
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
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
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
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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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
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
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11)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
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
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
을때
나)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
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
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
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
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
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
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분류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
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
을 남긴 때

지급률(%)
15
10

나.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
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
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
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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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
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
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
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가슴뼈 >

< 골반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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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팔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분류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100
60
30
20
10
5
20
10
5

나.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
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
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
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
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
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
가한다.
가)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
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
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완전 강직(관절굳음)
나)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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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
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
한다.
12)“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
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
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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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분류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지급률(%)
100
60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20
10
5
20
10
5
30
15
5

나.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
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
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
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
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
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
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
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완전 강직(관절굳음)
나)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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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
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
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
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
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
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
다.
12)“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
다.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
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
한다.
13)“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
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5)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
다.
다.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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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손가락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분류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
나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지급률(%)
55
15
10
30
10
5

나.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
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
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
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
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
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
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
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
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
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
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
(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
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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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손가락>

11.발가락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분류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
나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지급률(%)
40
30
10
5
20
8
3

나.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
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
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
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
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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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
단된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
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
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
의 1/2 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
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 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
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
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발가락>

12.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분류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100
75
50
30
15

나.장해의 판정기준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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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
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
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
우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
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
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
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
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
하는 장해가 있을 때 ADLs 장해 지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장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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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분류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지급률(%)
10~100
100
75
50
25
10
100
80
60
40
70
40
10

나.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
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위 가)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
다.
다)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
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
다.
마)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가)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
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
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
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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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
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
한다.
마)“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주)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
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
하인 상태를 말한다.
주) 능력장해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바)“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
인 상태를 말한다.
사)“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
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
인 상태를 말한다.
아)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
자)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
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
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
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
다.
타)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
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
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
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
는 것을 말한다.
나)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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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가)“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
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
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
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
한다.
라)“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
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
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
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
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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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일상 생활 기본동 작(ADLs) 제 한 장 해평 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
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
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
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

이동
동작

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
능한 상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
이 불가능한 상태(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
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음식물
섭취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
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
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배변·
배뇨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
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
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5%)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목욕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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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옷입고
벗기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상·하의 의복 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
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
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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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장애인 복지법]
2018.12.13. 시행(법률 제15646호, 2018.6.12, 일부개정)
제 2조 (장애인 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
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
한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2018.6.20. 시행(대통령령 제28979호, 2018.6.19, 일부개정)
제 2조 (장애인 의 종류 및 기 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에서 정한 자
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2018.6.20. 시행(보건복지부령 제579호, 2018.6.20, 일부개정)
제 2조 (장애인 의 장애등 급 등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
인의 장애등급은 [별표](장애인의 장애등급표(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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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中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판정 시기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
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
장애

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
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
상에서 진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
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
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

뇌병변 장애

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
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
하여 장애진단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

심장 장애

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

호흡기 장애

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

간 장애

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
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장루·요루 장애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 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
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
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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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기준」中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1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주) 중복장애 합산의 예외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지 않는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
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
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
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눈과 귀는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의 특징이 있
으므로 동일부위로 본다.
– 팔과 다리는 좌·우 각각 별개의 부위로 보나 같은 팔의 상지 3대관절과 손
가락관절 및 같은 다리의 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 관절은 동일부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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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상해관련1]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상해
급별
1급

상해내용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삽입
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
탠트 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
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이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
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
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
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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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급별
2급

상해내용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
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
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혹은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
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
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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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급별
3급

상해내용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
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
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
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
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을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
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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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급별
4급

상해내용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
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
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
는 흉강경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
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적용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
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
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
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
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
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
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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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급별
5급

상해내용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
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
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
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
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
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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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급별
6급

상해내용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
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 페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
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
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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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급별
7급

상해내용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
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ㆍ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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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급별
8급

상해내용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
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
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
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60 -

상해
급별
9급

상해내용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탈
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

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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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급별
12급

13급

14급

상해내용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
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영역별 세부 판정기준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영역별 세부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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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상해관련2]
상해4대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아래의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되며, 법령 변
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시 각 장 애 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
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
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청 각 장 애 인
가.청
청력 을 잃 은 사 람
제2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9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아
니하는 사람)
제3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제4급
1. 두 귀의 청력을 각각 7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5급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dB)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제6급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dB)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dB) 이
상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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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평
평형 기 능 에 장 애 가 있 는 사 람
제3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제4급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기 위하여 멈추어야 하는 사람
제5급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
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3. 언 어 장 애 인
제3급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
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안 면 장 애 인
제2급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3급
1.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4급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제5급
1.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5. 중 복 된 장 애 의 합 산 판 정
가.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
다.
나.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장애등급
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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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각 장애의 장애상태, 세부 판정기준, 판정시기, 장애진단전문의 및 장애진
단기관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따릅니
다. 판정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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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상해관련3]
상해4대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다음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를 따릅니다.
1. 시 각 장 애 인 ( 視 覺 障 碍 人 )
가.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2. 청 각 장 애 인 ( 聽 覺 障 碍 人 )
가.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언 어 장 애 인 ( 言 語 障 碍 人 )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안 면 장 애 인 ( 顔 面 障 碍 人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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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상해관련4]
상해지체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아래의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되며, 법령 변
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지 체 장 애 인
가.신
신체 의 일 부 를 잃 은 사 람
제1급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
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관
관절 장 애 가 있 는 사 람
제1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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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2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
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
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3급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
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
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
애가 있는 사람
6.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4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
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
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기능
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각각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
애가 있는 사람
7. 두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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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
애가 있는 사람
2.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
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
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중 2개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한 다리의 고관절, 무릎관절, 족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9.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0.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11.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
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
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지
지체 기 능 장 애 가 있 는 사 람
제1급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2급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경추와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3급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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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을 잃은 사람
제4급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
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의 기능에 현
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5급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
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제6급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신
신체 에 변 형 등 의 장 애 가 있 는 사 람
제5급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
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제6급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
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중 복 된 장 애 의 합 산 판 정
가.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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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장애등급
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주) 각 장애의 장애상태, 세부 판정기준, 판정시기, 장애진단전문의 및 장애진
단기관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따릅니
다. 판정기준 변경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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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상해관련5]
상해지체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다음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를 따릅니다.
1. 지 체 장 애 인 ( 肢 體 障 碍 人 )
가.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
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
위에서 잃은 사람
라.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
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
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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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상해관련6]
골절(치아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분류번호
S02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제외)

(S02.5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18.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P11.5

19.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P13.0

20.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P13.1

21.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22.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P13.3

23.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의 골절

P13.4

24. 기타 골격 부분의 출산손상

P13.8

25. 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P13.9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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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상해관련7]
5대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5대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
다.
분류항목
1. 머리의 으깸손상

분류번호
S07

2. 목의 골절

S12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22.0 - S22.1
S32

5. 대퇴골의 골절

S72

6. 출산손상 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P13.0

7.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P13.1

8.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P11.5

9.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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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상해관련8]
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분류번호
S02

2. 머리의 으깸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18.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P11.5

19.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P13.0

20.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P13.1

21.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22.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P13.3

23.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의 골절

P13.4

24. 기타 골격 부분의 출산손상

P13.8

25. 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P13.9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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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상해관련9]
화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29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L59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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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상해관련10]
뇌·내장손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내장손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
을 말합니다.
상해名
1. 뇌손상

분류항목
[두 개골 및 안면 골의 골절]
1.두개원개의 골절
2.두개저의 골절
3.안와바닥의 골절
4.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5.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6.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두 개내 손상 ]
1.미만성 뇌손상
2.경막외출혈
3.외상성 경막하출혈
4.외상성 지주막하출혈
5.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6.기타 두개내손상
7.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머 리의 으깸 손상 ]
1.두개골의 으깸손상
2.머리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머 리부 분의 외상 성 절 단]
1.머리의 기타 부분의 외상성 절단
[머 리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 상]
1.달리 분류되지 않은 머리의 혈관손상
2.머리의 다발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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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S02.0
S02.1
S02.3
S02.7
S02.8
S02.9
S06.2
S06.4
S06.5
S06.6
S06.7
S06.8
S06.9
S07.1
S07.8
S08.8
S09.0
S09.7

상해名
분류항목
2. 내장 손상 [심 장의 손상 ]
1.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2.심장의 기타 손상
3.심장의 상세불명 손상
[기 타 및 상 세불 명의 흉곽내 기 관의 손상 ]
1.폐의 기타 손상
2.기관지의 손상
3.흉부기관의 손상
4.흉막의 손상
5.흉곽내기관의 다발손상
6.기타 명시된 흉곽내기관의 손상
7.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흉 곽의 으깸 손상 및 흉곽 부분 의 외 상성 절단 ]
[흉 곽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손 상]
[복 부, 아 래등 및 골반 부위 의 혈 관의 손상 ]
[복 강내 기관 의 손 상]
1.비장의 손상
2.간 또는 담낭의 손상
3.췌장의 손상
4.위의 손상
5.소장의 손상
6.결장의 손상
7.직장의 손상
8.다발성 복강내기관의 손상
9.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비 뇨 및 골 반 기 관의 손상 ]
1.신장의 손상
2.요관의 손상
3.방광의 손상
4.요도의 손상
5.난소의 손상
6.난관의 손상
7.자궁의 손상
8.다발성 골반기관의 손상
9.기타 골반기관의 손상
[복 부, 아 래 등 및 골 반 의 으 깸 손 상 및 외 상 성
절단]
[복 부, 아 래 등 및 골 반 의 기 타 및 상 세 불 명 의
손상]
1.골반기관을 동반한 복강내기관의 손상

분류번호
S26.0
S26.8
S26.9
S27.3
S27.4
S27.5
S27.6
S27.7
S27.8
S27.9
S28
S29
S35
S36.0
S36.1
S36.2
S36.3
S36.4
S36.5
S36.6
S36.7
S36.8
S37.0
S37.1
S37.2
S37.3
S37.4
S37.5
S37.6
S37.7
S37.8
S38

S39.6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 478 -

[별표-상해관련11]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대한 특정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
을 말합니다.
상해名
뇌손상
내장손상

분류항목
두개내 손상
심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복부내 기관의 손상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분류번호
S06
S26
S27
S36
S37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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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질병관련1]
특정소화기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소화기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합니다.
분류번호
[소화기의 양성 신생물]
1.결장, 직장,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항문 및 항문관의 양성 신생물 제외)

D12
(D12.9 제외)

2.식도의 양성 신생물

D13.0

3.위의 양성 신생물

D13.1

4.십이지장의 양성 신생물

D13.2

5.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소장의 양성 신생물

D13.3

[소화기의 질환]
1.식도, 위 및 십이지장의 질환

K20–K31

2.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K50–K52

3.장의 혈관장애

K55

4.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

K56

5.장의 게실병

K57

6.과민대장증후군

K58

7.기타 기능성 장장애

K59

8.장의 기타 질환

K63

9.복막의 질환

K65–K67

9–1.결핵성 복막염

A18.30

10.담석증

K80

11.담낭염

K81

12.담낭의 기타 질환

K82

13.담도의 기타 질환

K83

14.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및 담도 장애

K87.0

15.장흡수장애

K90

16.소화계통의 기타 질환

K92

17.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소화기관장애

K93

17–1.결핵성 장염

A18.31

17–2.후복막결핵

A18.32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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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질병관련2]
특정신장·방광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신장·방광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
병을 말합니다.
분류번호
[신장·방광의 양성 신생물]
1.신장의 양성 신생물

D30.0

2.신우의 양성 신생물

D30.1

3.요관의 양성 신생물

D30.2

4.방광의 양성 신생물

D30.3

[고혈압성 신장질환]
1.고혈압성 신장병

I12

2.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

[비뇨계통의 질환]
1.사구체 질환

N00-N08

1–1.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0.2

1–2.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E11.2

1–3.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2

1–4.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2

1–5.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2

1–6.신장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

M32.13

2.신세뇨관-간질질환

N10-N16

3.신부전

N17-N19

4.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0

5.방광의 결석

N21.0

6.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N23

7.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5-N29

7–1.신장의 결핵

A18.10

7–2.요관의 결핵

A18.18

8.방광염

N30

9.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N31

10.방광의 기타 장애

N32

11.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 장애

N33

11–1.방광의 결핵

A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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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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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상해및질병관련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 급 증 상
가.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
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
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
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 급 증 상 에 준 하 는 증 상
가.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
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출혈 : 혈관손상
마.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
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
한다)
바.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
요한 환자
주) 관련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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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상해및질병관련2]
관절증 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 는 관절 증 질환 으로 분 류되는 질병은 제 7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관절증 질환]
1. 고관절증
양쪽 원발성 고관절증

M16.0

기타 원발성 고관절증

M16.1

형성이상으로 인한 양쪽 고관절증

M16.2

기타 형성이상성 고관절증

M16.3

양쪽 외상후 고관절증

M16.4

기타 외상후 고관절증

M16.5

2. 무릎관절증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M17.0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M17.1

양쪽 외상후 무릎관절증

M17.2

기타 외상후 무릎관절증

M17.3

※ 고관절증中 M16.6, M16.7, M16.9 및 무릎관절증中 M17.4, M17.5, M17.9는 보
상하지 않습니다.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
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
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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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비용관련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른 신호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
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
은 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에 따른 고속
도로에서의 앞지르기의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에 따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
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
계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
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
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를 위
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
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
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에 따른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
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
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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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외 법령의 변경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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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비용관련2]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에
소송목적의 값

산입되는
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8/100)]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6/100)]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4/100)]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 (2/100)]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1/100)]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0.5/100)]

8%
6%
4%
2%
1%
0.5%

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이 변경되
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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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비용관련3]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Ⅹ 0.5%

1천만원 ~ 1억원 미만

5,000원 + 소송목적의 값 Ⅹ 0.45%

1억원 ~ 10억원 미만

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Ⅹ 0.40%

10억원 이상

5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Ⅹ 0.35%

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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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비용관련4]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
심급

민사
소송

행정
소송

1심

송달료
민사소액

94,000원

민사단독

141,000원

민사합의

141,000원

항소심

112,800원

상고심

75,200원

1심

94,000원

항소심

94,000원

상고심

75,200원

주)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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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제1조 (계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
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 보
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
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1.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
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경우 또는 경험통계적으
로 인과관계가 유의성있게 입증된 경우 등 피보험자
의 과거 및 현재 병력(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
하는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또
는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에는 회사는 부담보 설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
하고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변경에 대한 청약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의 효과」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은 보험계약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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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
다.
⑤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
다.
⑥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
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의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
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동
일한 특정신체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의 특정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
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
생한 경우

제2조 (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
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 에 는 회 사 는 보 험 금 을 지 급 하 지 않 습 니 다. 다
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붙임1】(특정신체부위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특정신체부위」라 합니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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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
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붙임2】(특정질병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
한 질병(이하「특정질병」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특
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또는「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
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계약의 보험기간 전체」로 적용한 경우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
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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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
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에서 정
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피보험자가 회사가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
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는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
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결정합니다.
⑦ 제1항의 특정신체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
우에는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
여 보험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
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을 따릅니다.

- 495 -

【붙임1】 특정신체부위 분류표
구분
1

특정신체부위
위.십이지장

2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3

대장(맹장, 직장 제외)

4

직장

5
6
7

항문
간
담낭(쓸개) 및 담관

8

췌장

9

비장

10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11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12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13

식도

14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
샘)

15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포함]

16

안구 및 안구부속기[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조직 포함]

17
18
19

신장
부신
요관, 방광 및 요도

20

음경

21

질 및 외음부

22

전립선

23

유방(유선 포함)

24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25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26
27

난소 및 난관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28

갑상선

29

부갑상선

30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
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31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32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33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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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4

특정신체부위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35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 신경 포함)

36

왼쪽 어깨

37

오른쪽 어깨

38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39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40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41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42

왼쪽 고관절

43

오른쪽 고관절

44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45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46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47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48

상·하악골(위·아래턱뼈)

49

쇄골

50

늑골(갈비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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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
다.
구
분
51

52

53

54

55

대상질병
담석증

요로결석증

관절증 및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

골반염

분류번호
K80

담석증

N20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1

하부요로의 결석

N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N23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M05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6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M08

연소성 관절염

M13

기타 관절염

M15

다발관절증

M16

고관절증

M17

무릎관절증

M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19

기타 관절증

M47

척추증

M48.0

척추협착

M50

경추간판장애

M51

기타 추간판장애

M54
N73

등통증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

N7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
장애

56

자궁내막증

N80

자궁내막증

57

자궁근종

D25

자궁의 평활근종

M91

고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

M92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

M93

기타 골연골병증

M94

연골의 기타 장애

58

연골증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분류표에 변경사항
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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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
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계약」이
라 합 니 다) 을 체 결 할 때 보 험 계 약 자 (이 하 「계 약
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
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은 보험계약「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
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
다.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
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
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
다.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
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
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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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제 2 항 에 서 “그 와 유 사 한 구 조 로 되 어 있 는 자 동
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
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
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
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
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
우에는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
여 보험계약「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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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
(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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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납입)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
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
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거나 급여이
체를 통하여 납입합니다.
②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
우에,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
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험계약(특별약관
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 또는 급여이체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
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
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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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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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
다)을 체결할 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단
체취급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① 보험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
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
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
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
자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
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
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
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
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명 이상(이하「피보험
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
가 최초 계약시 5명 이상(이하「계약자단체」라 합
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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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단체취급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
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
는 제2조(대표자의 선정)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
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
니다)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
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
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
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
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책임준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보장은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
험료를 납입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 505 -

2.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에서 피보험
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보장에 있어
서는, 피보험자 증가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회사가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
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부터 회사가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계약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적용보험료)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명 미만이 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후 피보험자수
가 증가하여 5명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
용합니다.

- 506 -

제5조 (보험료납입)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한 날
에 대표자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
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
립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
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
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
약관은 해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
이 없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적용특칙)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
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 507 -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
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
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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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 별 약 관 은 보 험 계 약 자 (이 하 「계 약 자」 라 합 니
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
다. 이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회
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
루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
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
하「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조(지정대리
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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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
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
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
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
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
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
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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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
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
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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ڎ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㦮ٻڸڌٻ⻫′ڶ
ڏ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㔲䟟ٻ⻫㡂

⬢㦮ٻڸڍٻ⻫′ڶ

ڐ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㔲䟟′䂯ٻ⻫⬢㦮ٻڸڎٻ⻫′ڶ
ڑ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ٻڸڏٻ⻫′ڶ
ڒ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ٻڸڐٻ⻫′ڶ
ڒ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ⳛ㩚㧦㍲ٻڸڑٻ⻫′ڶ
ړ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㧦₆ٻڸڒٻ⻫′ڶ
ڔ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Ⰲὖٻ㧦☯㹾ٻڸړٻ⻫′ڶ
ڔ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㔲䟟ٻ⻫Ⰲὖٻ㧦☯㹾ٻڸڔٻ⻫′ڶ
ڋڌ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㔲䟟′䂯ٻ⻫Ⰲὖٻ㧦☯㹾ٻڸڋڌٻ⻫′ڶ
ڋڌ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㔲䟟ٻ⻫㧦☯㹾㏦䟊⺆㌗⽊㧻ٻڸڌڌٻ⻫′ڶ
ڌڌ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ᾦ䐋ٻڸڍڌٻ⻫′ڶ
ڍڌ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ٻὖ䞲ٻ䢲㎇䢪㠦ٻ㧊㣿ٻ㧦㩚Ệٻڸڎڌٻ⻫′ڶ
ڎڌ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㔲䟟ٻ⻫㡂ṳ㧦☯㹾㤊㑮㌂㠛ٻڸڏڌٻ⻫′ڶ
ڐڌڈซٻډډډډډډډٻ⮶⻫ٻὖ䞲ٻ⽊䠮Ṗ㧛㠦ٻ㨂䟊⽊㌗ὒٻ㧎䞲ٻ⪲䢪㨂ٻڸڐڌٻ⻫′ڶ
ڑڌڈซٻ⪏㔲䟟ٻ⮶⻫ٻὖ䞲ٻ⽊䠮Ṗ㧛㠦ٻ㨂䟊⽊㌗ὒٻ㧎䞲ٻ⪲䢪㨂ٻڸڑڌٻ⻫′ڶ
ړڌڈซٻډډډډډډډډډډډٻڄ⻫㨂⋲㞞㩚ٻڕ㟓䃃ڃٻ⻫⽎₆ٻⰂ㞞㩚ὖٻٻ⋲㨂ٻڸڒڌٻ⻫′ڶ
ړڌڈซٻډډٻڄ⪏㔲䟟ٻ⻫㨂⋲㞞㩚ٻڕٻ㟓䃃ڃٻ⪏㔲䟟ٻ⻫⽎₆ٻⰂ㞞㩚ὖٻٻ⋲㨂ٻڸړڌٻ⻫′ڶ
ڋڍ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ٻڸڔڌٻ⻫′ڶ
ڌڍ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䡫ٻڸڋڍٻ⻫′ڶ
ڒڍ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ٻὖ䞲ٻ㻮⻢㠦ٻ❇䙃⩻䟟㥚ٻڸڌڍٻ⻫′ڶ
ړڍ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ٻὖ䞲ٻ⽊䢎㠦ٻٻ㧊㣿ٻ㔶㣿㩫⽊㦮ٻڸڍڍٻ⻫′ڶ
ڋڎڈซٻډډډډډډډډٻ⪏㔲䟟ٻ⮶⻫ٻὖ䞲ٻ⽊䢎㠦ٻٻ㧊㣿ٻ㔶㣿㩫⽊㦮ٻڸڎڍٻ⻫′ڶ
ڎڎ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㰚䦻ٻỊ㍺₆㑶ٻڸڏڍٻ⻫′ڶ
ڎڎ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Ⰲ㞞㩚ὖٻἶ㞫Ṗ㓺ٻڸڐڍٻ⻫′ڶ
ڏڎ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ᾦ䐋㌂ἶ㻮Ⰲ䔏ٻڸڑڍٻ⻫′ڶ
ڐڎ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㔲Ṗ㓺㌂㠛ٻڸڒڍٻ⻫′ڶ
ڐڎ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㠛㞞㩚⽊Ịٻڸړڍٻ⻫′ڶ
ڐڎڈซٻډډډډډډډډډډډٻ⻫⼚䔏ٻὖ䞲ٻ㥶㰖ὖⰂ㠦ٻٻ㞞㩚ٻ㔲㍺ⶒ㦮ٻڸڔڍٻ⻫′ڶ
ڑڎ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Ⰲ㞞㩚ὖٻ㏷㥶ὖٻڸڋڎٻ⻫′ڶ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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ڑڎ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㠛ٻٻⰂ㞞㩚ὖٻ㞷䢪㍳㥶Ṗ㓺㦮ٻڸڌڎٻ⻫′ڶ
ڒڎ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Ⰲ㥚䠮ⶒ㞞㩚ὖٻڸڍڎٻ⻫′ڶ
ڒڎ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ٻὖ䞲ٻ㧊㔳㠦ٻ❇㧻₆ٻڸڎڎٻ⻫′ڶ
ړڎڈซٻډډډډډٻ⮶⻫ٻὖ䞲ٻ㨂䟊㡞㠦ٻٻⰂ㞞㩚ὖٻ㩖㑮㰖ബ╦㦮ٻڸڏڎٻ⻫′ڶ
ړڎ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㩚₆Ὃ㌂㠛ٻڸڐڎٻ⻫′ڶ
ړڎ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㭒䌳ٻڸڑڎٻ⻫′ڶ
ڔڎڈซٻډډډډډډډډٻ⮶⻫ٻὖ䞲ٻṖ㭧㻮⻢㠦ٻٻ┾㏣ٻ❇㦮ٻ䢮ἓ⻪㬚ٻڸڒڎٻ⻫′ڶ
ڔڎ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㰖㡃⽊Ịٻڸړڎٻ⻫′ڶ
ڋڏ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䔏⼚㫆䂮ٻ㥚䞲ٻ⯒⬢⽊Ị㦮ٻ❇ٻ⏣㠊㽢ٻڸڔڎٻ⻫′ڶ
ڋڏ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㟓㌂ٻڸڋڏٻ⻫′ڶ
ڍڏ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ἶ㣿⽊䠮ٻڸڌڏٻ⻫′ڶ
ڏڏ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㔲䟟′䂯ٻ⻫㧻㞶㧎⽋㰖ٻڸڍڏٻ⻫′ڶ
ڑڏ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ٻὖ䞲ٻ㦮⬢㠦

㦧ٻڸڎڏٻ⻫′ڶ

ڑڏ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㔲䟟′䂯ٻ⮶⻫ٻὖ䞲ٻ㦮⬢㠦

㦧ٻڸڏڏٻ⻫′ڶ

ڒڏ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ٻ⻫⼚䔏ٻὖ䞲ٻ㞞㩚ὖⰂ㠦ٻ┺㭧㧊㣿㠛㏢㦮ٻڸڐڏٻ⻫′ڶ
ڒڏ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ῃ⹒Ịṫ⽊䠮ٻڸڑڏٻ⻫′ڶ
ړڏ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㔲䟟ٻ⻫ῃ⹒Ịṫ⽊䠮ٻڸڒڏٻ⻫′ڶ
ڋڐ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Ὃ㰗㍶Ệٻڸړڏٻ⻫′ڶ
ڌڐ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㥷㎇ٻ䞲㦮㟓ٻڸڔڏٻ⻫′ڶ
ڌڐڈซٻډډډډډډډډډٻ⮶⻫ٻὖ䞲ٻὒ㣎ᾦ㔋㠦ٻٻ㍺Ⱃബ㤊㡗ٻ䞯㤦㦮ٻڸڋڐٻ⻫′ڶ
ڎڐ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ⰂὋ㭧㥚㌳ὖٻڸڌڐٻ⻫′ڶ
ڎڐ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ٻڸڍڐٻ⻫′ڶ
ڏڐ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㔳䛞㥚㌳ٻڸڎڐٻ⻫′ڶ
ڏڐ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㞚☯⽋㰖ٻڸڏڐٻ⻫′ڶ
ڏڐ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㡗㥶㞚⽊㥷ٻڸڐڐٻ⻫′ڶ
ڐڐ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㥶䐋㌆㠛㩚ٻڸڑڐٻ⻫′ڶ
ڐڐ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㽞ബ㭧❇ᾦ㥷ٻڸڒڐٻ⻫′ڶ
ٻ䢮㧦㦮ٻ⓪㧞ٻ㧚㫛ὒ㩫㠦ٻٻ⬢䢎㓺䞒㓺࡞㢚䢪㦮ٻڸڋڐٻ⻫′ڶ
ڐڐ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ὖ䞲ٻ㡆ⳛ㦮⬢ἆ㩫㠦
ڑڐ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ٻὖ䞲ٻὖⰂ㠦ٻٻ㡞ٻṦ㡒⼧㦮ٻڸڋڐٻ⻫′ڶ
ړڐڈซٻډډډډٻ⮶⻫ٻὖ䞲ٻ❇㠦ٻ㩫⽊⽊䢎ٻٻ㧊㣿㽟㰚ٻⰳ㩫⽊䐋㔶ٻڸڋڑٻ⻫′ڶ
ړڐڈซٻ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ډٻ⻫㩚₆䐋㔶㌂㠛ٻڸڌڑٻ⻫′ڶ
ړڐڈซٻډٻ⻫⼚䔏ٻὖ䞲ٻ䢮 㠦ٻ⁞䞒䟊ٻٻ㰖ٻ䞒䟊ٻ㩚₆䐋㔶⁞㦋㌂₆ٻڸڍڑٻ⻫′ڶ
ٻ
ٻ
ٻQG㟓ὖ㠦㍲G㧎㣿䞲G⻫½′㩫㦖GYWX_G⎚GGXY 㤪GG₆㭖㦒⪲G㧧㎇♮㠞㔋┞┺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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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ڌ
ٻ

㦮⬢⻫ٻ
ٻ

⌊㣿ٻٻ
㩲ڎڎ㫆ڃڃ㦮⬢₆ὖٻڄڄ
ཛ ٻ㧊⻫ٻ㠦㍲ٽٻ㦮⬢₆ὖٽ㧊⧖ٻ㦮⬢㧎㧊ٻὋ㭧ڃ簰襨ٻڄ⡦⓪ٻ䔏㩫┺ٻ㑮㧎㦚ٻ㥚䞮㡂ٻ㦮
⬢ബ㫆㌆㦮ٻ㠛ڃ㧊䞮ٽٻٻ㦮⬢㠛ٽ㧊⧒ٻ䞲┺ڄ㦚ٻ䞮⓪ٻὉ㦚Ⱖٻ䞲┺ٻډ
ڗṲ㩫ٻڙډڒډڑډڌڌڋڍٻڇډڋڎډڌډڔڋڋڍٻ
ཛྷٻ㦮⬢₆ὖ㦖┺ٻ㦢ٻṗٻ䢎㢖ٻṯ㧊ٻῂ䞲┺ٻډ
ٻډڌٻٻٻ㦮㤦 ٻ㦮⬢₆ὖٻڕ㦮㌂ٻڇ䂮ὒ㦮㌂ٻ⡦⓪ٻ䞲㦮㌂Ṗٻ㭒⪲ٻ㣎⧮䢮㧦⯒╖ٻ㌗㦒⪲ٻ
ٻٻٻٻٻٻṗṗٻ⁎ٻ㦮⬢䟟㥚⯒ٻ䞮⓪ٻ㦮⬢₆ὖ㦒⪲㍲ٻ⁎ٻ㫛⮮⓪┺ٻ㦢ٻṗ⳿ٻὒٻṯ┺ٻډ
ٻٻٻٻٻٻṖٻډ㦮㤦ٻ
ٻډ⋮ٻٻٻٻٻٻ䂮ὒ㦮㤦ٻ
ٻډ┺ٻٻٻٻٻٻ䞲㦮㤦ٻ
ٻډڍٻٻٻ㫆㌆㤦ٻڕ㫆㌆㌂Ṗٻ㫆㌆ὒٻ㧚ബ䟊㌆ബ㌆㣫ٻٻ㔶㌳㞚⯒╖ٻ㌗㦒⪲⽊ٻỊ䢲ٻ
☯ὒٻᾦ㥷ബ㌗╊㦚䞮⓪ٻ㦮⬢₆ὖ㦚Ⱖٻ䞲┺ٻډ
⼧ٻډڎٻٻٻ㤦 ٻ㦮⬢₆ὖٻڕ㦮㌂ٻڇ䂮ὒ㦮㌂ٻ⡦⓪ٻ䞲㦮㌂Ṗٻ㭒⪲ٻ㧛㤦䢮㧦⯒╖ٻ㌗㦒⪲ٻٻ
㦮⬢䟟㥚⯒ٻ䞮⓪ٻ㦮⬢₆ὖ㦒⪲㍲ٻ⁎ٻ㫛⮮⓪┺ٻ㦢ٻṗ⳿ٻὒٻṯ┺ٻډ
ٻٻٻٻٻٻṖ⼧ٻډ㤦ٻ
ٻډ⋮ٻٻٻٻٻٻ䂮ὒ⼧㤦ٻ
ٻډ┺ٻٻٻٻٻٻ䞲⼧㤦ٻ
 ٻډ⧒ٻٻٻٻٻٻ㣪㟧⼧㤦  ڃ㩫㔶Ịṫ㯳㰚 ٻ ٻ㩫㔶㰞䢮㧦⽋ ٻ㰖㍲゚㓺 ٻ㰖㤦㠦 ٻὖ䞲⻫ ٻ
⮶ٻ㩲ڎ㫆㩲ڐ䢎㠦ٻ⯎➆ٻ㩫㔶㦮⬢₆ὖٻ㭧ٻ㩫㔶⼧㤦ٻڇ㧻㞶㧎⽋㰖⻫㩲
ړڐ㫆㩲ڌ䟃㩲ڍ䢎㠦 ٻ⯎➆ ٻ㦮⬢㨂䢲㔲㍺⪲㍲ ٻ㩲ڎ㫆㦮ڍ㦮 ٻ㣪Ị㦚 ٻṬ㿮 ٻ㦮⬢
₆ὖ㦚ٻ䙂䞾䞲┺ٻډ㧊䞮ٻṯ┺ٻڄ
ٻډⰞٻٻٻٻٻٻ㫛䞿⼧㤦ٻ
ཝ⽊ٻỊ⽋㰖㧻ὖ㦖⽊ٻỊ㦮⬢㩫㺛㠦ٻ䞚㣪䞮┺ἶٻ㧎㩫䞮⓪ٻἓ㤆㠦⓪ٻ㩲ڍ䟃㩲ڌ䢎䎆ٻٻ
㩲ڎ䢎₢㰖㦮ٻ′㩫㠦ٻ⯎➆ٻ㦮⬢₆ὖ㦮ٻ㫛⮮⼚ٻ䚲㭖㠛ⶊ⯒ٻ㩫䞮㡂ٻἶ㔲䞶ٻ㑮ٻ㧞┺ٻډ
ٻ

㩲ڏڐ㫆ڃ㔶㦮⬢₆㑶䘟Ṗ㥚㤦䣢㦮㍺ٻ䂮ٻڄ❇ٻ
ཛ ⽊ٻỊ⽋㰖㧻ὖ㦖 ٻ㔶㦮⬢₆㑶䘟Ṗ㠦 ٻὖ䞲 ٻ㌂䟃㦚 ٻ㕂㦮䞮₆ ٻ㥚䞮㡂⽊ ٻỊ⽋㰖
㠦ٻ㔶㦮⬢₆㑶䘟Ṗ㥚㤦䣢ڃ㧊䞮ٽٻ㥚㤦䣢ٻ⧒ٽ䞲┺ٻډ┺⚪ٻ⯒ڄ
ཛྷ ٻ㥚㤦䣢⓪ٻ㥚㤦㧻ⳛڌٻ㦚ٻ䙂䞾䞮㡂ٻⳛڋڍٻ㧊⌊㦮ٻ㥚㤦㦒⪲ٻῂ㎇䞲┺ٻډ
ཝ ٻ㥚㤦㦖┺ٻ㦢ٻṗٻ䢎㦮ٻ㧦ٻ㭧㠦㍲⽊ٻỊ⽋㰖㧻ὖ㧊ٻ㥚㽟䞮Ệ⋮ٻ㧚ⳛ䞲┺ٻڇⰢ┺ٻډ
㥚㤦㧻㦖ٻ㩲ڌ䢎ٻ⡦⓪ٻ㩲ڍ䢎㦮ٻ㧦ٻ㭧㠦㍲ٻ㧚ⳛ䞲┺ڗډṲ㩫ٻڙډړڌډڌډڋڌڋڍٻڇډڔڍډڍډړڋڋڍٻ
ٻډڌٻٻٻ㩲ړڍ㫆㩲ڌ䟃㠦ٻ⯎➆ٻ㦮㌂䣢ബ䂮ὒ㦮㌂䣢ബ䞲㦮㌂䣢㠦㍲ٻṗṗٻ㿪㻲䞮⓪ٻ㧦ٻ
⽊ٻډڍٻٻٻỊ㦮⬢㠦ٻὖ䞲ٻ䞯㔳㧊ٻ䛣䞲ٻ㧦ٻ
ٻډڎٻٻٻ㏢゚㧦┾㼊㠦㍲ٻ㿪㻲䞮⓪ٻ㧦ٻ
⼖ٻډڏٻٻٻ䢎㌂㦮ٻ㧦ỿ㦚ٻṖ㰚ٻ㧦⪲㍲⽊ٻỊ㦮⬢㢖ٻὖ⩾♲ٻ㠛ⶊ㠦ٻ⎚ڐٻ㧊㌗ٻ㫛㌂䞲ٻἓٻ
⩻㧊㧞⓪ٻ㧦ٻ
⽊ٻډڐٻٻٻỊ㦮⬢㩫㺛ٻὖ⩾ٻ㠛ⶊ⯒╏╊ٻ䞮ἶٻ㧞⓪⽊ٻỊ⽋㰖ٻ㏢㏣ٻ ڐٻ㧊㌗㦮ٻὋⶊ㤦ٻ
ཞٻ㥚㤦㧻ὒٻ㥚㤦㦮ٻ㧚₆⓪⎚ڎٻ㦒⪲ٻ䞮♮ٻڇ㡆㧚䞶ٻ㑮ٻ㧞┺ٻڇⰢ┺ٻډ㩲ڎ䟃㩲ڐ䢎㠦ٻ⯎➆ٻ
Ὃⶊ㤦㦮ٻἓ㤆㠦⓪ٻ㨂㧚₆Ṛ㦒⪲ٻ䞲┺ٻډ
ཟٻ㥚㤦㦮ٻ㧦ⰂṖٻゞ➢ٻ㠦⓪ٻ㌞⪲ٻ㥚㤦㦚ٻ㧚ⳛ䞮ἶٻڇ㌞⪲ٻ㧚ⳛ♲ٻ㥚㤦㦮ٻ㧚₆⓪ٻ㧚ⳛ
♲⋶ٻ䎆ٻ₆㌆䞲┺ٻډ
འ ٻ㥚㤦䣢㦮 ٻ㕂㦮㌂䟃㦚 ٻ㩚ⶎ㩗㦒⪲ ٻỖ䏶䞮₆ ٻ㥚䞮㡂 ٻ㥚㤦䣢㠦 ٻ㟒⼚ ٻ㩚ⶎ䘟Ṗ㥚
㤦䣢⯒ٻډ┺⚪ٻ
ཡٻ⁎ٻ㠦ٻ㥚㤦䣢ബ㩚ⶎ䘟Ṗ㥚㤦䣢㦮ٻῂ㎇ٻٻ㤊㡗❇ٻ㠦ٻ䞚㣪䞲ٻ㌂䟃㦖⽊ٻỊ⽋㰖
⪏㦒⪲ٻ㩫䞲┺ڗٻډṲ㩫ٻڙډړڌډڌډڋڌڋڍٻڇډڔڍډڍډړڋڋڍٻ
ٻ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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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ڸڍ⻫′ڶ

ٻ⪏㔲䟟ٻ⻫㡂

⬢㦮

ٻ

ٻٻ⌊㣿
ٻ 㡂゚㣿㦮ڃڃ㫆ڎڌڌ㩲
ٻڄڄ╊ٻ
ٻٻډ┺ṯٻὒڌٻ⼚䚲ٻ⓪⻪㥚ٻ 㡂゚㣿㦮ٻ⓪╊䞮ٻ₆⁞㠦㍲ٻ⧒➆ٻ㫆㠦ڋڌ㩲ٻ⻫ٻཛ
ٻڙډڌڌډڍڌډڎڌڋڍٻڇډڐډڒډڐڋڋڍٻڇډڋڎډڍڌډڎڋڋڍٻṲ㩫ڗ
ٻڙډڐډڒډڐڋڋڍڗٻ㌃㩲ٻډڌٻٻٻ
ٻڙډڐډڒډڐڋڋڍڗٻ㌃㩲ٻډڍٻٻٻ
ٻڙډڐډڒډڐڋڋڍڗٻ㌃㩲ٻཛྷ
ٻٻ⓪♮㩲䞲ٻ㦮⬢ 㡂Ṗٻ㦮䞮㡂ٻ′㩫㠦ٻ䟃㦮ڌ㫆㩲ڐڌ㩲ٻ⻫ٻῂ䞮ἶٻ′㩫㠦ٻ䟃㦮ڌ㩲ٻཝ
ٻٻ⓪㩫䞮ٻ⽊Ị⽋㰖⪏㧊ٻ❇ٻἓ㤆ٻ⓪♮㧎㩫ٻ㽞⧮䞲┺ἶٻ╊㦚ٻ㌗╏䞲ٻ₆⁞㠦ٻڇἓ㤆
ٻٻډ┺╊䞲ٻ㑮 ῢ㧦Ṗٻ⁞㞷㦚ٻ⓪㩫䞮ٻ⽊Ị⽋㰖⪏㧊ٻ⓪╖䞮㡂ٻ䟃⳿㠦ٻ⓪⡦ٻἓ㤆
ٻڙډڐڌډڎډڋڌڋڍٻڇډڔڍډڍډړڋڋڍٻṲ㩫ڗ
ٻ⽎ٻ⓪╊䞮ٻ㑮 ῢ㧦Ṗٻ 㡂゚㣿㣎㠦ٻ⓪╊䞮ٻ₆⁞㠦㍲ٻ⧒➆ٻ′㩫㠦ٻ䟃㦮ڌ㩲ٻཞ
ٻ㑮 ῢٻ⧒➆ٻ′㩫㠦ٻ䟃㦮ڎ㩲ٻὒڄ┺䞲ٻ⧒㧊ٽ⁞╊⽎㧎ٻ 㡂╖㌗ٽٻ㧊䞮ڃ⁞╊㧎
ٻ㦮⬢ 㡂ٻ㑮 ῢ㧦Ṗٻ㦮䞮㡂ٻ㼃ῂ㠦ٻ㦮⬢ 㡂₆ὖ㦮ٻ⽎㧎╊⁞㦖ٻ⓪╊䞮ٻ㧦Ṗ
ٻڙډڔڍډڑډڏڋڋڍٻṲ㩫ڗٻډ┺㰖 䞲ٻ₆ὖ㠦
ٻ䢎ڌ㩲ٻڌٻ⼚䚲ڃ⁞╊⽎㧎ٻ 㡂╖㌗ٻ㰖 䞲ٻ㦮⬢ 㡂₆ὖ㠦ٻ⧒➆ٻ′㩫㠦ٻ䟃㦮ڏ㩲ٻཟ
ٻ㦮⬢ 㡂₆ὖ㠦ٻ⧒➆ٻ䢎㠦ڎ㩲ٻ䚲ٻṯ㦖ٻٻ⳿䢎Ⱎ⳿ബڍ㩲ٻ䚲ٻṯ㦖ٻڇ⳿Ⱎ⧒⳿ബ
ٻ┺㦢ٻ㧒Ṛڋڎٻⰺٻ㧊ڄ┺ṯٻ㫆㠦㍲ٻ㧊ٻ㧊䞮ٻډ┺㩲㣎䞲ٻ⽎㧎╊⁞㦖ٻ 㡂╖㌗ٻ㰖 䞲
ٻٻ⁞㞷㦚ٻ⓪䟊╏䞮ٻ㠦ڋڐٻ㦮ڋڋڌٻ⁞㞷㦮ٻ㽞ὒ䞲ٻ⁎ٻ⓪ἓ㤆㠦ٻ㽞ὒ䞲ٻ⁞㞷㦚ٻ䢎㦮ٻṗ
ٻٻډ┺㰖 䞲ٻ㑮 ῢ㧦㠦Ợ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㧊ٻ⧒➆ٻ㠦ٻ⓪㩫䞮ٻ⽊Ị⽋㰖⪏㧊
ٻډ┺㞚┞䞲ٻ㰖 䞮㰖ٻ⯒㧊ٻ⓪ἓ㤆㠦ٻ⹎Ⱒ㧎ٻ㻲㤦ڍٻ⁞㞷㧊ٻ䞶ٻ㰖 䞮㡂㟒ٻڇⰢ┺
ٻڇډڑڌډڒډڏڌڋڍٻڇډڒډڑډڍڌڋڍٻڇډڐڌډڎډڋڌڋڍٻڇډڔڍډڍډړڋڋڍٻڇډړڍډڍډڒڋڋڍٻڇډڔڍډڑډڏڋڋڍٻṲ㩫ڗ
ٻڙډڔڍډڍڌډڒڌڋڍ
ٻⰢ㤦ڍٻڕٻ㫛㑮 ῢ㧦ڌٻډڌٻ
ٻⰢ㤦ڋڍٻڕٻ㫛㑮 ῢ㧦ڍٻډڍٻٻٻ
ٻṗٻ┺㦢ٻ⁞㞷㧊ٻ㹾Ṧ䞲ٻ⁞㞷㦚ٻ㰖 㦖ٻ⧒➆ٻ䟃㠦ڐ㩲ٻ⽎㧎╊⁞㠦㍲ٻ 㡂╖㌗ٻའ
ٻٻ㽞ὒ⁞㞷㧊ٻڇⰢ┺ٻډ┺╊䞲ٻ₆⁞㠦㍲ٻ㽞ὒ⁞㞷㦚ٻ⁎ٻ⓪ἓ㤆㠦ٻ㽞ὒ䞲ٻ⁞㞷㦚ٻ䢎㦮
ٻٻډ┺╊䞲ٻ㑮 ῢ㧦Ṗٻ⯒㧊ٻ⓪ἓ㤆㠦ٻ⹎Ⱒ㧎ٻ㻲㤦ڍ
ٻڙډڌڎډڎډڔڋڋڍٻڇډړڍډڍډڒڋڋڍٻڇډڔڍډڑډڏڋڋڍٻṲ㩫ڗ
ٻⰢ㤦ڐٻ㧒Ṛڋڎٻⰺٻڕٻ㫛㑮 ῢ㧦ڌٻډڌٻٻٻ
ٻ⯎➆ٻ䢎⧒⳿㠦ڎ䟃㩲ڍ㫆㩲ڎ㩲ٻ⻫⬢㦮ٻڇⰢ┺ٻډⰢ㤦ڋړٻ㡆Ṛٻڕ ٻ㫛㑮 ῢ㧦ڍٻډڍٻٻٻ
ٻډ┺䞲ٻ⪲Ⱒ㤦㦒ڋڍڌٻ㡆Ṛٻ⓪ἓ㤆㠦ٻ㧛㤦䞲ٻ㽞ὒ䞮㡂ٻ㧒㦚ڋڏڍٻ㡆Ṛٻ㣪㟧⼧㤦㠦
ٻ╊䞮㡂ٻ₆⁞㠦㍲ٻ⧒➆ٻ′㩫㠦ٻ⽎ⶎ㦮ٻ䟃ڑ㩲ٻ㑮 ῢ㧦Ṗ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㦖ٻཡ
ٻٻ㠦ٻ⓪㩫䞮ٻ⽊Ị⽋㰖⪏㧊ٻ⓪ἓ㤆㠦ٻ㰖 䞲ٻ㦮⬢ 㡂₆ὖ㠦ٻ㽞ὒ⁞㞷㦚ٻ⓪䞮ٻ㟒
ٻٻډ┺䞲ٻ㰖 䞮㡂㟒ٻ㑮 ῢ㧦㠦Ợٻ㽞ὒ⁞㞷㦚ٻ⁎ٻ⧒➆
ٻڙډڐڌډڎډڋڌڋڍٻڇډڔڍډڍډړڋڋڍٻڇډڔڍډڑډڏڋڋڍٻ㍺㔶ڗ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Ⅱ-4

ٻڸڎ⻫′ڶ
ٻ

ٻ㔲䟟′䂯ٻ⻫⬢㦮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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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ٻ㫆㌆㤦

ٻ䞲㦮㤦

ٻ

ٻڌ
ٻ䌫㩚㦚ڃ
ἓٻ⓪䞮
ٻⰢ㤆㠦
ٻڄ┺Ṭ㿮

ٻ䂮ὒ
ٻ㦮㤦

ٻ㦮㤦

ٻ

ٻ

ٻ㫛䞿⼧㤦
ٻ 䞲⼧㤦ٻ 䂮ὒ⼧㤦ٻ⼧㤦
ٻ㣪㟧⼧㤦

ٻ㍺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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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ٻ
ٻ㔲㍺′ỿٻ㦮⬢₆ὖ㦮ڸٻڏ⼚䚲ڶٻ
ٻڄ⨋㌳ڃٻډڌ
ٻٻ㭧䢮㧦㔺ٻډڍ
ٻ㭧䢮㧦㔺ٻ㧊㌗㦚ٻڐٻ㦮ڋڋڌٻ㑮㦮ٻ⼧㌗ٻ㧛㤦㔺ٻ㫛䞿⼧㤦㦖ٻ㧊㌗㧎ٻṲڋڋڎٻ⼧㌗㧊ٻډṖٻٻٻ
ٻډ┺䞲ٻⰢ✺㠊㟒ٻ⪲⼧㌗㦒ٻٻٻٻٻٻٻ
ٻⶊ㩫㩚ٻڇⳆ䞮ٻ☛Ⱃ♮㠊㟒ٻ⪲┾㥚ٻ⼚☚㦮ٻ⓪㧞ٻ㑮ٻ䐋㩲䞶ٻ㿲㧛㦚ٻ㭧䢮㧦㔺㦖ٻډ⋮ٻٻٻ
ٻډ┺䞲ٻṬ㿪㠊㟒ٻ㔲㓺䎲㦚ٻڄ肚袏衴ڃٻٻٻٻٻٻٻ
ٻ㧞㠊㟒ٻὉ㠦ٻṖ₢㤊ٻ㭧䢮㧦㔺ὒٻ⓪⡦ٻ⌊ٻ㭧䢮㧦㔺ٻ㦮㌂╏㰗㔺㦖ٻ㭧䢮㧦㔺㦮ٻډ┺ٻٻٻ
ٻډ┺䞲ٻٻٻٻٻٻٻ
ٻ㭧䢮㧦㔺ٻ⓪㩚╊䞮ٻ㔶㌳㞚Ⱒ㦚ٻڇ♮䞮ٻ⪲㧊㌗㦒ٻ㩲⹎䎆ڋڌٻⳊ㩗㦖ٻ╏Ṳڌٻ⼧㌗ٻډ⧒ٻٻٻ
ٻ⪲㧊㌗㦒ٻ㩲⹎䎆ڐٻⳊ㩗㦖ٻ╏Ṳڌٻ⼧㌗ٻ㦮ڄ┺䞲ٻ⧒㧊ٽ㔶㌳㞚㭧䢮㧦㔺ٽٻ㧊䞮ڃٻٻٻٻٻٻٻ
ٻڇ㼃㏢㔺ٻڇ╏㰗㔺ٻڇṚ䢎㌂㔺ٻ⌊ٻ㭧䢮㧦㔺ٻ㦖ٽⳊ㩗ٻ╏Ṳڌٻ⼧㌗ٽٻἓ㤆ٻ㧊ٻډ┺䞲ٻٻٻٻٻٻٻ
ٻٻ㭧䢮㧦㔺ڶὋṚٻ㩦㥶ٻ䢮㧦ٻ㩲㣎䞲ٻⰆ⍾⽊ὖ㔺㦚ٻڇ㡺ⶒ㔺ٻڇ㼃ἆ㔺ٻڇ₆₆㺓ἶٻٻٻٻٻٻٻ
ٻ⼧㌗ٻ㦚ڸ┺䙂䞾䞲ٻⳊ㩗㠦ٻ⼧㌗ٻ⓪☚⽋ٻὒڄۉۊۄۏڼۏێڃ㓺䎢㧊㎮ٻṚ䢎㌂ٻ⓪㧞ٻ⌊㠦ٻٻٻٻٻٻٻ
ٻډ┺Ⱖ䞲ٻⳊ㩗㦚ٻ⋮ٻ⪲㑮ٻٻٻٻٻٻٻ
ٻ㰖㏣㩗ٻڇⰻ㌆㏢Ἒ䁷₆ٻڇ㕂㩚☚⳾┞䎆ٻڇ㍺㦮⬢Ṗ㓺㔲ٻ㭧㞯Ὃ 㔳ٻ┺Ⱎ⼧㌗ٻډⰞٻٻٻ
ٻڇ☯ⰻ䡞㞫⳾┞䎆ٻ䂾㔋㩗ٻṲ㑮㦮ٻ㧊㌗ٻ䗒㎒䔎ڋڌٻ㑮㦮ٻ⼧㌗ٻڇṬ㿪ἶٻ⯒㑮㞷㭒㧛₆ٻٻٻٻٻٻٻ
ٻṲ㑮㦮ٻ㧊㌗ٻ䗒㎒䔎ڋڒٻ㑮㦮ٻ⼧㌗ٻڇ㧎Ὃ䢎䦷₆ٻṲ㑮㦮ٻ㧊㌗ٻ䗒㎒䔎ڋڎٻ㑮㦮ٻ⼧㌗ٻٻٻٻٻٻٻ
ٻډ┺䞲ٻṬ㿪㠊㟒ٻ⯒ڄ┺䟊╏䞲ٻⰢ㔶㌳㞚㭧䢮㧦㔺㠦ڃ⽊㥷₆ٻٻٻٻٻٻٻ
ٻ㩲ٻڇ㕂㩚☚₆⪳₆ٻڇڄ䙂䞾ٻⰞ㓺䋂ڃ⺇㟆ٻڇ䤚⚦ἓٻ╏ڄۏۄۉڰڃ┾㥚ٻṲڌٻ㭧䢮㧦㔺ٻډٻٻٻ
ٻ╖㔶ٻ㩲㎎☯₆ٻ⓪ἓ㤆㠦ٻ㔶㌳㞚㭧䢮㧦㔺㦮ٻڇⰢ┺ٻډ┺䞲ٻṬ㿪㠊㟒ٻ⯒㎎☯₆ٻٻٻٻٻٻٻ
ٻډ┺䞲ٻṬ㿪㠊㟒ٻ⯒㰧㭧䂮⬢₆ٻὧ㍶₆㢖ٻٻٻٻٻٻٻ
ٻ㩚╊㩚ⶎ㦮ٻ⓪㔶㌳㞚㭧䢮㧦㔺㠦ٻڇⰢ┺ٻډ┺㧞ٻ㑮ٻ⚮ٻ⯒㩚╊㦮㌂ٻ⓪㭧䢮㧦㔺㠦ٻډ㌂ٻٻٻ
ٻډ┺䞲ٻ⚦㠊㟒ٻ⯒ٻٻٻٻٻٻٻٻ
ٻ㭧ٻ㔶㌳㞚ڃⳛڍډڌٻ⓪㧛㤦䢮㧦㑮ٻ㧒ڌٻ‶㡆䘟ٻ╏ⳛڌٻṚ䢎㌂ٻڇ♮⚦ٻ⯒㩚╊Ṛ䢎㌂ٻډ㞚ٻٻٻ
ٻډ┺♲ٻ┞㞚ٻ⓪㽞ὒ䞮㡂㍲ٻ㦚ڄⳛڐډڌٻ⓪ἓ㤆㠦ٻ䢮㧦㔺㦮ٻٻٻٻٻٻ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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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ٻٻ
㧦ٻډ㭧䢮㧦㔺㠦㍺ٻ䂮䞮⓪⼧ٻ㌗㦖⼓ٻ㦒⪲䎆ٻ㾲㏢⹎ڍډڌٻ䎆ٻ㧊㌗⼧ٻ⯎┺ٻڇ㌗㦒⪲
䎆ٻ㾲㏢⹎ڍٻ䎆ٻ㧊㌗ٻ㧊ỿ䞮㡂㍺ٻ䂮䞮㡂㟒ٻ䞲┺ٻډ
ٻٻٻ㹾ٻډ㭧䢮㧦㔺㠦⓪⼧ٻ㌗ڎٻṲ╏ڌٻṲٻ㧊㌗㦮ٻ㏦㞑₆ٻ㔲㍺㦚㍺ٻ䂮䞮㡂㟒ٻ䞲┺ٻډ
ٻٻٻ䃊 ٻډ㭧䢮㧦㔺㠦⓪⽊ ٻỊ⽋㰖㧻ὖ㧊 ٻ㩫䞮⓪ ٻ₆㭖㠦⼧ ٻ⧒➆ ٻ㌗ڋڌ ٻṲ╏ڌ ٻṲ ٻ㧊㌗
㦮 ٻỿⰂ⼧㔺 ٻ⡦⓪ ٻ㦢㞫ỿⰂ⼧㔺㦚㍺ ٻ䂮䞮㡂㟒 ٻ䞲┺ ٻډ㧊 ٻἓ㤆 ٻ㦢㞫ỿⰂ⼧㔺
㦖ٻ㾲㏢ڌٻṲٻ㧊㌗㍺ٻ䂮䞮㡂㟒ٻ䞲┺ٻډ
ٻ
⻫ڶ′ٻڸڏ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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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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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ٻ⻫⹒
ٻ

ٻ⌊㣿
㔺ڃٻٻ㫆ڒڍڍ㩲
㍶ٻ㔺㫛㦮
ٻٻڄ㍶ἶ
ٻỖ㌂㦮ٻ⋮㧊䟊ὖἚ㧎㧊ٻ⻫㤦㦖ٻ⓪➢㠦ٻ㞚┞䞲ٻⳛ䞮㰖ٻ⎚Ṛڐٻ㌳㌂Ṗٻ㨂㧦㦮ٻཛ
ٻډ┺䞲ٻ䞮㡂㟒ٻ⯒㔺㫛㍶ἶٻ㦮䞮㡂ٻ㼃ῂ㠦ٻٻٻ
ٻ₆䌖ٻ㧦ٻ▮㧞ٻ㭧㠦ٻ䟃Ὃ₆ٻ㿪⧓䞲ٻڇ㧦ٻ▮㧞ٻ㭧㠦ٻ㍶ٻ䂾ⴆ䞲ٻڇ㧦ٻ㧚䞲ٻ㩚㰖㠦ٻཛྷ
ٻ䟃Ὃٻڇⴆ䂾ٻ㍶㦮ٻ⓪⡦ٻ㩚㨗㫛㰖䤚ٻ㌳㌂Ṗٻ㧦㦮ٻ╏䞲ٻ㥚⋲㦚ٻ♶ٻ㤦㧎㧊ٻ㌂ⰳ㦮ٻٻٻ
ٻډ┺ṯٻ䟃ὒڌ㩲ٻ☚➢㠦ٻ㞚┞䞲ٻⳛ䞮㰖ٻ⎚Ṛڌٻ䤚ٻ㫛⬢䞲ٻ㥚⋲㧊ٻ₆䌖ٻ⧓㿪ٻ₆㦮ٻٻٻ
ٻڙډڋڌډڏډڏړڔڌٻṲ㩫ڗ
ٻ
ٻڄ⻪㥚ٻ䂲㫇㦮ڃ㫆ڒڒڒ㩲
ٻٻ䞲ٻ⓪㠜ٻ′㩫㧊ٻ䔏⼚䞲ٻ⻫⮶㠦ٻ⯎┺ٻ⓪⡦ٻ⻫ٻ㧊ٻ䣾⩻㦖ٻ⻫⮶㌗ٻ㧎䞲ٻ⪲䂲㫇ὖἚ
ٻډ┺⹎䂲ٻ㧦㠦ٻ⓪䟊╏䞮ٻṗ䢎㠦ٻ┺㦢
ٻ䡞㫇ٻ㽢㧊⌊㦮ړٻډڌ
ٻ㧎㻯ٻ㽢㧊⌊㦮ڏٻډڍ
ٻڸډڎڌډڌډڋڔڔڌٻ㩚ⶎṲ㩫ڶ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㤆㧦ٻډڎٻٻ

ٻ
ٻڸڑ⻫′ڶ
ٻ

ٻ⻫ⳛ㩚㧦㍲
ٻ

ٻ⌊㣿
ٻٻڄڄ㩫㦮ڃڃ㫆ڍڍ㩲
ٻډ┺ṯٻ┺㦢ὒٻ⓪㩫㦮ٻ㣿㠊㦮ٻ⓪㌂㣿䞮ٻ⻫㠦㍲ٻ㧊
ٻڄ⨋㌳ڃٻډڌٻٻٻ
ٻٻ㍲ⳛ㦚ٻ㩚㧦ⶎ㍲㠦ٻ╏䟊ٻ㍲ⳛ㧦Ṗٻ䢫㧎䞮ἶٻ⯒㍲ⳛ㧦ٻ䞾㦖ٻ⧒㧊ٽⳛ㩚㧦㍲ٽٻډڍٻٻٻ
ٻٻ⏒Ⰲ㩗ٻ⋮㻾♮Ệٻ㩚㧦ⶎ㍲㠦ٻ╏䟊ٻ㥚䞮㡂ٻ㧊㣿䞮₆ٻ◆⓪⌊⋮䌖ٻ䞮㡖㦢㦚ٻٻٻٻٻٻٻ
ٻډ┺Ⱖ䞲ٻ⯒⽊㩫ٻ䡫䌲㦮ٻ㩚㧦㩗ٻ♲ἆ䞿ٻ⪲㦒ٻٻٻٻٻٻٻ
ٻٻ₆㽞䞲ٻὋ㧎㧎㯳㍲㠦ٻṬ㿪ἶٻ㣪Ị㦚ٻṗ⳿㦮ٻ┺㦢ٻ䞾㦖ٻ⧒㧊ٽⳛὋ㧎㩚㧦㍲ٽٻډڎٻٻٻ
ٻډ┺Ⱖ䞲ٻ㩚㧦㍲ⳛ㦚ٻٻٻٻٻٻٻ
ٻộٻ㏣䞶ٻ㥶㧒䞮ỢٻṖ㧛㧦㠦Ợٻ㩚㧦㍲ⳛ㌳㎇㩫⽊ṖٻډṖٻٻٻٻٻٻٻ
ٻộٻ㧞㦚ٻ㰖⺆ࡐὖⰂ䞮ἶٻ⯒⽊㩚㧦㍲ⳛ㌳㎇㩫ٻṖ㧛㧦Ṗٻ╏㔲ٻⳛ㍲ٻډ⋮ٻٻٻٻٻٻٻ
ٻộٻ㧞㦚ٻ㑮ٻ䢫㧎䞶ٻ⯒⼖ἓ㡂ٻ╖䞲ٻ㩚㧦㍲ⳛ㠦ٻ╏䟊ٻ䤚㠦ٻ㧞㦖ٻ㩚㧦㍲ⳛ㧊ٻډ┺ٻٻٻٻٻٻٻ
ٻộٻ㧞㦚ٻ㑮ٻ䢫㧎䞶ٻ⯒⼖ἓ㡂ٻ㩚㧦ⶎ㍲㦮ٻ╏䟊ٻ䤚㠦ٻ㧞㦖ٻ㩚㧦㍲ⳛ㧊ٻډ⧒ٻٻٻٻٻٻٻ
ٻڸډڌڎډڍڌډڌڋڋڍٻ㩚ⶎṲ㩫ڶ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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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

⻫ڶ′ٻڸڒ
ٻ

㏢゚㧦₆⽎⻫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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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ٻ
ٻ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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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ڸړ⻫′ڶ
ٻ

ٻ⻫Ⰲὖٻ㧦☯㹾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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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ٻ
ٻڸڔ⻫′ڶ
ٻ

ٻ⪏㔲䟟ٻ⻫Ⰲὖٻ㧦☯㹾
ٻ

⌊㣿
ٻ⓪♮㩲㣎ٻٻ㩗㣿㧊ڃڃ㫆ڍڍ㩲
ٻٻٻڄڄ㧦☯㹾ٻ
ộٻ⓪㩫䞮ٻ⪲╖䐋⪏⪏㦒ٽٻ┾㍲㠦㍲ٻ䢎ڌ㫆㩲ڍ㩲ٻڄ┺䞲ٻ⧒㧊ٽ⻫ٽٻ㧊䞮ڃ⻫Ⰲ㧦☯㹾ὖ
ٻڙډڐڍډڌڌډڌڌڋڍٻڇډڐډڍډڋڌڋڍٻڇډڐڍډڔډړڋڋڍٻṲ㩫ڗٻډ┺Ⱖ䞲ٻộ㦚ٻṗ䢎㦮ٻ┺㦢ٻ䞾㦖ٻ⧒㧊ٽ
ٻỊ㍺₆Ἒٻ⯎➆ٻỊ㍺₆ἚὖⰂ⻫㠦ٻډڌٻٻ
ٻ⏣㠛₆Ἒٻ⯎➆ٻ㽟㰚⻫㠦ٻ⏣㠛₆Ἒ䢪ٻډڍٻٻ
ٻ⨟㹾ٻ⯎➆ٻῆ㑮䛞ὖⰂ⻫㠦ٻډڎٻٻ
ٻ⨟㹾ٻ⓪♮㤊䟟ٻ㦮䞮㡂ٻὋ㭧㍶㠦ٻ⓪⡦ٻ☚Ὼٻٻډڏٻٻ
ٻٻ㦮⬢₆₆ٻ⯎➆ٻ㦮⬢₆₆⻫㠦ٻډڐ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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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ڸڋڌ⻫′ڶ
ٻ

ٻ㔲䟟′䂯ٻ⻫Ⰲὖٻ㧦☯㹾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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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ٻ⪏㔲䟟ٻ⻫㧦☯㹾㏦䟊⺆㌗⽊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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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ٻ⻫☚⪲ᾦ䐋
ٻ

⌊㣿
ٻڄڄ㩫㦮ڃڃ㫆ڍڍ㩲
ٻٻډ┺ṯٻ┺㦢ὒٻ⦑㦖ٻ㣿㠊㦮ٻ⓪㌂㣿䞮ٻ⻫㠦㍲ٻ㧊
ٻڇډڌڍډڎډڒڌڋڍ ٻڇډڔڌډڌڌډڏڌڋڍ ٻډڔڌډڌڌډڏڌڋڍ ٻڇډړڍډڌډڏڌڋڍ ٻڇډڎڍډڎډڎڌڋڍ ٻڇډڌڍډڎډڍڌڋڍ ٻṲ㩫ڗ
ٻڙډڏڍډڋڌډڒڌڋڍٻڇډڑڍډڒډڒڌڋڍ
ٻڄ⨋㌳ڃ
ٻډ┺Ⱖ䞲ٻ⯒Ⱎ㤆ٻ㹾㢖ٻ⳿㦮ٻṗٻ┺㦢ٻ⧖ٽⰞ㹾ٽٻډڒڌ
ٻډ┺Ⱖ䞲ٻộ㦚ٻ⓪䟊╏䞮ٻ䞮⋮㠦ٻ㠊ⓦٻ┺㦢㦮ٻ⧖ٽ㹾ٽٻډṖ
ٻ㧦☯㹾ٻڄڌ
ٻỊ㍺₆Ἒٻڄڍ
ٻ㤦☯₆㧻䂮㧦㩚Ệٻڄڎ
ٻ㧦㩚Ệٻڄڏ
ٻ⓪♮㤊㩚ٻ☚⪲㠦㍲ٻ⪲㦒ڄ纨缩ڃ⩻☯ٻ㦮ٻ⁎ٻ⋮䧮㧊ٻṖ㿫㦮ٻ⓪⡦ٻ⧢㌂ٻڄڐ
㥶⳾㹾ٻڇộٻ⓪♮㤊㩚ٻ㧊㣿䞮㡂ٻ㍶㦚ٻ♲ڄ竘茡ڃ㍺Ṗٻ⋮㻶₎㧊ٻڇⰢ┺ٻډộ
ٻډ┺㩲㣎䞲ٻ⓪㦮㧦㹾ٻ⽊䟟⽊㫆㣿ٻ⓪㩫䞮ٻ⪲䟟㩫㧦䂮⪏㦒ٻ㢖
ٻډ┺Ⱖ䞲ٻṖ㿫㦚ٻ⓪♮㌂㣿ٻ㠦ڄ蚌莾ڃ㤊㑮ٻ⋮ᾦ䐋㧊ٻ⧖ٽⰞ㤆ٽٻډ⋮
ٻڄ⨋㌳ڃ
ٻډ┺Ⱖ䞲ٻ⯒㹾ٻ⓪䟊╏䞮ٻ䞮⋮㠦ٻ㠊ⓦٻ⳿㦮ٻṗٻ┺㦢ٻ⧖ٽ㤦☯₆㧻䂮㧦㩚Ệٽٻډڔڌ
㧊䞮ٻ㔲㔲ڐڍڌٻ⨟⺆₆ٻ◆Ṗ㤊ٻ㧊⮲㧦☯㹾ٻ⯎➆ٻ㫆㠦ڎ㩲ٻ⻫Ⰲ㧦☯㹾ὖٻډṖ
ٻ㧊⮲㧦☯㹾ٻ㦮
⪲䌂ڔڐډڋٻ⩻㩫ỿ㿲ٻ⓪ἓ㤆㠦ٻ⓪䞮ٻ⪲☯⩻㦒ٻ⯒㩚₆ڃⰢ⹎ٻ㔲㔲ڋڐٻ⨟⺆₆ٻډ⋮
ڍ㩲ٻ⮶⻫ٻὖ䞲ٻ䢲㎇䢪㠦ٻ㧊㣿ٻ㧦㩚Ệڃ㹾ٻ┾ٻ⯒㤦☯₆ٻ㦮ڄⰢ⹎ٻ㢖䔎
ٻڄ┺㩲㣎䞲ٻ⓪㩚₆㧦㩚Ệٻ⯎➆ٻ㠦ڍ䢎㦮ڌ㫆㩲
ٻ㠦ڍ䢎㦮ڌ㩲ٻٻ䢎ڌ㫆㩲ڍ㩲ٻ⮶⻫ٻὖ䞲ٻ䢲㎇䢪㠦ٻ㧊㣿ٻ㧦㩚Ệٻ⧖ٽ㧦㩚Ệٽٻډڋڍ
ٻډ┺Ⱖ䞲ٻ⯒㩚₆㧦㩚Ệٻٻ㧦㩚Ệٻ⯎➆
ٻ
ٻڄ⁞㰖ٻ❇㦮ٻⶊⳊ䠞㤊㩚ڃ㫆ڎڏ㩲
㤊㩚Ⳋ䠞ٻ⋮㞚┞䞮Ệٻ㰖ٻ⯒㤊㩚Ⳋ䠞ٻ㰖ἓ㺆㼃㧻㦒⪲䎆ٻ⧒➆ٻ㫆㠦ڋړ㩲ٻῂ✶㰖
ٻډ┺♲ٻ┞㞚ٻ⓪㤊㩚䞮㡂㍲ٻ㧦☯㹾❇㦚ٻ⓪ἓ㤆㠦ٻ♲㩫㰖ٻ䣾⩻㧊ٻ㦮
ٻ
ٻڄ⁞㰖ٻ㤊㩚ٻ㌗䌲㠦㍲㦮ٻ䀾䞲ٻ㑶㠦ڃ㫆ڏڏ㩲
ٻ┾㍲㠦ٻ䟃ٻ㫆㩲ڑڍ㩲ٻ⻫ⰂỊ㍺₆Ἒὖڃ❇㧦☯㹾ٻ㌗䌲㠦㍲ٻ䀾䞲ٻ㑶㠦ٻῂ✶㰖ٻཛ
ٻ㫆ڎڔ㩲ٻڇ㫆ڒڏ㩲ٻڇ㫆ڐڏ㩲ٻڇ㫆ٻ㧊ٻ㧊䞮ٻډ┺䙂䞾䞲ٻ⯒Ị㍺₆Ἒٻ㣎㦮ٻỊ㍺₆Ἒٻ⯎➆ٻٻٻ
ٻ⯒㧦㩚Ệٻ⓪⡦ٻ⏎Ⳋ㩚㹾ٻڇڄ┺ṯٻ㠦㍲ڍ㫆㦮ړڏڌ㩲ٻٻ䢎₢㰖ڏ㩲ٻ䢎䎆ڌ䟃㩲ڌ㩲ٻٻٻ
ٻڙډڒڍډڎډړڌڋڍٻṲ㩫ڗٻډ┺♲ٻ┞㞚ٻ⓪㤊㩚䞮㡂㍲ٻٻٻ
ٻ䟃㦚ڌ㩲ٻ⋮㧎㩫䞮Ệٻ䞚㣪䞮┺ἶٻ㥚䞮㡂ٻ⯒㥚䠮㰖ٻ㞞㩚ὒٻᾦ䐋㦮ٻἓ㺆Ὃⶊ㤦㦖ٻཛྷ
ٻ㧎㩫ٻ㤊㩚䞮㡖┺ἶٻ⯒㧦㩚Ệٻ⓪⡦ٻ⏎Ⳋ㩚㹾ٻڇ❇㧦☯㹾ٻ㌗䌲㠦㍲ٻ䀾䞲ٻ㑶㠦ٻ㥚䞮㡂ٻٻٻ
ٻ⪲䢎䦷㫆㌂ٻ⯒䀾䞮㡖⓪㰖ٻ㑶㠦ٻ㤊㩚㧦Ṗٻ⓪ἓ㤆㠦ٻ⓪㧞ٻ㧊㥶Ṗٻ㌗╏䞲ٻⰢ䞲ٻ䞶ٻٻٻ
ٻډ┺䞲ٻ㦧䞮㡂㟒ٻ䁷㩫㠦ٻἓ㺆Ὃⶊ㤦㦮ٻ⓪㤊㩚㧦ٻἓ㤆ٻ㧊ٻډ┺㧞ٻ㑮ٻ䁷㩫䞶ٻٻٻ
ٻڙډڒڍډڎډړڌڋڍڇډڋڎډڍڌډڏڌڋڍٻṲ㩫ڗٻٻٻ
ٻ㞚ٻ⯒☯㦮ٻ㤊㩚㧦㦮ٻ⁎ٻ⓪╖䞮㡂ٻ㤊㩚㧦㠦ٻ⓪⽋䞮ٻἆὒ㠦ٻ䁷㩫ٻ⯎➆ٻ䟃㠦ڍ㩲ٻཝ
ٻډ┺㧞ٻ㑮ٻ䁷㩫䞶ٻ┺㔲ٻ⪲⻫㦒ٻ❇㦮ٻ㺚䀾ٻ䡞㞷ٻٻٻ
ٻ䡞㭧㞢䆪㢂⏣☚Ṗٻ㤊㩚㧦㦮ٻ₆㭖㦖ٻ㌗䌲㦮ٻ䀾䞲ٻ㑶㠦ٻ⓪♮⁞㰖ٻ㤊㩚㧊ٻ⧒➆ٻ䟃㠦ڌ㩲ٻཞ
ٻډ┺䞲ٻ⪲ἓ㤆ٻ㧊㌗㧎ٻ䗒㎒䔎ڐڋډڋٻٻ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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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
㩲ڌڐڌڌ㫆⻢ڃڃ䂯ٻڄڄ
㹾㦮ٻ㤊㩚㧦Ṗٻ㠛ⶊ㌗ٻ䞚㣪䞲ٻ㭒㦮⯒ٻỢ㦚Ⰲ䞮Ệ⋮ٻ㭧╖䞲ٻὒ㔺⪲ٻ⯎┺ٻ㌂⧢㦮ٻỊ
㫆ⶒ㧊⋮ٻ⁎ٻ㦮ٻ㨂ⶒ㦚ٻ㏦ᾊ䞲ٻἓ㤆㠦⓪ٻ⎚ڍٻ㧊䞮㦮⁞ٻἶ⋮Ⱒڋڋڐٻ㤦ٻ㧊䞮㦮⁞⻢ٻ
㠦ٻ㻮䞲┺ٻډ
ٻ
⻫ڶ′ٻڸڎڌ
ٻ

㧦㩚Ệٻ㧊㣿ٻ䢲㎇䢪㠦ٻὖ䞲ٻ⮶⻫ٻ
ٻ

⌊㣿
㩲ڍڍ㫆ڃڃ㩫㦮ٻڄڄ
㧊⻫ٻ㠦㍲ٻ㌂㣿䞮⓪ٻ㣿㠊㦮⦑ٻ㦖┺ٻ㦢ὒٻṯ┺ٻډ
ٽٻډڌ㧦㩚Ệٻ⧖ٽ㌂⧢㦮ٻ䧮㦒⪲ٻ䗮╂㧊⋮ٻ㏦䗮╂㦚ٻ㌂㣿䞮㡂ٻ㤖㰗㧊⓪ٻῂ☯㧻䂮ڃ糍纨
蠀謚ڄ㢖 ٻ㫆䟻㧻䂮ڃ裢貉蠀謚 ٻ ٻڄ㩲☯㧻䂮ڃ裃纨蠀謚ڄṖ ٻ㧞⓪ ٻ䊊Ṗ ٻ⚮ ٻ㧊㌗㧎ٻ
㹾⪲㍲ٻ䟟㩫㞞㩚⪏㦒⪲ٻ㩫䞮⓪ٻ䋂₆㢖ٻῂ㫆⯒ٻṬ㿮ٻộ㦚Ⱖٻ䞲┺ٻډ
ڌ㦮ٽٻډڍ㩚₆㧦㩚Ệٻ⧖ٽ㧦㩚Ệ⪲㍲ٻ㌂⧢㦮ٻ䧮㦚⽊ٻ㿿䞮₆ٻ㥚䞮㡂ٻ㩚☯₆⯒ٻ㧻㹿䞮
ἶ┺ٻ㦢ٻṗ⳿ٻ㦮ٻ㣪Ị㦚ٻ⚦⳾ٻ㿿㫇䞮⓪ٻộ㦚Ⱖٻ䞲┺ٻډ
Ṗٻډ䗮╂ڃ㏦䗮╂㦚ٻ䙂䞾䞲┺ڄὒٻ㩚☯₆㦮☯ٻ㔲⩻☯ٻ㦒⪲ٻ㤖㰗㧊Ⳇٻڇ㩚☯₆Ⱒ㦒
⪲⓪ٻ㤖㰗㧊㰖ٻ㞚┞䞶ٻộٻ
⋮ٻډ㔲㏣ڐڍٻ䌂⪲⹎䎆ٻ㧊㌗㦒⪲ٻ㤖㰗㧒ٻἓ㤆ٻ㩚☯₆Ṗٻ㧧☯䞮㰖ٻ㞚┞䞶ٻộٻ
ٻډ┺ٻٻٻٻ㹿♲ٻ㧻䂮㦮ⶊٻỢ⯒ٻ䙂䞾䞲ٻ㧦㩚Ệ㦮ٻ㩚㼊ٻ㭧⨟㧊ڋڎٻ䌂⪲⁎⧾Ⱒ⹎ٻ㧒ٻộٻ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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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ڏڌ
ٻ

㡂ṳ㧦☯㹾㤊㑮㌂㠛⻫ٻ㔲䟟⪏ٻ
ٻ

⌊㣿
㩲ڎڎ㫆ڃڃ㡂ṳ㧦☯㹾㤊㏷㌂㠛㦮ٻ
ٻ㫛⮮ٻڄڄ
⻫ٻ㩲ڎ㫆㩲ڍ䟃㠦ٻ⧒➆ٻṯ㦖ٻ㫆ٻ㩲ڌ䟃㩲ڌ䢎ٻٻ㩲ڍ䢎㠦⏎ٻ⯎➆ٻ㍶ٻ㡂ṳ㧦☯㹾㤊㏷㌂㠛ὒٻῂ
㡃ٻ㡂ṳ㧦☯㹾㤊㏷㌂㠛㦖┺ٻ㦢ٻṗٻ䢎㢖ٻṯ㧊ٻ㎎䞲┺ڗٻډṲ㩫ٻڇډڒڍډڌڌډڔڋڋڍٻڇډڑڍډڌڌډړڋڋڍ ٻ
ٻڙډڍڍډڌډڑڌڋڍٻڇډڑډڌډڑڌڋڍٻڇډړڍډڌډڐڌڋڍٻڇډڎڍډڎډڎڌڋڍٻڇډڎڍډڌڌډڍڌڋڍٻڇډڋڎډڍڌډڌڌڋڍٻڇډړډڍڌډڌڌڋڍ
⏎ٻډڌ㍶ٻ㡂ṳ㧦☯㹾㤊㏷㌂㠛ٻ
Ṗٻډ㔲⌊⻚㓺㤊㏷㌂㠛ٻڕ㭒⪲ٻ䔏⼚㔲ബὧ㡃㔲ബ䔏⼚㧦䂮㔲ٻ⡦⓪ٻ㔲ڃ㩲㭒䔏⼚㧦䂮☚ٻ
㍺䂮ٻٻῃ㩲㧦㥶☚㔲ٻ㫆㎇㦚ٻ㥚䞲ٻ䔏⼚⻫ٻ㩲ڋڌ㫆㩲ڍ䟃㠦ٻ⯎➆ٻ䟟㩫㔲⯒ٻ䙂䞾
䞲┺ٻډ㧊䞮ٻṯ┺ڄ㦮┾ٻ㧒䟟㩫ῂ㡃㠦㍲ٻ㤊䟟Ἒ䐋㦚ٻ㩫䞮ἶٻῃ䏶ᾦ䐋⪏㦒⪲ٻ㩫
䞮⓪ٻ㧦☯㹾⯒ٻ㌂㣿䞮㡂ٻ㡂ṳ㦚ٻ㤊㏷䞮⓪ٻ㌂㠛ٻډ㧊ٻἓ㤆ٻῃ䏶ᾦ䐋⪏㦒⪲ٻ㩫䞮
⓪ٻ㠦ٻ⧒➆ٻὧ㡃 䟟䡫ബ㰗䟟㫢㍳䡫ബ㫢㍳䡫ٻٻ㧒䡫❇ٻ㦒⪲ٻ⁎ٻ㤊䟟䡫䌲⯒ٻ
ῂ䞲┺ٻډ
⋮⏣ٻډ㠊㽢⻚㓺㤊㏷㌂㠛ٻڕ㭒⪲ٻῆڃὧ㡃㔲㦮ٻῆ㦖ٻ㩲㣎䞲┺ڄ㦮┾ٻ㧒ٻ䟟㩫ῂ㡃㠦㍲ٻ㤊
䟟ٻἚ䐋㦚ٻ㩫䞮ἶٻῃ䏶ᾦ䐋⪏㦒⪲ٻ㩫䞮⓪ٻ㧦☯㹾⯒ٻ㌂㣿䞮㡂ٻ㡂ṳ㦚ٻ㤊㏷䞮⓪ٻ
㌂㠛ٻډ㧊ٻἓ㤆ٻῃ䏶ᾦ䐋⪏㦒⪲ٻ㩫䞮⓪ٻ㠦ٻ⧒➆ٻ㰗䟟㫢㍳䡫ബ㫢㍳䡫ٻٻ㧒
䡫❇ٻ㦒⪲ٻ⁎ٻ㤊䟟䡫䌲⯒ٻῂ䞲┺ٻډ
┺Ⱎٻډ㦚⻚㓺㤊㏷㌂㠛ٻڕ㭒⪲ٻ㔲ബῆബῂ㦮┾ٻ㧒ٻ䟟㩫ῂ㡃㠦㍲ٻ₆㩦ബ㫛㩦㦮ٻ䔏㑮㎇
㧊⋮ٻ㌂㣿♮⓪ٻ㧦☯㹾㦮ٻ䔏㑮㎇❇ٻ㦒⪲ٻ㧎䞮㡂⏎ٻ⯎┺ٻ㍶ٻ㡂ṳ㧦☯㹾㤊㏷㌂㠛㧦
Ṗٻ㤊䟟䞮₆ٻ㠊⩺㤊ٻῂṚ㦚╖ٻ㌗㦒⪲ٻῃ䏶ᾦ䐋⪏㦒⪲ٻ㩫䞮⓪ٻ₆㭖㠦ٻ⧒➆ٻ㤊
䟟Ἒ䐋㦚ٻ㩫䞮ἶٻῃ䏶ᾦ䐋⪏㦒⪲ٻ㩫䞮⓪ٻ㧦☯㹾⯒ٻ㌂㣿䞮㡂ٻ㡂ṳ㦚ٻ㤊㏷䞮⓪ٻ
㌂㠛ٻ
⧒ٻډ㔲㣎⻚㓺㤊㏷㌂㠛ٻڕ㤊䟟Ἒ䐋㦚ٻ㩫䞮ἶٻῃ䏶ᾦ䐋⪏㦒⪲ٻ㩫䞮⓪ٻ㧦☯㹾⯒ٻ㌂㣿
䞮㡂ٻ㡂ṳ㦚ٻ㤊㏷䞮⓪ٻ㌂㠛㦒⪲㍲ٻṖ⳿䎆⳿┺ٻ₢㰖㦮ٻ㌂㠛㠦ٻ㏣䞮㰖ٻ㞚┞䞮⓪ٻ
㌂㠛ٻډ㧊ٻἓ㤆ٻῃ䏶ᾦ䐋⪏㧊ٻ㩫䞮⓪ٻ㠦ٻ⧒➆ٻἶ㏣䡫ബ㰗䟟䡫ٻٻ㧒䡫❇ٻ
㦒⪲ٻ⁎ٻ㤊䟟䡫䌲⯒ٻῂ䞲┺ٻډ
ٻډڍῂ㡃ٻ㡂ṳ㧦☯㹾㤊㏷㌂㠛ٻ
Ṗٻډ㩚㎎⻚㓺㤊㏷㌂㠛ٻڕ㤊䟟Ἒ䐋㦚ٻ㩫䞮㰖ٻ㞚┞䞮ἶٻ㩚ῃ㦚ٻ㌂㠛ῂ㡃㦒⪲ٻ㩫䞮㡂ڌٻ
Ṳ㦮ٻ㤊㏷Ἒ㟓㠦ٻ⧒➆ٻῃ䏶ᾦ䐋⪏㦒⪲ٻ㩫䞮⓪ٻ㧦☯㹾⯒ٻ㌂㣿䞮㡂ٻ㡂ṳ㦚ٻ㤊㏷
䞮⓪ٻ㌂㠛┺ٻڇⰢ┺ٻډ㦢ٻ㠊ⓦٻ䞮⋮㠦ٻ䟊╏䞮⓪ٻ₆ὖٻ⡦⓪ٻ㔲㍺❇ٻ㦮ٻ㧻ὒڌٻṲ㦮ٻ
㤊㏷Ἒ㟓ڃ㤊㧚㦮ٻ㑮⪏㭒㼊㢖ٻὖἚ㠜㧊ٻṲ⼚ٻ䌧㔏㧦⪲䎆ٻ䡚⁞㧊⋮ٻ䣢㑮ῢٻ⡦⓪ٻ
䃊✲ἆ㩲❇ٻ㦮ٻ㔳㦒⪲ٻ㤊㧚㦚ٻ⓪ٻἓ㤆⓪ٻ㩲㣎䞲┺ڄ㠦ٻ⁎ٻ⧒➆ٻ㏢㏣㤦ڃ㌆㠛
┾㰖ٻὖⰂ₆ὖ㦮ٻἓ㤆㠦⓪ٻ䟊╏ٻ㌆㠛┾㰖ٻ㧛㭒₆㠛㼊㦮ٻ㏢㏣㤦㦚Ⱖٻ䞲┺Ⱒڄ㦮ٻ
䐋⁒ബ䐋䞯⳿㩗㦒⪲ٻ㧦☯㹾⯒ٻ㤊䟟䞮⓪ٻἓ㤆㠦⓪ٻ㤊䟟Ἒ䐋㦚ٻ㩫䞮㰖ٻ㞚┞䞲ٻộ
㦒⪲ٻډ┺⽎ٻ
ٻڄڌ㩫₆ὖബ㰖㧦䂮┾㼊㢖ٻ⁎ٻ㿲㡆₆ὖബ㡆ῂ₆ὖٻ❇ٻὋ⻫㧎ٻ
ٻڄڍ䣢㌂SG㽞½㭧❇ᾦ㥷⻫G㩲Y㫆㠦G➆⯎G䞯ᾦSGἶ❇ᾦ㥷⻫G㩲Y㫆㠦G➆⯎G䞯
ᾦSG 㥶㞚ᾦ㥷⻫G 㩲Y㫆㩲Y䢎㠦G ➆⯎G 㥶䂮㤦SG 㡗㥶㞚⽊㥷⻫G 㩲XW㫆㠦G
➆⯎G㠊Ⰶ㧊㰧SG䞯㤦㦮G㍺Ⱃ½㤊㡗GGὒ㣎ᾦ㔋㠦Gὖ䞲G⻫⮶G㩲Y㫆㦮Y㩲X䟃
㩲X䢎㠦G➆⯎G䞯ᾦᾦὒᾦ㔋䞯㤦G⡦⓪G㼊㥷㔲㍺㦮G㍺䂮½㧊㣿㠦Gὖ䞲G⻫⮶G
㩲Z㫆㠦G➆⯎G㼊㥷㔲㍺O㥶䐋㌆㠛㩚⻫G㩲Y㫆㩲Z䢎㠦G➆⯎G╖′⳾㩦䙂㠦G
㍺♲G㼊㥷㔲㍺㦖G㩲㣎䞲┺PG
ڄڎ㌆㠛㰧㩗䢲㎇䢪ٻٻὋ㧻㍺Ⱃ㠦ٻὖ䞲⮶⻫ٻ㠦ٻ⯎➆ٻ㌆㠛┾㰖ٻ㭧ٻῃ䏶ᾦ䐋㧻ὖٻ
⡦⓪ ٻ䔏⼚㔲㧻࡞ὧ㡃㔲㧻࡞䔏⼚㧦䂮㔲㧻࡞☚㰖㌂࡞䔏⼚㧦䂮☚㰖㌂ڃ㧊䞮ٽ㔲࡞☚㰖㌂ٽ
⧒ٻ䞲┺ڄṖٻ㩫䞮㡂ٻἶ㔲䞮⓪ٻ㌆㠛┾㰖㦮ٻὖⰂ₆ὖ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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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

⌊㣿
⋮ٻډ䔏㑮㡂ṳ㧦☯㹾㤊㏷㌂㠛ٻڕ㤊䟟Ἒ䐋㦚ٻ㩫䞮㰖ٻ㞚┞䞮ἶٻ㩚ῃ㦚ٻ㌂㠛ῂ㡃㦒⪲ٻ䞮
㡂ڌٻṲ㦮ٻ㤊㏷ٻἚ㟓㠦ٻ⧒➆ٻῃ䏶ᾦ䐋⪏㦒⪲ٻ㩫䞮⓪ٻ䔏㑮䞲ٻ㧦☯㹾⯒ٻ㌂㣿䞮㡂ٻ
㧻⪖㠦ٻ㺎㡂䞮⓪ٻ㧦㢖ٻ㔲㼊ڃ㥶Ἶ㦚ٻ䙂䞾䞲┺ٻ⯒ڄ㤊㏷䞮⓪ٻ㌂㠛ٻ
┺ٻډ㧒䌳㔲㤊㏷㌂㠛ٻڕ㤊䟟Ἒ䐋㦚ٻ㩫䞮㰖ٻ㞚┞䞮ἶٻῃ䏶ᾦ䐋⪏㦒⪲ٻ㩫䞮⓪ٻ㌂㠛
ῂ㡃㠦㍲ڌٻṲ㦮ٻ㤊㏷Ἒ㟓㠦ٻ⧒➆ٻῃ䏶ᾦ䐋⪏㦒⪲ٻ㩫䞮⓪ٻ㧦☯㹾⯒ٻ㌂㣿䞮㡂ٻ
㡂ṳ㦚ٻ㤊㏷䞮⓪ٻ㌂㠛ٻډ㧊ٻἓ㤆ٻῃ䏶ᾦ䐋⪏㦒⪲ٻ㩫䞮⓪ٻ㠦ٻ⧒➆ٻἓ䡫ബ㏢䡫
ബ㭧䡫ബ╖䡫ബ⳾⻪䡫ٻٻἶ 䡫❇ٻ㦒⪲ٻῂ䞲┺ٻډ
⧒ٻډṲ㧎䌳㔲㤊㏷㌂㠛ٻڕ㤊䟟Ἒ䐋㦚ٻ㩫䞮㰖ٻ㞚┞䞮ἶٻῃ䏶ᾦ䐋⪏㦒⪲ٻ㩫䞮⓪ٻ㌂㠛
ῂ㡃㠦㍲ڌٻṲ㦮ٻ㤊㏷Ἒ㟓㠦ٻ⧒➆ٻῃ䏶ᾦ䐋⪏㦒⪲ٻ㩫䞮⓪ٻ㧦☯㹾ٻ⯒╖ڌٻ㌂㠛㧦
Ṗٻ㰗㩧ٻ㤊㩚ڃ㌂㠛㧦㦮ٻ㰞⼧ٻ❇ٻῃ䏶ᾦ䐋⪏㦒⪲ٻ㩫䞮⓪ٻ㌂㥶Ṗٻ㧞⓪ٻἓ㤆⓪ٻ
㩲㣎䞲┺ڄ䞮㡂ٻ㡂ṳ㦚ٻ㤊㏷䞮⓪ٻ㌂㠛ٻډ㧊ٻἓ㤆ٻῃ䏶ᾦ䐋⪏㦒⪲ٻ㩫䞮⓪ٻ㠦ٻ
➆⧒ٻἓ䡫ബ㏢䡫ബ㭧䡫ബ╖䡫ബ⳾⻪䡫ٻٻἶ 䡫❇ٻ㦒⪲ٻῂ䞲┺ٻډ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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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ڐڌ

䢪㨂⪲ٻ㧎䞲ٻ㨂䟊⽊㌗ὒ⽊ٻ䠮Ṗ㧛㠦ٻὖ䞲ٻ⮶⻫ٻ
ٻ

⌊㣿ٻ
㩲ڍڍ㫆ڃڃ㩫㦮ٻڄڄ
㧊⻫ٻ㠦㍲ٻ㌂㣿䞮⓪ٻ㣿㠊㦮ٻ㩫㦮⓪┺ٻ㦢ὒٻṯ┺ڗٻډṲ㩫ٻڙډړڌډڏډڒڌڋڍٻ
ٻډڌದ㏦䟊⽊䠮䣢㌂ಧ⧒ٻ䞾㦖⽊ٻ䠮㠛⻫ٻ㩲ڏ㫆㦮ٻ′㩫㠦ٻ㦮䞲ٻ䢪㨂⽊䠮㌂㠛㦮ٻ䠞Ṗ⯒ٻ
ٻٻٻ㦖ٻ㧦⯒Ⱖٻ䞲┺ٻډ
ډڍದ䔏㟓䢪㨂⽊䠮ٽ㧊⧖ٻ䢪㨂⪲ٻ㧎䞲ٻỊⶒ㦮ٻ㏦䟊㢖ٻ㩲ڏ㫆㩲ڌ䟃㠦ٻ⯎➆ٻ㏦䟊⺆㌗ٻ
ٻٻٻ㺛㧚㦚⽊╊ٻ䞮⓪⽊ٻ䠮㦚Ⱖٻ䞲┺ٻډ
ٻډڎದ䔏㑮Ịⶒಧ㧊⧖ٻῃ㥶ỊⶒὋ㥶Ịⶒᾦ㥷㔲㍺⺇䢪㩦㔲㧻㦮⬢㔲㍺ٻ
ٻٻٻ䦻䟟㧻㑯㠛㏢┺㭧㧊㣿㠛㏢㤊㑮㔲㍺Ὃ㧻Ὃ☯㭒䌳ὒٻ⁎ٻ㠦ٻ㡂⩂ٻٻ
ٻٻٻ㌂⧢㧊ٻ㿲㧛ٻ⡦⓪ⶊ⁒ٻ䞮Ệ⋮ٻỆ㭒䞮⓪ٻỊⶒ⪲㍲ٻ䢪㨂㦮ٻ㥚䠮㧊⋮ٻỊⶒ㦮Ⳋٻ㩗ٻٻ
❇ٻٻٻ㦚ٻἶ⩺䞮㡂╖ٻ䐋⪏⪏㦒⪲ٻ㩫䞮⓪ٻỊⶒ㦚Ⱖٻ䞲┺ٻډ
ڶ㩚ⶎṲ㩫ٻڸډڔڌډڐډڌڌڋڍٻ
ٻ
㩲ڏ㫆ڃ䔏㑮Ịⶒٻ㏢㥶㧦㦮ٻ㏦䟊⺆㌗㺛㧚ٻٻڄ
ཛٻ䔏㑮Ịⶒ㦮ٻ㏢㥶㧦⓪ٻ⁎ٻ䔏㑮Ịⶒ㦮ٻ䢪㨂⪲ٻ㧎䞮㡂ٻ⯎┺ٻ㌂⧢㧊ٻ㌂ⰳ䞮Ệ⋮ٻ
㌗㦚ٻ㧛㠞㦚ٻ➢ٻ⡦⓪ٻ⯎┺ٻ㌂⧢㦮ٻ㨂ⶒ㠦ٻ㏦䟊Ṗٻ㌳䞲➢ٻ㠦⓪ٻὒ㔺㧊ٻ㠜⓪ٻἓ
㤆㠦☚ ٻ㩲ړ㫆㩲ڌ䟃㩲ڍ䢎㠦⽊ ٻ⯎➆ ٻ䠮⁞㞷㦮⻪ ٻ㥚㠦㍲ ٻ⁎ ٻ㏦䟊⯒⺆ ٻ㌗䞶 ٻ㺛㧚㧊ٻ
㧞┺ٻډ㧊ٻἓ㤆ٻ㔺䢪㺛㧚㠦ٻὖ䞲⮶⻫ٻ㠦☚ٻῂ䞮ἶٻ䔏㑮Ịⶒ㦮ٻ㏢㥶㧦㠦Ợٻ
ἓὒ㔺ڃ篕籉葐ڄ㧊ٻ㧞⓪ٻἓ㤆㠦☚ٻ⡦䞲ٻṯ┺ڗٻٻډṲ㩫ڙډړڌډڏډڒڌڋڍٻG
ཛྷٻ䔏㑮Ịⶒٻ㏢㥶㧦㦮ٻ㏦䟊⺆㌗㺛㧚㠦ٻὖ䞮㡂⓪ٻ㧊⻫ٻ㠦㍲ٻ′㩫䞮⓪ٻộٻ㣎㠦⓪ٻ
⻫⹒ٻٻٻ㠦ڶ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ډ┺⯎➆ٻ㩚ⶎṲ㩫ٻڸډڔڌډڐډڌڌڋڍٻ
ٻ
㩲ڑڌ㫆ڃ㞞㩚㩦Ỗٻڄ
ཛٻ䡧䣢⓪⽊ٻ䠮Ἒ㟓㦚ٻ㼊ἆ䞶ٻ➢ٻ⡦⓪⽊ٻ䠮Ἒ㟓㦚ٻẇ㔶䞶ٻ┺Ⱎ➢ٻ䟊╏ٻ䔏㑮Ịⶒ㦮ٻٻ
ٻٻٻ䢪㨂㡞ٻٻ㏢䢪㔲㍺㦮ٻ㞞㩚㩦Ỗ㦚ٻ䞮㡂㟒ٻ䞲┺┺ٻڇⰢ┺ٻډ㦢ٻṗٻ䢎㦮ٻ㠊ⓦٻ䞮ٻ
⋮ٻٻٻ㠦ٻ䟊╏䞮⓪ٻ䔏㑮Ịⶒ㠦╖ٻ䞮㡂⓪╖ٻ䐋⪏⪏㦒⪲ٻ㩫䞮⓪ٻ㠦ٻ⧒➆ٻ㧒㩫ٻ₆Ṛٻ
ٻٻٻ㞞㩚㩦Ỗ㦚ٻ䞮㰖ٻ㞚┞䞶ٻ㑮ٻ㧞┺ٻډ
ٻډڌٻٻٻ㞞㩚㩦Ỗٻἆὒٻ㽳Ⰲ⪏㦒⪲ٻ㩫䞮⓪ٻ䢪㨂㥚䠮☚㰖㑮⽊ڃ䠮㠛⻫ٻ㩲ڑڒڌ㫆㠦ٻ
⽊ٻ⯎➆ٻٻٻٻٻٻ䠮㣪㥾ٻ㌆㿲₆ὖ㧊ٻ㩫䞲ٻ䢪㨂㥚䠮☚㰖㑮⯒Ⱖٻ䞲┺ڄṖ⌄ٻ㦖ٻ䔏㑮Ịⶒ
ٻډڍἶ㞫Ṗ㓺ٻ㞞㩚ὖⰂ⻫ٻ㩲ڎڌ㫆㦮ڍ㩲ڌ䟃㠦ٻ⧒➆ٻ㞞㩚㎇䟻㌗Ἒ䣣㦚ٻ㧧㎇䞮⓪ٻ
ٻٻٻٻٻٻỊⶒ⪲㍲ٻ㽳Ⰲ⪏㦒⪲ٻ㩫䞮⓪ٻ㥚䠮☚Ṗ⌄ٻ㦖ٻ䔏㑮Ịⶒٻ
ٻډڎ㌆㠛㞞㩚⽊Ị⻫ٻ㩲ڔڏ㫆㦮ڍ㩲ڌ䟃㠦ٻ⧒➆ٻὋ㩫㞞㩚⽊ἶ㍲⯒ٻ㧧㎇䞮⓪ٻỊⶒ⪲㍲ٻٻ
ٻٻٻٻٻٻ㽳Ⰲ⪏㦒⪲ٻ㩫䞮⓪ٻ㥚䠮☚Ṗ⌄ٻ㦖ٻ䔏㑮Ịⶒٻ
ཛྷٻ䡧䣢⓪ٻ䞚㣪䞮┺ἶٻ㧎㩫䞶➢ٻ㠦⓪ٻ䔏㟓䢪㨂⽊䠮㠦ٻṖ㧛䞲ٻ䔏㑮Ịⶒ㠦╖ٻ䞮㡂ٻ
ٻٻٻ䢪㨂㡞ٻٻ㏢䢪㔲㍺㦮ٻ㞞㩚㩦Ỗ㦚ٻ䞶ٻ㑮ٻ㧞┺ٻډ㧊ٻἓ㤆ٻ㩲ڌ䟃┾ٻ㍲⯒ٻ㭖㣿䞲┺ٻډ
ཝٻ䔏㑮Ịⶒ㦮ٻ㏢㥶㧦⓪ٻ㩫╏䞲ٻ㧊㥶Ṗٻ㠜㦒Ⳋٻ㩲ڌ䟃ὒٻ㩲ڍ䟃㠦ٻ⯎➆ٻ㞞㩚㩦Ỗ㠦ٻ
ٻٻٻ㦧䞮㡂㟒ٻ䞲┺ٻډ
ཞٻ䔏㑮Ịⶒ㦮ٻ㏢㥶㧦Ṗٻ㩲ڌ䟃㧊⋮ٻ㩲ڍ䟃㠦ٻ⯎➆ٻ㞞㩚㩦Ỗ㠦ٻ㦧䞮㰖ٻ㞚┞䞮Ⳋٻ䡧䣢⓪ٻ
ٻٻٻ㏢ὖ㍲㦮ٻ㧻㠦Ợ⁎ٻ㠦╖ٻ䞲ٻ㞞㩚㩦Ỗ㦚ٻ㣪㼃䞶ٻ㑮ٻ㧞┺ٻډ
ཟٻ䡧䣢⓪ٻ㩲ڌ䟃ὒٻ㩲ڍ䟃㠦ٻ⯎➆ٻ㞞㩚㩦Ỗ㦚ٻ䞶➢ٻ㠦ٻ㠊⟶䞲⳿ⳛٻ㦮゚ٻ㣿☚ٻ㦚ٻ
ٻٻٻ㑮ٻ㠜┺ٻډ
འٻ㩲ڌ䟃ὒٻ㩲ڍ䟃㠦ٻ⯎➆ٻ㞞㩚㩦Ỗ㦖╖ٻ䐋⪏⪏㦒⪲ٻ㩫䞮⓪ٻ㠦ٻډ┺⯎➆ٻ
ڶ㩚ⶎṲ㩫ٻڸډڔڌډڐډڌڌڋڍ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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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ڑڌ
ٻ

䢪㨂⪲ٻ㧎䞲ٻ㨂䟊⽊㌗ὒ⽊ٻ䠮Ṗ㧛㠦ٻὖ䞲ٻ⮶⻫ٻ㔲䟟⪏ٻ
ٻ

⌊㣿
㩲ڌڌ㫆⳿ڃڃ㩗ڄ
ٻڄ
㧊ٻ㡗㦖ٻ䢪㨂⪲ٻ㧎䞲ٻ㨂䟊⽊㌗ὒ⽊ٻ䠮Ṗ㧛㠦ٻὖ䞲⮶⻫ٻ㠦㍲ٻ㥚㧚♲ٻ㌂䟃ὒٻ⁎ٻ
㔲䟟㠦ٻ䞚㣪䞲ٻ㌂䟃㦚ٻ′㩫䞾㦚⳿ٻ㩗㦒⪲ٻ䞲┺ڗٻٻډṲ㩫ٻڙډڒڌډڋڌډڒڌڋڍٻڇډڒډڍڌډڋڌڋڍٻ
ٻ
㩲ڍ㫆ڃٻ䔏㑮Ịⶒٻڄ
ཛ䢪㨂⪲ٻ㧎䞲ٻ㨂䟊⽊㌗ὒ⽊ٻ䠮Ṗ㧛㠦ٻὖ䞲ڃ⮶⻫ٻ㧊䞮ٽ⻫ٽٻ㧊⧒ٻ䞲┺ٻڄ㩲ڍ㫆㩲ڎ
䢎㠦㍲╖ٽٻ䐋⪏⪏㦒⪲ٻ㩫䞮⓪ٻỊⶒٽ㧊⧖┺ٻ㦢ٻṗٻ䢎㦮ٻ㠊ⓦٻ䞮⋮㠦ٻ䟊╏䞮⓪ٻỊ
ⶒ㦚Ⱖ ٻ䞲┺ڗٻ ٻډṲ㩫ٻڇډڒډڒډڌڋڋڍ ٻڇډڏڍډڐډڔڔڔڌ ٻڇډڌډڏډړڔڔڌ ٻڇډڎڌډڑډڒڔڔڌ ٻ
ٻڇډڑډړډڔڋڋڍ ٻڇډڒڍډڒډڔڋڋڍ ٻڇډڔڍډڍډړڋڋڍ ٻڇډڔڍډڌڌډڎڋڋڍ ٻڇډڋڎډڑډڎڋڋڍ ٻڇډڐډڍڌډڍڋڋڍ
ٻڙډڒڌډڋڌډڒڌڋڍٻڇډڌڌډړډڑڌڋڍٻڇډڒډڒډڏڌڋڍٻڇډڌڎډڌډڍڌڋڍٻڇډڒډڍڌډڋڌڋڍ
ٻډڌῃ㥶㨂㌆⻫ٻ㩲ڐ㫆㩲ڌ䟃㩲ڌ䢎㠦☯ٻ⯎➆ٻ㌆ٻ㭧ٻ㡆Ⳋ㩗㧊ڌٻ㻲㩲⹎䎆ٻ㧊㌗
㧎ٻỊⶒٻٻ㧊ٻỊⶒὒٻṯ㦖ٻ㣿☚⪲ٻ㌂㣿䞮⓪ٻ㏣Ịⶒ╖ٻڇⰢ┺ٻډ䐋⪏ٻὖ㩖ڃ籒
蠳ڄ㢖ٻ䔏㑮㣿☚⪲ٻ㌂㣿䞮⓪ٻỊⶒ⪲㍲⁞ٻ㦋㥚㤦䣢Ṗٻ㰖㩫䞮⓪ٻỊⶒ㦚ٻ㩲㣎䞲┺ٻډ
ڌ㦮ٻډڍὋ㥶㨂㌆ⶒٻٻ䛞ٻὖⰂ⻫ٻ㩲ڏ㫆㩲ڌ䟃㩲ڌ䢎㠦☯ٻ⯎➆ٻ㌆ٻ㭧ٻ㡆Ⳋ㩗㧊ڌٻ
㻲㩲⹎䎆 ٻ㧊㌗㧎ٻỊⶒٻ ٻ㧊ٻỊⶒὒ ٻṯ㦖ٻ㣿☚⪲ٻ㌂㣿䞮⓪ٻ㏣ỊⶒٻڇⰢ┺ ٻډ
 䞲ῃ㰖㨂㩫Ὃ㩲䣢⻫ 㠦 ٻ⯎➆ ٻ䞲ῃ㰖㨂㩫Ὃ㩲䣢ڃ㧊䞮ٽ ٻ䞲ῃ㰖㨂㩫Ὃ㩲
䣢ٻ⧒ٽ䞲┺ٻڄ⡦⓪ٻ㌂┾⻫㧎ٻᾦ㥷㔲㍺㨂⋲Ὃ㩲䣢Ṗٻ㤊㡗䞮⓪ٻὋ㩲ٻ㭧ٻ䔏㟓䢪㨂
⽊䠮ὒٻṯ㦖ٻ㩫☚㦮ٻ㏦䟊⯒⽊ٻ㌗䞮⓪ٻὋ㩲㠦ٻṖ㧛䞲ٻ㰖㧦䂮┾㼊ٻ㏢㥶㦮ٻỊⶒ
㦖ٻ㩲㣎䞲┺ٻډ
ٻډڍ䞯㤦㦮Ⱃ㍺ٻ㤊㡗ٻٻὒ㣎ᾦ㔋㠦ٻὖ䞲ٻ⮶⻫ٻ㩲ڍ㫆㩲ڌ䢎㠦ٻ⯎➆ٻ䞯㤦㦒⪲ٻ
㌂㣿䞮⓪ٻ㦮Ⳋ┻ٻ㩗㦮ٻ䞿ἚṖڍٻ㻲㩲⹎䎆ٻ㧊㌗㧎ٻỊⶒٻ
ٻډڎ㦮⬢⻫ٻ㩲ڎ㫆㩲ڍ䟃㩲ڎ䢎㠦⼧ٻ⯎➆ٻ㤦 ٻ㦮⬢₆ὖ㦒⪲ٻ㌂㣿䞮⓪ٻỊⶒ⪲㍲ٻ㡆
Ⳋ㩗㦮ٻ䞿ἚṖڎٻ㻲㩲⹎䎆ٻ㧊㌗㧎ٻỊⶒٻ
ٻډڏὖὧ㰚䦻⻫ٻ㩲ڎ㫆㩲ڌ䟃㩲ڍ䢎㠦ٻ⯎➆ٻὖὧ㑯㠛㦒⪲ٻ㌂㣿䞮⓪ٻỊⶒ⪲㍲ٻ㡆
Ⳋ㩗㦮ٻ䞿ἚṖڎٻ㻲㩲⹎䎆ٻ㧊㌗㧎ٻỊⶒٻ
ٻډڐὋ㭧㥚㌳ὖⰂ⻫ٻ㩲ڍ㫆㩲ڌ䟃㩲ڍ䢎㠦ٻ⯎➆ٻ㑯㠛㦒⪲ٻ㌂㣿䞮⓪ٻ㦮┻ٻ
Ⳋ㩗㦮ٻ䞿ἚṖڎٻ㻲㩲⹎䎆ٻ㧊㌗㧎ٻỊⶒٻ
ٻډڑὋ㡆⻫ٻ㩲ڍ㫆㩲ڏ䢎㠦ٻ⯎➆ٻὋ㡆㧻㦒⪲ٻ㌂㣿䞮⓪ٻỊⶒ⪲㍲ٻ㡆Ⳋ㩗㦮ٻ䞿ἚṖٻ
ڎ㻲㩲⹎䎆ٻ㧊㌗㧎ٻỊⶒٻ
ٻډڒ㏷⻫ٻ㩲ڍ㫆㩲ڍ䢎㦮ٻ′㩫㠦ٻ㦮䞲ٻ㏷㌂㠛㦚⳿ٻ㩗㦒⪲ٻ㌂㣿䞮⓪ٻỊⶒ⪲㍲ٻ
㡆Ⳋ㩗㦮ٻ䞿ἚṖڎٻ㻲㩲⹎䎆㧊㌗㧎ٻỊⶒٻ
ٻډړ㥶䐋㌆㠛㩚⻫ ٻ㩲ڍ㫆㩲ڎ䢎㦮ٻ′㩫㠦ٻ㦮䞲╖ ٻ′⳾㩦䙂⪲ٻ㌂㣿䞮⓪ ٻ㦮ٻ
┻Ⳋ㩗㦮ٻ䞿ἚṖڎٻ㻲㩲⹎䎆㧊㌗㧎ٻỊⶒٻ
⏣ٻډڔ㑮㌆ⶒ㥶䐋ٻٻṖỿ㞞㩫㠦ٻὖ䞲ٻ⮶⻫ٻ㩲ڍ㫆㩲ڍ䢎ٻٻ㩲ڑ䢎㠦⏣ٻ⯎➆ٻ㑮㌆
ⶒ☚ⰺ㔲㧻⹒ٻٻ㡗⏣㑮㌆ⶒ☚ⰺ㔲㧻㦒⪲ٻ㌂㣿䞮⓪ٻỊⶒ⪲㍲ٻ㡆Ⳋ㩗㦮ٻ䞿ἚṖٻ
ڎ㻲㩲⹎䎆ٻ㧊㌗㧎ٻỊⶒٻڇⰢ┺ٻډ䞲ῃ㰖㨂㩫Ὃ㩲䣢Ṗٻ䟟䞮⓪ٻὋ㩲㭧ٻ㔶㼊㏦
䟊⺆㌗䔏㟓䢪㨂⽊䠮ὒٻṯ㦖ٻ㩫☚㦮ٻ㏦䟊⯒⽊ٻ㌗䞮⓪ٻὋ㩲㠦ٻṖ㧛䞲ٻ㰖㧦䂮
┾㼊ٻٻ㰖Ὃ₆㠛ٻ㏢㥶㦮ٻỊⶒ㦚ٻ㩲㣎䞲┺ٻډ
┺ٻډڋڌ㦢ٻṗ⳿ٻ㦮ٻ㡗㠛㦒⪲ٻ㌂㣿䞮⓪ٻ㦮Ⳋ┻ٻ㩗㦮ٻ䞿ἚṖڍٻ㻲㩲⹎䎆ٻ㧊㌗
㧎ٻỊⶒٻ
ṖٻډỢ㧚㌆㠛㰚䦻㠦ٻὖ䞲ٻ⮶⻫ٻ㩲ڍ㫆㩲ڑ䢎㠦ٻ⯎➆ٻỢ㧚㩲Ὃ㠛ٻ
⋮ٻډỢ㧚㌆㠛㰚䦻㠦ٻὖ䞲ٻ⮶⻫ٻ㩲ڍ㫆㩲ڒ䢎㠦ٻ⯎➆ٻ㧎䎆⎍䅊䜾䎆Ợ㧚㔲㍺㩲
Ὃ㠛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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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ٻٻ
┺ٻډ㦢㞛㌆㠛㰚䦻㠦ٻὖ䞲ٻ⮶⻫ٻ㩲ڍ㫆㩲ڎڌ䢎㠦⧮⏎ٻ⯎➆ٻ㡆㔋㧻㠛ٻ
⧒ٻډ㔳䛞㥚㌳⻫ٻ㔲䟟⪏ٻ㩲ڌڍ㫆㩲ړ䢎Ṗ⳿㠦ٻ⯎➆ٻ䦊Ợ㦢㔳㩦㡗㠛ٻ
Ⱎٻډ㔳䛞㥚㌳⻫ٻ㔲䟟⪏ٻ㩲ڌڍ㫆㩲ړ䢎⋮⳿㠦ٻ⯎➆ٻ㧒㦢㔳㩦㡗㠛ٻ
ٻډ㔳䛞㥚㌳⻫ٻ㔲䟟⪏ٻ㩲ڌڍ㫆㩲ړ䢎┺⳿㠦⧖┾ٻ⯎➆ٻ㭒㩦㡗㠛ٻ
㌂ٻډ㔳䛞㥚㌳⻫ٻ㔲䟟⪏ٻ㩲ڌڍ㫆㩲ړ䢎⧒⳿㠦ٻ⯎➆ٻ㥶䦻㭒㩦㡗㠛ٻٻ
ډڌڌ㽞ബ㭧❇ᾦ㥷⻫ٻ㩲ڍ㫆ٻٻἶ❇ᾦ㥷⻫ٻ㩲ڍ㫆㠦ٻ⯎➆ٻ䞯ᾦỊⶒ⪲㍲ٻ㡆Ⳋ
㩗㦮 ٻ䞿ἚṖڎ ٻ㻲㩲⹎䎆㧊㌗㧎 ٻỊⶒ ٻڇⰢ┺ ٻډ㌂┾⻫㧎 ٻᾦ㥷㔲㍺㨂⋲Ὃ㩲䣢Ṗٻ
䟟䞮⓪ٻὋ㩲㭧ٻ㔶㼊㏦䟊⺆㌗䔏㟓䢪㨂⽊䠮ὒٻṯ㦖ٻ㩫☚㦮ٻ㏦䟊⯒⽊ٻ㌗䞮⓪ٻὋ
㩲㠦ٻṖ㧛䞲ٻỊⶒ㦚ٻ㩲㣎䞲┺ٻډ
ډڍڌ㭒䌳⻫ٻ㔲䟟⪏ٻ㩲ڎ㫆㩲ڌ䟃㠦ٻ⯎➆ٻὋ☯㭒䌳㦒⪲㍲ڑڌٻ䂋ٻ㧊㌗㦮ٻ㞚䕢䔎ٻٻ
㏣Ịⶒ ٻډ㧊 ٻἓ㤆  ٻὋ☯㭒䌳ὖⰂ⻫   ٻ㩲ڍ㫆㩲ڌ䟃㩲ڋڌ䢎㠦 ٻ⯎➆ ٻὖⰂ㭒㼊㠦ٻ
㦮䞮㡂ٻὖⰂ♮⓪☯ٻ㧒䞲ٻ㞚䕢䔎┾㰖㞞㠦ٻ㧞⓪ڐڌٻ䂋ٻ㧊䞮㦮ٻ㞚䕢䔎⯒ٻ䙂䞾䞲┺ٻډ
ډڎڌ㌆㠛㰧㩗䢲㎇䢪ٻٻὋ㧻㍺Ⱃ㠦ٻὖ䞲ٻ⮶⻫ٻ㩲ڍ㫆㩲ڌ䢎㠦ٻ⯎➆ٻὋ㧻㦒⪲㍲ٻ㡆
Ⳋ㩗㦮ٻ䞿ἚṖڎٻ㻲㩲⹎䎆㧊㌗㧎ٻỊⶒٻ
ٻډڏڌ䂋㑮Ṗڌڌٻ䂋㧊㌗㧎ٻỊⶒٻڇⰢ┺ٻډ㞚䕢䔎ڃ㩲ڍڌ䢎㠦ٻ⯎➆ٻ㞚䕢䔎⓪ٻ㩲㣎䞲┺ڄബ㺓
ἶٻ✶⳾ٻٻ䂋㦚ٻ㭒㹾㣿☚⪲ٻ㌂㣿䞮⓪ٻỊⶒὒٻ䞲ῃ㰖㨂㩫Ὃ㩲䣢Ṗٻ䟟䞮⓪ٻὋ
㩲㭧ٻ㔶㼊㏦䟊⺆㌗䔏㟓䢪㨂⽊䠮ὒٻṯ㦖ٻ㩫☚㦮ٻ㏦䟊⯒⽊ٻ㌗䞮⓪ٻὋ㩲㠦ٻṖ㧛
䞲ٻ㰖㧦䂮┾㼊ٻٻ㰖Ὃ₆㠛ٻ㏢㥶㦮ٻỊⶒ㦚ٻ㩲㣎䞲┺ٻډ
ډڐڌὋ㭧㥚㌳ὖⰂ⻫ٻ㩲ڍ㫆㩲ڌ䟃㩲ڎ䢎㠦⳿ٻ⯎➆ٻ㣫㧻㠛㦒⪲ٻ㌂㣿䞮⓪ٻ㦮ٻ
┻Ⳋ㩗㦮ٻ䞿ἚṖڍٻ㻲㩲⹎䎆ٻ㧊㌗㧎ٻỊⶒٻ
ډڑڌ㡗䢪❪゚ٻٻ㡺ⶒ㦮ٻ㰚䦻㠦ٻὖ䞲ٻ⮶⻫ٻ㩲ڍ㫆㩲ڋڌ䢎㠦ٻ⯎➆ٻ㡗䢪㌗㡗ὖ㦒⪲ٻ
㌂㣿䞮⓪ٻ㦮Ⳋ┻ٻ㩗㦮ٻ䞿ἚṖڍٻ㻲㩲⹎䎆ٻ㧊㌗㧎ٻỊⶒٻ
☚ډڒڌ㔲㻶☚⻫ٻ㩲ڍ㫆㩲ڎ䢎Ṗ⳿㠦☚ٻ⯎➆ٻ㔲㻶☚㦮ٻ㡃㌂ڃ蔱良ٻٻڄ㡃ٻ㔲㍺⪲ٻ㌂
㣿䞮⓪ٻỊⶒ⪲㍲ٻ㡆Ⳋ㩗㧊ڎٻ㻲㩲⹎䎆ٻ㧊㌗㧎ٻỊⶒٻڇⰢ┺ٻډ䞲ῃ㰖㨂㩫Ὃ㩲
䣢Ṗٻ䟟䞮⓪ٻὋ㩲ٻ㭧ٻ㔶㼊㏦䟊⺆㌗䔏㟓䢪㨂⽊䠮ὒٻṯ㦖ٻ㩫☚㦮ٻ㏦䟊⯒⽊ٻ㌗
䞮⓪ٻὋ㩲㠦ٻṖ㧛䞲ٻ㰖㧦䂮┾㼊ٻٻ㰖Ὃ₆㠛ٻ㏢㥶㦮ٻỊⶒ㦖ٻ㩲㣎䞲┺ٻډ
ٻډړڌ㌂ỿٻٻ㌂ỿ㧻ٻ㞞㩚ὖⰂ㠦ٻὖ䞲ٻ⮶⻫ٻ㩲ڐ㫆㠦ٻ⯎➆ٻ㔺⌊㌂ỿ㧻㦒⪲ٻ㌂㣿
䞮⓪ٻỊⶒٻ
ཛྷٻ㩲ڌ䟃㩲ڍڌ䢎ٻٻ㩲ڏڌ䢎㦮ٻ′㩫㠦ٻ㦮䞲ٻỊⶒ㦮ٻ䂋㑮Ἒ㌆⻫㦖ٻỊ㿫⻫㔲䟟⪏㦮ٻ′
㩫㠦ٻ㦮䞮♮ٻڇỊ㿫ⶒ㦮ٻ㡻㌗㦒⪲㍲ٻ⁎ٻ㣿☚Ṗ⺇ⳛٻ䞲ٻἚ┾㔺ٻ⡦⓪ⶒٻ䍇䋂㔺
㧎ٻἓ㤆㠦⓪ٻ䂋㑮⪲ٻ㌆㧛䞮㰖ٻ㞚┞䞮Ⳇٻڇ㰖䞮䂋㦖ٻ㧊⯒ٻ䂋㦒⪲⽊ٻ㰖ٻ㞚┞䞲┺ٻٻډ
ڗṲ㩫ٻڙډڒڌډڋڌډڒڌڋڍٻڇډڐډڍڌډڍڋڋڍٻڇډڎڌډڑډڒڔڔڌٻڇډڎډڔډڌڔڔڌٻڇډڌڎډڍڌډڏڒڔڌٻ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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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ڒڌ

㨂⋲ٻٻ㞞㩚ὖⰂٻ₆⽎⻫ڃٻ㟓䃃ٻڕ㨂⋲㞞㩚⻫ٻڄ
ٻ

⌊㣿ٻ
㩲ڑڒڒ㫆ڃڃ㨂⋲⽊ٻٻ䠮❇㦮ٻ
ٻṖ㧛ٻٻڄڄ❇ٻٻ
ཛٻῃṖ⓪ٻῃ⹒ὒٻ㰖㧦䂮┾㼊Ṗٻ㧦₆㦮ٻ㺛㧚ὒ⩻⏎ٻ㦒⪲ٻ㨂⋲㠦゚╖ٻ䞶ٻ㑮ٻ㧞☚⪳ٻ
㨂⋲ ٻὖ⩾⽊ ٻ䠮Ὃ㩲ڃ㧊䞮⽊ٽ ٻ䠮❇ٽ㧊⧒ ٻ䞲┺ ٻ⯒ڄṲ⽊ 䞮₆ ٻ㥚䞮㡂⩻⏎ ٻ䞮㡂
㟒ٻ䞲┺ڗٻډṲ㩫ٻڙډڒډڌډڑڌڋڍٻ
ཛྷ┺ٻ㦢ٻṗٻ䢎㠦ٻ䟊╏䞮⓪ٻ㔲㍺ٻ㭧╖ٻ䐋⪏⪏㦒⪲ٻ㩫䞮⓪ٻ㔲㍺㦚ٻ㏢㥶ὖⰂٻ⡦⓪ٻ㩦
㥶䞮⓪ٻ㧦⓪ٻ䟊╏ٻ㔲㍺㠦㍲ٻ㌳䞮⓪ٻ䢪㨂ٻڇᾊٻڇ䙃❇ٻ㦒⪲ٻ㧎䞲ٻ䌖㧎㦮ٻ㌳ⳛ
㔶㼊⋮ٻ㨂㌆㌗㦮ٻ㏦䟊⯒⽊ٻ㌗䞮₆ٻ㥚䞮㡂⽊ٻ䠮❇㠦ٻṖ㧛䞮㡂㟒ٻ䞲┺ٻډ㧊ٻἓ㤆ٻ⯎┺ٻ
⻫⮶㠦ٻ⁎ٻ⧒➆ٻ㏦䟊㦮⽊ٻ㌗⌊㣿㦚ٻ㿿㫇䞮⓪⽊ٻ䠮❇㠦ٻṖ㧛䞲ٻἓ㤆㠦⓪ٻ㧊⻫ٻ㠦➆ٻ
⯎⽊ٻ䠮❇㠦ٻṖ㧛䞲ٻộ㦒⪲ڗډ┺⽎ٻ㔶㍺ٻڙډڒڌډڌډڒڌڋڍٻڇډڒډڌډڑڌڋڍٻ
ٻډڌ㔲㍺ⶒ㦮ٻ㞞㩚ٻٻ㥶㰖ὖⰂ㠦ٻὖ䞲ٻ䔏⼚⻫ٻ㩲ڍ㫆㠦ٻ⯎➆ٻ㔲㍺ⶒٻ
ٻډڍ㌃㩲ٻڙډڒڌډڌډڒڌڋڍڗ
ٻ⁎ٻډڎ㠦ٻ㨂⋲㧊ٻ㌳䞶ٻἓ㤆ٻ䌖㧎㠦Ợٻ㭧╖䞲ٻ䞒䟊⯒ٻ㧛䧦ٻ㤆⩺Ṗٻ㧞⓪ٻ㔲㍺ٻ
ཝٻ㩲ڍ䟃㠦⽊ٻ⯎➆ٻ䠮❇㦮ٻ㫛⮮⽊ٻڇ㌗䞲☚㞷ٻ⁎ٻٻ㠦ٻ䞚㣪䞲ٻ㌂䟃㦖╖ٻ䐋⪏⪏㦒
⪲ٻ㩫䞲┺ڗډ㔶㍺ٻڙډڒډڌډڑڌڋڍٻ
ཞ ٻ䟟㩫㞞㩚㧻ὖ㦖 ٻ㩲ڍ䟃㠦⽊ ٻ⯎➆ ٻ䠮❇㦮 ٻṖ㧛ὖⰂ ٻ㠛ⶊ⯒ ٻ㥚䞮㡂 ٻ䞚㣪䞲 ٻἓ㤆ٻ
╖䐋⪏⪏㦒⪲ ٻ㩫䞮⓪ ٻ㠦ٻ⧒➆ٻ㭧㞯䟟㩫₆ὖ㦮ٻ㧻ٻ⡦⓪ٻ㰖㧦䂮┾㼊㦮ٻ㧻㠦Ợٻ䟟
㩫㩗ٻ㫆䂮⯒ٻ䞮☚⪳ٻ㣪㼃䞮Ệ⋮ٻὖἚٻ䟟㩫₆ὖ⽊ٻڇ䠮䣢㌂⽊ٻٻ䠮ٻὖ⩾┾ٻ㼊㠦⽊ٻ䠮
❇㦮ٻṖ㧛ὖⰂٻ㠛ⶊ㠦ٻ䞚㣪䞲ٻ㧦⬢⯒ٻ㣪㼃䞶ٻ㑮ٻ㧞┺ٻډ㧊ٻἓ㤆ٻ㣪㼃㦚ٻ㦖ٻ㧦⓪ٻ㩫
╏䞲ٻ㌂㥶Ṗٻ㠜㦒Ⳋٻ㧊㠦⧒➆ٻ㟒ٻ䞲┺ڗډ㔶㍺ٻڙډڑڍډڒډڒڌڋڍٻڇډڒډڌډڑڌڋڍٻ
ཟٻῃṖ⓪ٻ㡞㌆㦮⻪ٻ㥚㠦㍲╖ٻ䐋⪏⪏㦒⪲ٻ㩫䞮⓪ٻ㠦⽊ٻ⧒➆ٻ䠮⬢㢖ٻὋ㩲䣢゚㦮ٻ㧒
⽊ ٻڇ䠮❇㦮 ٻ㤊㡗ὒ ٻὖⰂ❇ ٻ㠦 ٻ䞚㣪䞲゚ ٻ㣿㦮 ٻ㧒⯒ ٻ㰖㤦䞶 ٻ㑮 ٻ㧞┺ڗډṲ㩫ٻ
ٻڙډڒډڌډڑڌڋڍ
ڶ㩚ⶎṲ㩫ٻڸډړډڑډڋڌڋڍٻ
ڶ㩲⳿Ṳ㩫ٻڸډڒډڌډڑڌڋڍٻ
ٻ
⻫ڶ′ٻڸړڌ

㨂⋲ٻٻ㞞㩚ὖⰂٻ₆⽎⻫ٻ㔲䟟⪏ڃٻ㟓䃃ٻڕٻ㨂⋲㞞㩚⻫ٻ㔲䟟⪏ٻڄ
ٻ

⌊㣿
ٻ
㩲ڎړ㫆㦮ڃڍ㨂⋲ٻὖ⩾⽊ٻ䠮ٻ⡦⓪ٻὋ㩲㦮ٻṖ㧛╖㌗ٻ㔲㍺ٻٻڄ
⻫ٻ㩲ڑڒ㫆㩲ڍ䟃ٻṗٻ䢎ٻ㣎㦮ٻٻ㩚┾㠦㍲╖ٽٻ䐋⪏⪏㦒⪲ٻ㩫䞮⓪ٻ㔲㍺ٽ㧊⧖⼚ٻ䚲ڎٻ
㠦ٻ⯎➆ٻ㔲㍺ڃ㧊䞮ٽٻṖ㧛╖㌗㔲㍺ٽ㧊⧒ٻ䞲┺ڄ㦚Ⱖٻ䞲┺ٻډ
⽎ڶ㫆㔶㍺ٻڸډڑډڌډڒڌڋڍٻ
ٻ
㩲ڎړ㫆㦮ڃڎ㨂⋲ٻὖ⩾⽊ٻ䠮ٻ⡦⓪ٻὋ㩲㦮⽊ٻ㌗䞲☚㞷ٻڄ❇ٻ
ཛٻ⻫ٻ㩲ڑڒ㫆㩲ڍ䟃㠦⽊ٻ⯎➆ٻ䠮ٻ⡦⓪ٻὋ㩲ڃ㧊䞮⽊ٽٻ䠮❇ٽ㧊⧒ٻ䞲┺┺ٻ⓪ڄ㦢ٻṗٻ䢎㦮ٻ
ῂ㠦⽊ٻ⯎➆ٻ㌗䞲☚㞷㦮ٻ₆㭖㦚ٻ⚦⳾ٻ㿿㫇䞮⓪⽊ٻ䠮❇㧊㠊㟒ٻ䞲┺ٻډ
ٻډڌ㌂ⰳٻ⡦⓪ٻ㌗㦮ٻἓ㤆ٻڕ䞒䟊㧦ٻ╏ⳛڌٻ㧦☯㹾㏦䟊⺆㌗⽊ٻ㧻⻫ٻ㔲䟟⪏ٻ㩲ڎ㫆
㩲ڌ䟃ٻٻ㩲ڍ䟃㠦⁞ٻ⯎➆ٻ㞷㦮⻪ٻ㥚㠦㍲ٻ䞒䟊㧦㠦Ợٻ㌳䞲ٻ㏦䟊㞷㦚ٻ㰖 䞶ٻộٻ
ٻډڍ㨂㌆㌗ٻ㏦䟊㦮ٻἓ㤆ٻڕ㌂ἶڌٻỊ╏ڋڌٻ㠋㤦㦮⻪ٻ㥚㠦㍲ٻ䞒䟊㧦㠦Ợٻ㌳䞲ٻ㏦䟊㞷㦚ٻ
㰖 䞶ٻộ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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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ٻ
ཛྷٻ⻫ٻ㩲ڑڒ㫆㩲ڍ䟃㠦⽊ٻ⧒➆ٻ䠮❇㠦ٻṖ㧛䞮㡂㟒ٻ䞮⓪ٻ㧦ڃ㧊䞮ٽٻṖ㧛㦮ⶊ㧦ٻ⧒ٽ䞲┺ڄ
⓪┺ٻ㦢ٻṗٻ䢎㦮ٻῂ㠦ٻډ┺⯎➆ٻ
ٻډڌṖ㧛╖㌗㔲㍺㦮ٻ㏢㥶㧦㢖ٻ㩦㥶㧦Ṗ☯ٻ㧒䞲ٻἓ㤆ٻڕ㏢㥶㧦ٻ
ٻډڍṖ㧛╖㌗㔲㍺㦮ٻ㏢㥶㧦㢖ٻ㩦㥶㧦Ṗٻ⯎┺ٻἓ㤆ٻڕ㩦㥶㧦ٻ
ٻډڎ㏢㥶㧦ٻ⡦⓪ٻ㩦㥶㧦㢖㦮ٻἚ㟓㠦ٻ⧒➆ٻṖ㧛╖㌗㔲㍺㠦╖ٻ䞲ٻὖⰂ㺛㧚ὒٻῢ䞲㦚ٻ
㡂㦖ٻ㧦ڃ㧊䞮ٽٻὖⰂ㧦ٻ⧒ٽ䞲┺ڄṖٻ㧞Ệ⋮⪏⻫ٻ⯎┺ٻ㠦ٻ⧒➆ٻὖⰂ㧦⪲ٻ′㩫♲ٻ㧦Ṗٻ
㧞⓪ٻἓ㤆ٻڕὖⰂ㧦ٻ
ཝٻṖ㧛㦮ⶊ㧦⓪ٻ⻫ٻ㩲ڑڒ㫆㩲ڍ䟃㠦┺ٻ⧒➆ٻ㦢ٻṗٻ䢎㦮ٻῂ㠦ٻ⯎➆ٻ㔲₆₢㰖⽊ڃ䠮❇
㦮ٻ㥶䣾₆Ṛ㧊ٻ⓪♮⬢Ⱒٻἓ㤆㠦⓪⬢Ⱒٻ⁎ٻ㧒₢㰖⽊ٻڄ䠮❇㠦ٻṖ㧛䞮㡂㟒ٻ䞲┺ٻډ
⼚ٻډڌ䚲ٻڎٻ㩲ڌ䢎䎆ٻ㩲ڒ䢎₢㰖㠦ٻ䟊╏䞮⓪ٻṖ㧛╖㌗㔲㍺ٻڕ䟊╏ٻṖ㧛╖㌗㔲㍺㠦╖ٻ
䞲ٻ䠞Ṗ❇⪳㔶ἶⳊ䠞ٻ⡦⓪ٻ㔏㧎ڃ㧊䞮ٽٻ䠞Ṗ❇ٽ㧊⧒ٻ䞲┺ڄ㧊ٻ㢚⬢♲⋶ٻ䎆ڋڎٻ
㧒ٻ㧊⌊ٻ
⼚ٻډڍ䚲ٻڎٻ㩲ړ䢎䎆ٻ㩲ڔڌ䢎₢㰖㠦ٻ䟊╏䞮⓪ٻṖ㧛╖㌗㔲㍺ٻڕ䟊╏ٻṖ㧛╖㌗㔲㍺㦮⽎ٻ
⧮ٻ㌂㣿⳿ٻ㩗㠦ٻ⯎➆ٻ㌂㣿ٻṲ㔲ٻ㩚₢㰖ٻ
⽎ڶ㫆㔶㍺ٻڸډڑډڌډڒڌڋڍٻ
ٻ
⼚ڶ䚲ڗٻڸڎٻ㔶㍺ٻڙډڑٻډڌٻډڒڌڋڍٻ
㨂⋲ٻὖ⩾⽊ٻ䠮ٻ⡦⓪ٻὋ㩲㦮ٻṖ㧛╖㌗ٻ㔲㍺ڃ㩲ڎړ㫆㦮ٻڍὖ⩾ٻڄ
ٻډڌὋ㭧㥚㌳ὖⰂ⻫㩲ڍ㫆㩲ڌ䟃㩲ڍ䢎㠦ٻ⯎➆ٻ㑯㠛㦚ٻ䞮⓪ٻ㔲㍺ٻ
ٻډڍὖὧ㰚䦻⻫㩲ڎ㫆㩲ڌ䟃㩲ڍ䢎㠦ٻ⯎➆ٻὖὧ㑯㠛㦚ٻ䞮⓪ٻ㔲㍺ٻ
ٻډڎὒ䞯ὖ㦮Ⱃ㍺ٻ㤊㡗ٻٻ㥷㎇㠦ٻὖ䞲⮶⻫ٻ㩲ڍ㫆㩲ڌ䢎㠦ٻ⯎➆ٻὒ䞯ὖٻ
⮮ⶒٻډڏ㔲㍺㦮ٻṲٻٻ㤊㡗㠦ٻὖ䞲⮶⻫ٻ㩲ڌڍ㫆㦮ڍ㩲ڌ䟃㩲ڌ䢎㠦ٻ⮮ⶒٻ⯎➆ٻ
㺓ἶ㠛㦮╖ٻ⪳❇ٻ㌗⮮ⶒٻ㺓ἶٻ
ⶒٻډڐὖ⹎ٻٻ㑶ὖٻ㰚䦻⻫㩲ڑڌ㫆㩲ڌ䟃㠦⪳❇ٻ⧒➆ٻ㦚ٻ䞮⓪ⶒٻὖ⹎ٻٻ㑶ٻ
ὖٻ
ٻډڑ㔳䛞㥚㌳⻫ٻ㔲䟟⪏㩲ڌڍ㫆㩲ړ䢎Ṗ⳿㠦ٻ⯎➆ٻ䦊Ợ㦢㔳㩦㡗㠛ٻ⡦⓪ٻṯ㦖ٻ䢎ٻ
⋮⳿㠦ٻ⯎➆ٻ㧒㦢㔳㩦㡗㠛㦚ٻ㥚䞮㡂ٻ㡗㠛㧻㦒⪲ٻ㌂㣿䞮⓪Ⳋ┻ٻ㩗㦮ٻ䞿Ἒٻ
Ṗڋڋڌٻ㩲⹎䎆ٻ㧊㌗㧎ٻ㔲㍺ٻ
ٻډڒ㧻㌂❇ٻ㠦ٻὖ䞲⮶⻫ٻ㩲ړڍ㫆㦮ڍ㩲ڌ䟃ٻ⡦⓪ٻ㩲ڔڍ㫆㩲ڌ䟃㠦㍺ٻ⧒➆ٻ䂮♮⓪ٻ
㧻⪖㔳㧻ٻ
ٻډړἓ⮲ἓ㩫⻫㩲ڐ㫆㩲ڌ䟃㠦㍺ٻ⧒➆ٻ䂮♮⓪ٻἓ⮲㧻ٻ⡦⓪ٻἓ㩫㧻ٻ
ٻډڔἓ⮲ἓ㩫⻫㩲ڔ㫆㩲ڍ䟃㠦ٻ⧒➆ٻἓ㭒㧻ٻ㣎㦮ٻ㧻㏢㠦㍺ٻ䂮♮⓪ٻ㔏㧦䒂䚲ٻ
ῢ㦮ٻڇⰺٻ䢮 ⁞ٻٻ䢮⁞㦮ٻ㰖 ㌂ⶊ❇ٻ㦚ٻ㻮Ⰲ䞮₆ٻ㥚䞲ٻ㔲㍺ٻ
ٻډڋڌῃ㩲䣢㦮㌆㠛ٻ㥷㎇㠦ٻὖ䞲⮶⻫ٻ㩲ڍ㫆㩲ڎ䢎㠦ٻ⯎➆ٻῃ㩲䣢㦮㔲㍺ٻ
ٻډڌڌῃ䏶㦮ٻ㧊㣿ٻٻὖⰂ㠦ٻὖ䞲⮶⻫ٻ㩲ڎڏ㫆㩲ڍ䟃㠦☚ٻ⯎➆ٻ㔲ῆἚ䣣㔲㍺ٻ
⪲㍺ٻ䂮♮⓪ٻ㰖䞮☚㌗Ṗٻ
ٻ⻫⪲☚ٻډڍڌ㔲䟟⪏㩲ڐڐ㫆㩲ڐ䢎㠦ٻ⯎➆ٻ㩦㣿䠞Ṗ⯒ٻ⓪ٻ㰖䞮㌗Ṗٻ
☚ٻډڎڌ㍲ὖ⻫㩲ڍ㫆㩲ڌ䢎㠦☚ٻ⯎➆ٻ㍲ὖٻ
ٻډڏڌ㍳㥶ٻٻ㍳㥶╖㼊㡆⬢㌂㠛⻫ٻ㔲䟟⪏㩲ڍ㫆㩲ڎ䢎㠦ٻ⯎➆ٻ㭒㥶㏢ٻ
ٻډډڐڌ㡂ṳ㧦☯㹾ٻ㤊㑮㌂㠛⻫㩲ڍ㫆㩲ڐ䢎㠦ٻ⯎➆ٻ㡂ṳ㧦☯㹾䎆⹎⍦ٻ
ٻډڑڌ㩚㔲㌆㠛㩚⻫㩲ڍ㫆㩲ڏ䢎㠦ٻ⯎➆ٻ㩚㔲㔲㍺ٻ
ٻډڒڌ㭒䌳⻫ٻ㔲䟟⪏㩲ڎ㫆㩲ڌ䟃㠦ٻ⯎➆ٻὋ☯㭒䌳㦒⪲㍲ڐڌٻ䂋ٻ㧊䞮㦮ٻ㞚䕢䔎ٻ
ڃὋ☯㭒䌳ὖⰂ⻫㩲ڍ㫆㩲ڌ䟃㩲ڍ䢎㠦ٻ⯎➆ٻ㦮ⶊὖⰂ╖㌗ٻὋ☯㭒䌳㠦ٻ䞲㩫ٻ
䞲┺ٻٻڄ㏣Ịⶒٻ
ٻډړڌ䞲ῃⰞ㌂䣢⻫㩲ڏ㫆㩲ڌ䟃㠦㍺ٻ⧒➆ٻ䂮♮⓪ٻἓⰞ㧻ٻ
ٻډڔڌ䞲ῃⰞ㌂䣢⻫㩲ڑ㫆㩲ڍ䟃㠦ٻ⧒➆ٻἓⰞ㧻ٻ㣎㦮ٻ㧻㏢㠦㍺ٻ䂮♮⓪Ⱎٻῢ㦮ٻ
ⰺ❇ٻ㦚ٻ㻮Ⰲ䞮₆ٻ㥚䞲ٻ㔲㍺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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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ڔڌ

ٻ

⹒㌂㏢㏷⻫ٻ
ٻ

⌊㣿ٻٻ
㩲ڏڐڍڍ㫆ڃڃ㨂䕦㧻❇㦮ٻ
ٻ㏢㧻㕂㌂ῢٻٻڄڄ
ཛٻ㏢㧻㧊ٻ㩲ڔڏڍ㫆㩲ڌ䟃㦮ٻ′㩫㠦ٻ㠊⋮⓪ٻἓ㤆㢖ٻ㏢㧻㠦⮶⻫ٻ㦮ٻ′㩫㠦ٻ⯎➆ٻ㧎㰖⯒ٻ
ٻٻٻ㧊㰖ٻ㞚┞䞲ٻἓ㤆㠦⓪ٻ㨂䕦㧻㦖ٻ㌗╏䞲ٻ₆Ṛ㦚ٻ㩫䞮ἶٻ⁎ٻڇ₆Ṛٻ㧊⌊㠦ٻ䦶㦚ٻ
⽊ٻٻٻ㩫䞮☚⪳ⳛٻ䞮㡂㟒ٻ䞲┺ٻډ㨂䕦㧻㦖⻫ٻ㤦㌂ⶊὖ❇㦒⪲ٻ䞮㡂⁞ٻ㥚⽊ٻ㩫ⳛ⪏㦚ٻ䞮Ợٻ
ٻٻٻ䞶ٻ㑮ٻ㧞┺ڗٻډṲ㩫ٻڙډڋڎډڍڌډڏڌڋڍٻ
ཛྷٻ㤦ἶṖٻ㩲ڌ䟃㦮ٻ₆Ṛٻ㧊⌊㠦ٻ䦶㦚⽊ٻ㩫䞮㰖ٻ㞚┞䞲➢ٻ㠦⓪ٻ㨂䕦㧻㦖⪏ⳛٻ㦒⪲ٻ㏢㧻㦚ٻ
ٻٻٻṗ䞮䞮㡂㟒ٻ䞲┺ٻډ
ཝٻ㩲ڍ䟃㦮⪏ⳛٻ㠦╖ٻ䞮㡂⓪ٻ㯟㔲䟃ἶ⯒ٻ䞶ٻ㑮ٻ㧞┺ٻډ
ཞٻ㨂䕦㧻㦖ٻ㏢㧻㦚ٻ㕂㌂䞮Ⳋ㍲ٻ䞚㣪䞮┺ἶٻ㧎㩫䞮⓪ٻἓ㤆㠦⓪ٻ㤦ἶ㠦Ợٻ㼃ῂ䞮⓪ٻ㧊㥶㠦ٻ
╖ٻٻٻ㦧䞮⓪ٻ㯳Ệ⻫㦚ٻῂ㼊㩗㦒⪲ٻ㩗㠊ⳛٻ⪳☚⌊ٻ䞶ٻ㑮ٻ㧞㦒Ⳇٻڇ㤦ἶṖٻ㏢㧻㠦ٻ㧎㣿䞲ٻ
ٻٻٻ㍲㯳ڃ苗襸ڄ㦮ٻ⽎❇ٻ⡦⓪ٻ㌂⽎㦚ٻ㧊㰖ٻ㞚┞䞲ٻἓ㤆㠦⓪ٻ㧊⯒ٻ㩲㿲䞮☚⪳ⳛٻ䞶ٻ
ٻٻٻ㑮ٻ㧞┺ٻٻډ
ڶ㩲⳿Ṳ㩫ٻڸډڋڎډڍڌډڏڌڋڍٻ
ٻ
㩲ڑڑڍ㫆ڃ㏢㦮ٻ䀾䞮ٻڄ
ཛٻ㏢⓪ٻ䕦ἆ㧊ٻ䢫㩫♶➢ٻ₢㰖ٻ⁎ٻ㩚⋮ٻ㧒⯒ٻ䀾䞮䞶ٻ㑮ٻ㧞┺ٻډ
ཛྷٻ㏢㦮ٻ䀾䞮⓪ٻ㌗╖㧊⽎ٻ㞞㠦ٻὖ䞮㡂ٻ㭖゚㍲Ⳋ㦚ٻ㩲㿲䞮Ệ⋮⪶⼖ٻ㭖゚₆㧒㠦㍲ٻٻ
ٻٻٻ㰚㑶䞮Ệ⋮⪶⼖ٻ㦚ٻ䞲⛺ٻ㠦⓪ٻ㌗╖㦮☯ٻ㦮⯒ٻ㞚㟒ٻ䣾⩻㦚ٻṖ㰚┺ٻډ
ཝٻ㏢㦮ٻ䀾䞮⓪ٻ㍲Ⳋ㦒⪲ٻ䞮㡂㟒ٻ䞲┺ٻ⪶⼖ٻڇⰢ┺ٻډ⡦⓪⪶⼖ٻ㭖゚₆㧒㠦㍲ٻ⪲Ⱖٻ䞶ٻ
ٻٻٻ㑮ٻ㧞┺ٻډ
ཞٻ㏢㧻㦚ٻ㏷╂䞲⛺ٻ㠦⓪ٻ䀾䞮㦮ٻ㍲Ⳋ㦚ٻ㌗╖㠦Ợٻ㏷╂䞮㡂㟒ٻ䞲┺ٻډ
ཟٻ㩲ڎ䟃┾ٻ㍲㦮ٻἓ㤆㠦ٻ㌗╖㧊ٻ⪶⼖ٻ⡦⓪⪶⼖ٻ㭖゚₆㧒㠦ٻ㿲㍳䞮㰖ٻ㞚┞䞲➢ٻ㠦⓪ٻ
ٻ⁎ٻٻٻ₆㧒㦮ٻ㫆㍲❇⽎㦚ٻ㏷╂䞮㡂㟒ٻ䞲┺ٻډ
འٻ㏢䀾䞮㦮ٻ㍲Ⳋ㧊ٻ㏷╂♲⋶ٻ䎆ڍٻ㭒ٻ㧊⌊㠦ٻ㌗╖㧊ٻ㧊㦮⯒ٻ㩲₆䞮㰖ٻ㞚┞䞲ٻἓ㤆ٻ
ٻٻٻ㠦⓪ٻ㏢䀾䞮㠦☯ٻ㦮䞲ٻộ㦒⪲ٻډ┺⽎ٻ㩲ڎ䟃┾ٻ㍲㦮ٻἓ㤆㠦ٻ㧞㠊㍲ٻڇ㌗╖㧊ٻ₆㧒㠦ٻ
ٻٻٻ㿲㍳䞲ٻἓ㤆㠦⓪ٻ㏢⯒ٻ䀾䞮䞲⋶ٻ䎆ٻڇ㌗╖㧊ٻ₆㧒㠦ٻ㿲㍳䞮㰖ٻ㞚┞䞲ٻἓ㤆㠦⓪ٻ
ٻٻٻ㩲ڐ䟃㦮⽎❇ٻ㧊ٻ㏷╂♲⋶ٻ䎆ڍٻ㭒ٻ㧊⌊㠦ٻ㌗╖㧊ٻ㧊㦮⯒ٻ㩲₆䞮㰖ٻ㞚┞䞮⓪ٻٻ
➢㠦☚ٻ⡦䞲ٻṯ┺ٻډ
ٻ
㩲ڔڑڍ㫆ڃ㏢ٻٻڄ
ཛٻ䞒ἶ⓪ٻ㏢㏷㩞㹾⯒ٻ䡚㩖䧞ٻ㰖㡆㔲䋺㰖ٻ㞚┞䞮⓪ٻἓ㤆㠦Ⱒ⪶⼖ٻ㦚ٻ㫛ἆ䞶➢ٻ₢㰖ٻ
⽎ٻٻٻ㏢ṖٻἚ㏣♲⻫ٻ㤦㠦ٻ㏢⯒ٻ㩲₆䞶ٻ㑮ٻ㧞┺ٻڇⰢ┺ٻډ㏢㏷㦮⳿ٻ㩗㧊ٻ♲ٻ㼃ῂṖٻ
⻫ٻ⯎┺ٻٻٻ㤦㦮ٻὖ䞶㠦ٻ㩚㏣♮㰖ٻ㞚┞䞮ἶ⽎ٻ㏢㦮ٻ㼃ῂٻ⡦⓪ٻ㠊㦮⻫ٻὒٻ㍲⪲ٻὖ⩾㧊ٻ
ٻٻٻ㧞㠊㟒ٻ䞲┺ٻډ
ཛྷ⽎ٻ㏢Ṗ☛┾ٻ㌂Ị㧎ٻἓ㤆㠦ٻ䞒ἶṖٻ㏢⪲ٻ䞿㦮㌂Ị㠦ٻ㏣䞮⓪ٻ㼃ῂ⯒ٻ䞲➢ٻ㠦⓪⻫ٻ㤦㦖ٻ
ٻٻٻ㰗ῢٻ⡦⓪╏ٻ㌂㧦㦮ٻ㔶㼃㠦ٻ⯎➆ٻἆ㩫㦒⪲⽎ٻ㏢㢖ٻ㏢⯒ٻ䞿㦮㠦ٻ㧊㏷䞮㡂㟒ٻ
ٻٻٻ䞲┺ٻڇⰢ┺ٻډ㏢㠦ٻὖ䞮㡂ٻ㩲ڋڎ㫆㦮ٻ′㩫㠦ٻ⯎➆ٻὖ䞶ῢ㧊ٻ㧞⓪ٻἓ㤆㠦⓪⩂⁎ٻ䞮㰖ٻ
ٻٻٻ㞚┞䞮┺ٻډ
ٻ
㩲ڔڔڎ㫆ڃ㤦㕂㨂䕦㧻❇㦮ٻ䟃㏢㧻㕂㌂ῢٻٻڄ
ཛٻ䟃㏢㧻㧊ٻ㩲ڒڔڎ㫆㩲ڍ䟃㦮ٻ′㩫㠦ٻ㠊⋲ٻἓ㤆㢖ٻ䟃㏢㧻㠦⮶⻫ٻ㦮ٻ′㩫㠦ٻ⯎➆ٻ㧎㰖⯒ٻ
ٻٻٻ㧊㰖ٻ㞚┞䞲ٻἓ㤆㠦⓪ٻ㤦㕂㨂䕦㧻㦖ٻ䟃㏢㧎㠦Ợٻ㌗╏䞲ٻ₆Ṛ㦚ٻ㩫䞮㡂ٻ⁎ٻ₆Ṛٻ
ٻٻٻ㧊⌊㠦ٻ䦶㦚⽊ٻ㩫䞮☚⪳ⳛٻ䞮㡂㟒ٻ䞲┺ٻډ㤦㕂㨂䕦㧻㦖⻫ٻ㤦㌂ⶊὖ❇㦒⪲ٻ䞮㡂⁞ٻ
ٻٻٻ㥚⽊ٻ㩫ⳛ⪏㦚ٻ䞮Ợٻ䞶ٻ㑮ٻ㧞┺ٻٻ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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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ٻ
ཛྷٻ䟃㏢㧎㧊ٻ㩲ڌ䟃㦮ٻ₆Ṛٻ㧊⌊㠦ٻ䦶㦚⽊ٻ㩫䞮㰖ٻ㞚┞䞲➢ٻ㢖ٻڇ䟃㏢₆Ṛ㦚ٻ⍮₊ٻộ㧊ٻ
ⳛٻٻٻ䞲➢ٻ㠦⓪ٻ㤦㕂㨂䕦㧻㦖⪏ⳛٻ㦒⪲ٻ䟃㏢㧻㦚ٻṗ䞮䞮㡂㟒ٻ䞲┺ٻډ
ཝٻ㩲ڍ䟃㦮⪏ⳛٻ㠦╖ٻ䞮㡂⓪ٻ㯟㔲䟃ἶ⯒ٻ䞶ٻ㑮ٻ㧞┺ٻډ
ڶ㩲⳿Ṳ㩫ٻڸډڋڎډڍڌډڏڌڋڍٻ
ٻ
㩲ڍڋڏ㫆ڃ䟃㏢㕂㨂䕦㧻❇㦮ٻ䟃㏢㧻㕂㌂ῢٻٻڄ
ཛٻ䟃㏢㧻㧊ٻ㩲ڒڔڎ㫆㩲ڍ䟃㦮ٻ′㩫㠦ٻ㠊⋮Ệ⋮ٻ䟃㏢㧻㠦⮶⻫ٻ㦮ٻ′㩫㠦ٻ⯎➆ٻ㧎㰖⯒ٻ
ٻٻٻ㧊㰖ٻ㞚┞䞮㡖㦢㠦☚ٻ㤦㕂㨂䕦㧻❇㧊ٻ㩲ڔڔڎ㫆㩲ڌ䟃㦮ٻ′㩫㠦ٻ㦮䞲⪏ⳛٻ㦚ٻ䞮㰖ٻ
ٻٻٻ㞚┞䞲ٻἓ㤆ٻڇ⡦⓪ٻ䟃㏢㧻㦮⽎ٻ㦚ٻ㏷╂䞶ٻ㑮ٻ㠜⓪ٻἓ㤆㠦⓪ٻ䟃㏢㕂㨂䕦㧻㦖ٻٻ
ٻٻٻ䟃㏢㧎㠦Ợٻ㌗╏䞲ٻ₆Ṛ㦚ٻ㩫䞮㡂ٻ⁎ٻ₆Ṛٻ㧊⌊㠦ٻ䦶㦚⽊ٻ㩫䞮☚⪳ⳛٻ䞮㡂㟒ٻ䞲┺ٻډ
ٻٻٻ䟃㏢㕂㨂䕦㧻㦖⻫ٻ㤦㌂ⶊὖ❇㦒⪲ٻ䞮㡂⁞ٻ㥚⽊ٻ㩫ⳛ⪏㦚ٻ䞮Ợٻ䞶ٻ㑮ٻ㧞┺ٻٻډ
ڗṲ㩫ٻڙډڋڎډڍڌډڏڌڋڍٻ
ཛྷٻ䟃㏢㧎㧊ٻ㩲ڌ䟃㦮ٻ₆Ṛٻ㧊⌊㠦ٻ䦶㦚⽊ٻ㩫䞮㰖ٻ㞚┞䞲ٻڇ➢ٻ⡦⓪ٻ㩲ڔڔڎ㫆㩲ڍ䟃㦮ٻٻ
ٻٻٻ′㩫㠦ٻ⧒➆ٻ㤦㕂㨂䕦㧻㧊ٻ䟃㏢㧻㦚ٻṗ䞮䞮㰖ٻ㞚┞䞲➢ٻ㠦⓪ٻ䟃㏢㕂㨂䕦㧻㦖ٻⳛٻ
⪏ٻٻٻ㦒⪲ٻ䟃㏢㧻㦚ٻṗ䞮䞮㡂㟒ٻ䞲┺ٻډ
ཝٻ㩲ڍ䟃㦮⪏ⳛٻ㠦╖ٻ䞮㡂⓪ٻ㯟㔲䟃ἶ⯒ٻ䞶ٻ㑮ٻ㧞┺ڶٻٻٻٻٻٻډ㩲⳿Ṳ㩫ٻڸډڋڎډڍڌډڏڌڋڍٻ
ٻ

㩲ڍڌڏ㫆ڃ㏢㦮ٻ㩲₆ٻٻڄ
ཛ ٻ㏢⓪ ٻ㌗╖㦮 ٻ㕂 㦮 ٻ㧊㧋㦚 ٻ䟊䞶 ٻ㤆⩺Ṗ ٻ㠜⓪ ٻἓ㤆 ٻ⡦⓪ ٻ㌗╖㦮☯ ٻ㦮⯒ٻ
㦖ٻἓ㤆㠦ٻ㩲₆䞶ٻ㑮ٻ㧞┺ٻډ
ཛྷٻ㌗╖㧊ٻ㧊㦮⯒ٻ㩲₆䞮㰖ٻ㞚┞䞮ἶٻ㏢㦮⽎ٻ㞞㠦ٻὖ䞮㡂⪶⼖ٻ㦚ٻ䞲➢ٻ㠦⓪ٻ
㏢㩲₆㠦☯ٻ㦮䞲ٻộ㦒⪲ٻډ┺⽎ٻ
ٻ

㩲ڐڍڏ㫆ڃ䟃㏢㕂㩞㹾㦮ٻ㭖㣿ڄGG
㌗ἶ㢖ٻ㌗ἶ㕂㦮ٻ㏢㏷㩞㹾㠦⓪ٻ䔏⼚䞲ٻ′㩫㧊ٻ㠜㦒Ⳋٻ㩲ڌ㧻㦮ٻ′㩫㦚ٻ㭖㣿䞲┺ٻٻډ
ٻ
⻫ڶ′ٻڸڋڍ
ٻ

䡫⻫ٻ
ٻ

⌊㣿
㩲ڎڌڌ㧻ٻٻ䢪㢖ٻٻ㔺䢪㦮ٻ
ٻ㬚ٻ
ٻ
㩲ڋڒڌ㫆ڃ㔺䢪ٻٻڄ
ཛٻὒ㔺⪲ٻ㧎䞮㡂ٻ㩲ڏڑڌ㫆ٻ⡦⓪ٻ㩲ڐڑڌ㫆㠦ٻ₆㨂䞲ⶒٻỊٻ⡦⓪ٻ䌖㧎㦮ٻ㏢㥶㠦ٻ㏣䞮⓪ٻ
ٻٻٻ㩲ڑڑڌ㫆㠦ٻ₆㨂䞲ⶒٻỊ㦚ٻ㏢䥒䞲ٻ㧦⓪ڌٻ㻲Ⱒڋڋڐ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ڗṲ㩫ٻڙډڔڍډڍڌډڐڔڔڌٻ
ཛྷٻὒ㔺⪲ٻ㧎䞮㡂ٻ㧦₆㦮ٻ㏢㥶㠦ٻ㏣䞮⓪ٻ㩲ڑڑڌ㫆ٻ⡦⓪ٻ㩲ڒڑڌ㫆㠦ٻ₆㨂䞲ⶒٻỊ㦚ٻٻ
ٻٻٻ㏢䥒䞮㡂ٻὋὋ㦮ٻ㥚䠮㦚ٻ㌳䞮Ợٻ䞲ٻ㧦☚ٻ㩚䟃㦮ٻ䡫ὒٻṯ┺ٻډ
ٻ

㩲ڌڒڌ㫆ڃ㠛ⶊ㌗㔺䢪ٻڇ㭧㔺䢪ٻڄ
㠛ⶊ㌗ὒ㔺ٻ⡦⓪ٻ㭧╖䞲ٻὒ㔺⪲ٻ㧎䞮㡂ٻ㩲ڋڒڌ㫆㦮ٻ㬚⯒⻪ٻ䞲ٻ㧦⓪ٻ⎚ڎٻ㧊䞮㦮⁞ٻἶٻ
⡦⓪ڍ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ڗٻډṲ㩫ٻڙډڔڍډڍڌډڐڔڔڌٻ
ٻ

㩲ڏڍ㧻ٻ㌊㧎㦮ٻ㬚ٻ
㩲ڋڐڍ㫆ڃ㌊㧎ٻڇ㫊㏣㌊䟊ٻڄ
ཛٻ㌂⧢㦚ٻ㌊䟊䞲ٻ㧦⓪ٻ㌂䡫ⶊٻڇ₆ٻ⡦⓪ٻ⎚ڐٻ㧊㌗㦮ٻ㰫㡃㠦ٻ㻮䞲┺ٻډ
ཛྷٻ㧦₆ٻ⡦⓪⺆ٻ㤆㧦㦮ٻ㰗Ἒ㫊㏣㦚ٻ㌊䟊䞲ٻ㧦⓪ٻ㌂䡫ⶊٻڇ₆ٻ⡦⓪ٻ⎚ڒٻ㧊㌗㦮ٻ㰫㡃㠦ٻ
ٻٻٻ㻮䞲┺ڗٻډṲ㩫ٻڙډڔڍډڍڌډڐڔڔڌ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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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ٻٻ
㩲ڌڐڍ㫆
㫆ڃ㡗㞚㌊䟊ڄ
ٻڄ
㰗Ἒ㫊㏣㧊ٻ䂮㣫㦚ٻ㦖䘦䞮₆ٻ㥚䞮Ệ⋮ٻ㟧㥷䞶ٻ㑮ٻ㠜㦢㦚ٻ㡞㌗䞮Ệ⋮ٻ䔏䧞ٻ㺎㧧䞶ٻ
Ⱒ䞲☯ٻ₆⪲ٻ㧎䞮㡂Ⱒٻ㭧ٻ⡦⓪Ⱒٻ㰗䤚㦮ٻ㡗㞚⯒ٻ㌊䟊䞲➢ٻ㠦⓪ٻ⎚ڋڌٻ㧊䞮㦮ٻ㰫
㡃㠦ٻ㻮䞲┺ٻډ
ٻ
㩲ڍڐڍ㫆ڃ㽟ٻ䌗ٻڇ㔏⋯㠦ٻ㦮䞲ٻ㌊㧎❇ٻڄ
ཛٻ㌂⧢㦮ٻ㽟䌗ٻ⡦⓪ٻ㔏⋯㦚ٻ㠊ٻ⯒⁎ٻ㌊䟊䞲ٻ㧦⓪ٻ⎚ڌٻ㧊㌗ٻ⎚ڋڌٻ㧊䞮㦮ٻ㰫㡃㠦ٻ
㻮䞲┺ٻډ
ཛྷٻ㌂⧢㦚ٻᾦ㌂ٻ⡦⓪ٻ㫆䞮㡂ٻ㧦㌊䞮Ợٻ䞲ٻ㧦☚ٻ㩚䟃㦮ٻ䡫ὒٻṯ┺ٻډ
ٻ
㩲ڎڐڍ㫆ڃ㥚Ἒ❇㠦ٻ㦮䞲ٻ㽟䌗㌊㧎❇ٻڄ
㩚㫆㦮ٻἓ㤆㠦ٻ㥚Ἒٻ⡦⓪ٻ㥚⩻㦒⪲㖾ٻ㽟䌗ٻ⡦⓪ٻ㔏⋯䞮Ợٻ䞮Ệ⋮ٻ㧦㌊㦚ٻἆ㦮䞮Ợٻ
䞲➢ٻ㠦⓪ٻ㩲ڋڐڍ㫆㦮ٻ㡞㠦ٻ㦮䞲┺ٻډ
ٻ
㩲ڏڐڍ㫆⹎ڃ㑮⻪ٻڄ
㩚ڏ㫆㦮⹎ٻ㑮⻪㦖ٻ㻮⻢䞲┺ٻډ
ٻ
㩲ڐڐڍ㫆ڃ㡞゚ٻڇ㦢⳾ٻڄ
㩲ڋڐڍ㫆㢖ٻ㩲ڎڐڍ㫆㦮ٻ㬚⯒⻪ٻ䞶⳿ٻ㩗㦒⪲ٻ㡞゚ٻ⡦⓪ٻ㦢⳾䞲ٻ㧦⓪ٻ⎚ڋڌٻ㧊䞮㦮ٻ㰫㡃
㠦ٻ㻮䞲┺ٻډ
ٻ
㩲ڑڐڍ㫆ڃ㧦ỿ㩫㰖㦮⼧ٻὒٻڄ
㩲ڋڐڍ㫆ٻڇ㩲ڍڐڍ㫆ٻ⡦⓪ٻ㩲ڎڐڍ㫆㦮ٻἓ㤆㠦ٻ㥶₆㰫㡃㠦ٻ㻮䞶➢ٻ㠦⓪ٻ⎚ڋڌٻ㧊䞮㦮ٻ㧦
ỿ㩫㰖⯒⼧ٻὒ䞶ٻ㑮ٻ㧞┺ٻډ
ٻ
㩲ڐڍ㧻ٻ㌗䟊㢖ٻ䙃䟟㦮ٻ㬚ٻ
㩲ڒڐڍ㫆ڃ㌗䟊ٻڇ㫊㏣㌗䟊ٻڄ
ཛٻ㌂⧢㦮ٻ㔶㼊⯒ٻ㌗䟊䞲ٻ㧦⓪ٻ⎚ڒٻ㧊䞮㦮ٻ㰫㡃ٻ⎚ڋڌٻڇ㧊䞮㦮ٻ㧦ỿ㩫㰖ٻ⡦⓪ڌٻ㻲Ⱒ
㤦㧊䞮㦮⁞⻢ٻ㠦ٻ㻮䞲┺ڗٻډṲ㩫ٻڙډڔڍډڍڌډڐڔڔڌٻ
ཛྷٻ㧦₆ٻ⡦⓪⺆ٻ㤆㧦㦮ٻ㰗Ἒ㫊㏣㠦╖ٻ䞮㡂ٻ㩲ڌ䟃㦮ٻ㬚⯒⻪ٻ䞲➢ٻ㠦⓪ٻ⎚ڋڌ ٻ㧊䞮㦮ٻ
㰫㡃ٻ⡦⓪ڌٻ㻲Ⱒڋڋڐ㤦ٻ㧊䞮㦮⁞⻢ٻ㠦ٻ㻮䞲┺ڗٻډṲ㩫ٻڙډڔڍډڍڌډڐڔڔڌٻ
ཝٻ㩚ڍٻ䟃㦮⹎ٻ㑮⻪㦖ٻ㻮⻢䞲┺ٻډ
ٻ
㩲ړڐڍ㫆ڃ㭧㌗䟊ٻڇ㫊㏣㭧㌗䟊ٻڄ
ཛٻ㌂⧢㦮ٻ㔶㼊⯒ٻ㌗䟊䞮㡂ٻ㌳ⳛ㠦╖ٻ䞲ٻ㥚䠮㦚ٻ㌳䞮Ợٻ䞲ٻ㧦⓪ٻ⎚ڌٻ㧊㌗ٻ⎚ڋڌٻ
㧊ٻ䞮㦮ٻ㰫㡃㠦ٻ㻮䞲┺ٻډ
ཛྷٻ㔶㼊㦮ٻ㌗䟊⪲ٻ㧎䞮㡂ٻῂٻ⡦⓪ٻ䂮⋮⋲ٻ䂮㦮ٻ㰞⼧㠦ٻ㧊⯊Ợٻ䞲ٻ㧦☚ٻ㩚䟃㦮ٻٻ
ٻٻٻ䡫ὒٻṯ┺ٻډ
ཝٻ㧦₆ٻ⡦⓪⺆ٻ㤆㧦㦮ٻ㰗Ἒ㫊㏣㠦╖ٻ䞮㡂ٻ㩚ڍ䟃㦮ٻ㬚⯒⻪ٻ䞲➢ٻ㠦⓪ٻ⎚ڍٻ㧊㌗ڐڌٻ
⎚㧊䞮㦮ٻ㰫㡃㠦ٻ㻮䞲┺ڗٻډṲ㩫ٻڙډڑډڌډڑڌڋڍٻ
ٻ
㩲ړڐڍ㫆㦮ڃڍ䔏㑮㌗䟊ٻڄ
ཛ┾ٻ㼊ٻ⡦⓪┺ٻ㭧㦮ٻ㥚⩻㦚⽊ٻ㧊Ệ⋮ٻ㥚䠮䞲ⶒٻỊ㦚ٻ䦊╖䞮㡂ٻ㩲ڒڐڍ㫆㩲ڌ䟃ٻ⡦⓪ٻ㩲
ڍ䟃㦮ٻ㬚⯒⻪ٻ䞲➢ٻ㠦⓪ٻ⎚ڌٻ㧊㌗ٻ⎚ڋڌٻ㧊䞮㦮ٻ㰫㡃㠦ٻ㻮䞲┺ٻډ
ཛྷ┾ٻ㼊ٻ⡦⓪┺ٻ㭧㦮ٻ㥚⩻㦚⽊ٻ㧊Ệ⋮ٻ㥚䠮䞲ⶒٻỊ㦚ٻ䦊╖䞮㡂ٻ㩲ړڐڍ㫆㦮ٻ㬚⯒⻪ٻ
䞲➢ٻ㠦⓪ٻ⎚ڍٻ㧊㌗ٻ⎚ڋڍٻ㧊䞮㦮ٻ㰫㡃㠦ٻ㻮䞲┺ٻډ
ཝٻ㩲ڌ䟃㦮⹎ٻ㑮⻪㦖ٻ㻮⻢䞲┺ٻډ
⽎ڶ㫆㔶㍺ٻڸډڑډڌډڑڌڋڍٻ
ٻ

Ⅱ-22

ٻ⌊㣿
ڄ㌗䟊䂮㌂ڃڃ㫆ڔڐڍڍ㩲
ٻڄ
ٻډ┺㻮䞲ٻ㥶₆㰫㡃㠦ٻ㧊㌗㦮ٻ⎚ڎٻ⓪㧦ٻ䞲ٻ㧊⯊Ợٻ㌂ⰳ㠦ٻ㌗䟊䞮㡂ٻ⯒㔶㼊ٻ㌂⧢㦮ٻཛ
ٻ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
ٻ 㧊䞮㦮ٻ⎚ڐ ٻ⓪ ➢㠦ٻ ⻪䞲ٻ⯒ 㬚ٻ䟃㦮ڌ 㩲ٻ ╖䞮㡂ٻ 㰗Ἒ㫊㏣㠦ٻ ⺆㤆㧦㦮ٻ⓪ ⡦ٻ 㧦₆ٻཛྷ
ٻٻډ┺㻮䞲ٻ⻢⁞㠦ٻ㧊䞮㦮ٻⰢ㤦ڋڋڒٻ⓪⡦ٻ㰫㡃
ٻ
ٻڄ㫊㏣䙃䟟ٻڇ䙃䟟ڃ㫆ڋڑڍ㩲
ٻڇ⁞⻢ٻ㧊䞮㦮ٻⰢ㤦ڋڋڐٻڇ㰫㡃ٻ㧊䞮㦮ٻ⎚ڍٻ⓪㧦ٻṖ䞲ٻ䙃䟟㦚ٻ╖䞮㡂ٻ㔶㼊㠦ٻ㌂⧢㦮ٻཛ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ٻډ┺㻮䞲ٻὒ⬢㠦ٻ⓪⡦ٻ⮮ῂٻٻٻ
ٻٻ㧊䞮㦮ٻ⎚ڐٻ⓪➢㠦ٻ⻪䞲ٻ⯒㬚ٻ䟃㦮ڌ㩲ٻ╖䞮㡂ٻ㰗Ἒ㫊㏣㠦ٻ⺆㤆㧦㦮ٻ⓪⡦ٻ㧦₆ٻཛྷ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ٻډ┺㻮䞲ٻ⻢⁞㠦ٻ㧊䞮㦮ٻⰢ㤦ڋڋڒٻ⓪⡦ٻ㰫㡃ٻٻٻ
ٻډ┺㠜ٻ㑮ٻ㩲₆䞶ٻ⯒Ὃ㏢ٻ䞮㡂ٻ㦮㌂㠦ٻⳛ㔲䞲ٻ䞒䟊㧦㦮ٻ⓪㬚ٻ䟃㦮ڍ㩲ٻٻ䟃ڌ㩲ٻཝ
ٻ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
ٻ
ٻڄ䔏㑮䙃䟟ڃ㫆ڌڑڍ㩲
ڍ㩲ٻ⓪⡦ٻ䟃ڌ㫆㩲ڋڑڍ㩲ٻ䦊╖䞮㡂ٻⶒỊ㦚ٻ㥚䠮䞲ٻ⋮⽊㧊Ệٻ㥚⩻㦚ٻ┺㭧㦮ٻ⓪⡦ٻ┾㼊
ٻډ┺㻮䞲ٻ⻢⁞㠦ٻ㧊䞮㦮ٻ㻲Ⱒ㤦ڌٻ⓪⡦ٻ㰫㡃ٻ㧊䞮㦮ٻ⎚ڐٻ⓪➢㠦ٻ⻪䞲ٻ⯒㬚ٻ䟃㦮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
ٻ
ٻڄ䙃䟟䂮㌂㌗ڃ㫆ڍڑڍ㩲
ٻ㡞㠦ٻ㫆㦮ڔڐڍ㩲ٻ⌊㰖ٻ㫆ڒڐڍ㩲ٻ⓪䞲➢㠦ٻ㧊⯊Ợٻ㌂㌗㠦ٻ㌂⧢㦚ٻ⻪䞮㡂ٻ⯒㬚ٻ㫆㦮ڍ㩚
ٻډ┺㦮䞲
ٻ
ٻڄ⻪☯㔲ڃ㫆ڎڑڍ㩲
䕦ٻ䟟㥚Ṗٻ♲㤦㧎ٻ㧞㠊㍲ٻἓ㤆㠦ٻ䞲ٻ㌳䞮Ợٻ⯒ἆὒٻ㌗䟊㦮ٻἓ䞿䞮㡂ٻ☛Ⱃ䟟㥚Ṗ
ٻډ┺㦮䞲ٻ㡞㠦ٻὋ☯㩫⻪㦮ٻ⓪➢㠦ٻ㞚┞䞲ٻⳛ♮㰖
ٻ
ٻڄ⻪㌗㔋ڃ㫆ڏڑڍ㩲
➢㠦ٻ⻪䞲ٻ⯒㬚ٻ㫆㦮ٻڌڑڍ㩲ٻ⓪⡦ٻ㫆ڋڑڍ㩲ٻڇڍ㫆㦮ړڐڍ㩲ٻڇ㫆ړڐڍ㩲ٻڇ㫆ڒڐڍ㩲ٻ⪲㌗㔋㦒
ٻڙډڑډڌډڑڌڋڍٻṲ㩫ڗٻډ┺Ṗ㭧䞲ٻ₢㰖ڌٻ㦮ڍٻ䡫㦮ٻ㩫䞲ٻ㬚㠦ٻ⁎ٻ⓪
ٻ
ٻڄ⼧ὒٻ㧦ỿ㩫㰖㦮ڃ㫆ڐڑڍ㩲
ٻ㧊䞮㦮ٻ⎚ڋڌٻ⓪ἓ㤆㠦ٻ㩚㫆㦮ٻ⓪⡦ٻ㫆ڌڑڍ㩲ٻڇ䟃ڍ㫆㩲ڋڑڍ㩲ٻڇ㫆ړڐڍ㩲ٻڇ䟃ڍ㫆㩲ڒڐڍ㩲
ٻڙډڑډڌډڑڌڋڍٻṲ㩫ڗٻ┺㧞ٻ㑮ٻ⼧ὒ䞶ٻ⯒㩫㰖ٻ㧦ỿ
ٻ
ٻ㬚ٻὒ㔺䂮㌂㌗㦮ٻ㧻ڑڍ㩲
ٻ
ٻڄὒ㔺䂮㌗ڃ㫆ڑڑڍ㩲
ٻ⮮ῂٻڇ⁞⻢ٻ㧊䞮㦮ٻⰢ㤦ڋڋڐٻ⓪㧦ٻ䞲ٻ㧊⯊Ợٻ㌗䟊㠦ٻ⯒㔶㼊ٻ㌂⧢㦮ٻ㧎䞮㡂ٻ⪲ὒ㔺ٻཛ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ٻډ┺㻮䞲ٻὒ⬢㠦ٻ⓪⡦ٻٻٻ
ٻٻډ┺㠜ٻ㑮ٻ㩲₆䞶ٻ⯒Ὃ㏢ٻ䞮㡂ٻ㦮㌂㠦ٻⳛ㔲䞲ٻ䞒䟊㧦㦮ٻ⓪㬚ٻ䟃㦮ڌཛྷ㩲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
ٻ
ٻڄὒ㔺䂮㌂ڃ㫆ڒڑڍ㩲
㧊䞮ٻⰢ㤦ڋڋڒٻ⓪⡦ٻ⁞ἶٻ㧊䞮㦮ٻ⎚ڍٻ⓪㧦ٻ䞲ٻ㧊⯊Ợٻ㌂ⰳ㠦ٻ㌂⧢㦚ٻ㧎䞮㡂ٻ⪲ὒ㔺ٻ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ٻډ┺㻮䞲ٻ⻢⁞㠦ٻ㦮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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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ٻ⌊㣿
㫆ړڑڍ㩲
㠛ⶊ㌗ὒ㔺ബڃ㫆
ٻڄڄ䂮㌂㌗ٻٻബ㭧ὒ㔺
ٻ㧊䞮㦮ٻ⎚ڐٻ⓪㧦ٻ䞲ٻ㧊⯊Ợٻ㌂㌗㠦ٻ㌂⧢㦚ٻ㧎䞮㡂ٻ⪲ὒ㔺ٻ㭧╖䞲ٻ⓪⡦ٻ㠛ⶊ㌗ὒ㔺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ٻډ┺㻮䞲ٻ⻢⁞㠦ٻ㧊䞮㦮ٻ㻲Ⱒ㤦ڍٻ⓪⡦ٻ⁞ἶ
ٻ
ٻ㬚ٻ䡧㦮ٻ㧻ڋڎ㩲
ٻڄ䔏㑮䡧ڃ㫆ڏړڍ㩲
㬚ٻ䟃㦮ڍ㩲ٻڇ䟃ڌ㩚㫆㩲ٻ䦊╖䞮㡂ٻⶒỊ㦚ٻ㥚䠮䞲ٻ⋮⽊㧊Ệٻ㥚⩻㦚ٻ┺㭧㦮ٻ⓪⡦ٻ┾㼊
ٻٻډ┺㻮䞲ٻ⻢⁞㠦ٻ㧊䞮㦮ٻ㻲Ⱒ㤦ڌٻ⓪⡦ٻ㰫㡃ٻ㧊䞮㦮ٻ⎚ڒٻ⓪➢㠦ٻ⻪䞲ٻ⯒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
ٻ
ٻ
ٻ㬚ٻ㿪䟟㦮ٻṫṚὒٻ㧻ڍڎ㩲
ٻڄṫṚڃ㫆ڒڔڍ㩲
ٻٻډ┺㻮䞲ٻ㥶₆㰫㡃㠦ٻ㧊㌗㦮ٻ⎚ڎٻ⓪㧦ٻṫṚ䞲ٻ㌂⧢㦚ٻ⪲䡧㦒ٻ⓪⡦ٻ䙃䟟
ٻڙډړڌډڍڌډڍڌڋڍٻṲ㩫ڗ
ٻ
ٻڄṚṫٻ㥶㌂ڃڍ㫆㦮ڒڔڍ㩲
ٻ⌊㠦ٻ㦮ڄ┺㩲㣎䞲ٻ⓪㎇₆ڃ㔶㼊ٻ❇ٻⶎ䟃ٻڇῂṫٻ╖䞮㡂ٻ㌂⧢㠦ٻ⪲䡧㦒ٻ⓪⡦ٻ䙃䟟
ٻ⯒☚ῂٻ⓪⡦ٻ㧒ٻ㦮ڄ┺㩲㣎䞲ٻ⓪㎇₆ڃ㔶㼊ٻ❇ٻ⧓㏦Ṗٻ䟃ⶎ㠦ٻڇ㎇₆ٻ⋮⍹Ệٻ⯒㎇₆
ٻډ┺㻮䞲ٻ㥶₆㰫㡃㠦ٻ㧊㌗㦮ٻ⎚ڍٻ㌂⧢㦖ٻ䞲ٻ⯒䟟㥚ٻ⓪⍹
ٻڸډړڌډڍڌډڍڌڋڍٻ㍺⽎㫆㔶ڶ
ٻ
ٻڄṫ㩲㿪䟟ڃ㫆ړڔڍ㩲
ڋڋڐ㻲ڌٻ⓪⡦ٻ㰫㡃ٻ㧊䞮㦮ٻ⎚ڋڌٻ⓪㧦ٻ䞲ٻ㿪䟟㦚ٻ╖䞮㡂ٻ㌂⧢㠦ٻ⪲䡧㦒ٻ⓪⡦ٻ䙃䟟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ٻډ┺㻮䞲ٻ⻢⁞㠦ٻ㧊䞮㦮ٻⰢ㤦
ٻ
ٻڄ㭖ṫ㩲㿪䟟ٻڇ㭖ṫṚڃ㫆ڔڔڍ㩲
㩲ٻ⓪㧦ٻ䞲ٻ㿪䟟㦚ٻ⓪⡦ٻṚ㦢ٻ㧊㣿䞮㡂ٻ⯒㌗䌲ٻ䟃Ệ⓻㦮ٻ⓪⡦ٻ㕂㔶㌗㔺ٻ㌂⧢㦮
ٻڙډړڌډڍڌډڍڌڋڍٻṲ㩫ڗٻډ┺㦮䞲ٻ㡞㠦ٻ㫆㦮ړڔڍ㩲ٻٻڍ㫆㦮ڒڔڍ㩲ٻڇ㫆ڒڔڍ
ٻ
ٻڄ⻪⹎㑮ڃ㫆ڋڋڎ㩲
ٻٻډ┺㻮⻢䞲ٻ⹎㑮⻪㦖ٻ㫆㦮ڔڔڍ㩲ٻٻ㫆ړڔڍ㩲ٻڇڍ㫆㦮ڒڔڍ㩲ٻڇ㫆ڒڔڍ㩲
ٻڙډړڌډڍڌډڍڌڋڍٻṲ㩫ڗ
ٻ
ٻڄ㌗䟊ബ䂮㌗ٻ❇ṫṚڃ㫆ڌڋڎ㩲
㌗䟊䞮ٻ㌂⧢㦚ٻ㧦Ṗٻ⻪䞲ٻ⯒㬚ٻ㫆₢㰖㦮ڋڋڎ㩲ٻ㫆䎆ړڔڍ㩲ٻٻڍ㫆㦮ڒڔڍ㩲ٻڇ㫆ڒڔڍ㩲
ٻٻډ┺㻮䞲ٻ㰫㡃㠦ٻ㧊㌗㦮ٻ⎚ڐٻ⓪⡦ٻⶊ₆ٻ⓪➢㠦ٻ䞲ٻ㧊⯊Ợٻ㌗䟊㠦ٻ⋮Ệ
ٻ
ٻڄ㌊㧎ബ䂮㌂ٻ❇ṫṚڃڍ㫆㦮ڌڋڎ㩲
ٻ㌊䟊䞲ٻ㌂⧢㦚ٻ㧦Ṗٻ⻪䞲ٻ⯒㬚ٻ㫆₢㰖㦮ڋڋڎ㩲ٻ㫆䎆ړڔڍ㩲ٻٻڍ㫆㦮ڒڔڍ㩲ٻڇ㫆ڒڔڍ㩲
㧊ٻ⎚ڋڌٻ⓪⡦ٻⶊ₆ٻ⓪➢㠦ٻ䞲ٻ㧊⯊Ợٻ㌂ⰳ㠦ٻډ┺㻮䞲ٻⶊ₆㰫㡃㠦ٻ⓪⡦ٻ㌂䡫ٻ⓪➢㠦
ٻڙډړڌډڍڌډڍڌڋڍٻṲ㩫ڗٻډ┺㻮䞲ٻ㰫㡃㠦ٻ㌗㦮
ٻڸډڔڍډڍڌډڐڔڔڌٻ㩚ⶎṲ㩫ڶ
ٻ
ٻڄṚ㦢ٻ╖䞲ٻ⹎㎇⎚㧦❇㠦ڃ㫆ڍڋڎ㩲
㧦ٻ䞲ٻ㿪䟟㦚ٻ⓪⡦ٻṚ㦢ٻ㥚⩻㦒⪲㖾ٻ⓪⡦ٻ㥚Ἒٻ╖䞮㡂ٻ㕂㔶⹎㟓㧦㠦ٻ⓪⡦ٻ⹎㎇⎚㧦
ٻډ┺㻮䞲ٻ㰫㡃㠦ٻ㧊䞮㦮ٻ⎚ڐٻ⓪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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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ٻ⌊㣿
㫆ڎڋڎ㩲
ٻ㠛ⶊ㌗㥚⩻❇㠦ڃ㫆
ٻڄڄṚ㦢ٻٻ㦮䞲ٻ
ٻ╖䞮㡂ٻ㌂⧢㠦ٻ⓪ٻṦ☛㦚ٻ⓪⡦ٻ⽊䢎ٻ㧦₆㦮ٻ㧎䞮㡂ٻ⪲ὖἚٻ₆䌖ٻἶ㣿ٻڇⶊ㠛ٻཛ
ٻ⁞⻢ٻ㧊䞮㦮ٻⰢ㤦ڋڋڐ㻲ڌٻ⓪⡦ٻ㰫㡃ٻ㧊䞮㦮ٻ⎚ڐٻ⓪㧦ٻṚ㦢䞲ٻ㥚⩻㦒⪲㖾ٻ⓪⡦ٻ㥚Ἒٻٻٻ
ٻڙډړڌډڍڌډڍڌڋڍٻڇ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ٻډ┺㻮䞲ٻ㠦ٻٻٻ
ٻ㧊䞮ٻ⎚ڒٻ⓪➢㠦ٻṚ㦢䞲ٻ㌂⧢㦚ٻ⁎ٻ㧦Ṗٻ⓪Ṧ䢎䞮ٻ㌂⧢㦚ٻ♲⁞ῂٻ㦮䞮㡂ٻ⻫⮶㠦ٻཛྷ
ٻڙډړڌډڍڌډڍڌڋڍٻṲ㩫ڗٻډ┺㻮䞲ٻ㰫㡃㠦ٻ㦮ٻٻٻ
ٻ
ٻڄ㿪䟟ٻڇṚ㦢ٻ╖䞲ٻ⹎㎇⎚㧦㠦ڃ㫆ڐڋڎ㩲
ړڔڍ㩲ٻڇڍ㫆㦮ڒڔڍ㩲ٻڇ㫆ڒڔڍ㩲ٻ⓪㧦ٻ䞲ٻ㿪䟟㦚ٻ⓪⡦ٻṚ㦢ٻ╖䞮㡂ٻ㌂⧢㠦ٻ⹎Ⱒ㦮ٻ㎎ڎڌ
ٻڙډړڌډڍڌډڍڌڋڍٻڇ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ٻډ┺㦮䞲ٻ㡞㠦ٻ㦮ڍ㫆㦮ڌڋڎ㩲ٻ⓪⡦ٻ㫆ڌڋڎ㩲ٻڇ㫆
ٻ
ٻڄ⻪㌗㔋ڃڍ㫆㦮ڐڋڎ㩲
ٻ⓪⡦ٻ㫆ڎڋڎ㩲ٻڇ㫆ڍڋڎ㩲ٻڇ㫆₢㰖ڋڋڎ㩲ٻ㫆䎆ړڔڍ㩲ٻڇڍ㫆㦮ڒڔڍ㩲ٻڇ㫆ڒڔڍ㩲ٻ⪲㌗㔋㦒
ٻٻډ┺Ṗ㭧䞲ٻ₢㰖ڌٻ㦮ڍٻ䡫㦮ٻ㩫䞲ٻ㬚㠦ٻ⁎ٻ⓪㧦ٻ⻪䞲ٻ⯒㬚ٻ㫆㦮ڐڋڎ㩲
ٻڸډڐڌډڏډڋڌڋڍٻ㍺⽎㫆㔶ڶٻڙډړڌډڍڌډڍڌڋڍٻṲ㩫ڗ
ٻ
ٻ㬚ٻṫ☚㦮ٻ㩞☚㢖ٻ㧻ړڎ㩲
ٻ
ٻٻڄ☚㩞ڃ㫆ڔڍڎ㩲
ٻٻډ┺㻮䞲ٻ⻢⁞㠦ٻ㧊䞮㦮ٻ㻲Ⱒ㤦ڌٻ⓪⡦ٻ㰫㡃ٻ㧊䞮㦮ٻ⎚ڑٻ⓪㧦ٻ㩞䀾䞲ٻ㨂ⶒ㦚ٻ䌖㧎㦮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
ٻ
ٻٻڄ☚㟒Ṛ㭒Ệ䂾㧛㩞ڃ㫆ڋڎڎ㩲
䂾㧛ٻ㔺㠦ٻ⓪㩦㥶䞮ٻ⓪⡦ٻ㍶ٻ⋮Ị㫆ⶒ㧊ٻڇ㩖䌳ٻ⓪Ṛ㑮䞮ٻڇ㭒Ệٻ㌂⧢㦮ٻ㟒Ṛ㠦
ٻډ┺㻮䞲ٻ㰫㡃㠦ٻ㧊䞮㦮ٻ⎚ڋڌٻ⓪㧦ٻ㩞䀾䞲ٻ㨂ⶒ㦚ٻ䌖㧎㦮ٻ䞮㡂
ٻ
ٻٻڄ☚䔏㑮㩞ڃ㫆ڌڎڎ㩲
ٻ䂾㧛䞮㡂ٻ㧻㏢㠦ٻ㩚㫆㦮ٻ㏦ᾊ䞮ἶٻ⯒㧒ٻỊ㫆ⶒ㦮ٻ₆䌖ٻ⼓㧻ٻ⓪⡦ٻⶎ䢎ٻ㟒Ṛ㠦ٻཛ
ٻډ┺㻮䞲ٻ㰫㡃㠦ٻ㧊䞮㦮ٻ⎚ڋڌٻ㧊㌗ٻ⎚ڌٻ⓪㧦ٻ㩞䀾䞲ٻ㨂ⶒ㦚ٻ䌖㧎㦮ٻٻٻ
ٻ䡫ὒٻ㩚䟃㦮ٻ☚㧦ٻ㩞䀾䞲ٻ㨂ⶒ㦚ٻ䌖㧎㦮ٻ䞿☯䞮㡂ٻ㧊㌗㧊ٻ㧎ڍٻ⋮䦊╖䞮Ệٻ⯒䦟₆ٻཛྷ
ٻډ┺ṯٻٻٻ
ٻ
ٻٻڄ⻫㌂㣿ٻ❇㧦☯㹾ڃڍ㫆㦮ڌڎڎ㩲
㌂ٻ㧒㔲ٻ⯒㤦☯₆㧻䂮㧦㩚㹾ٻ⓪⡦ٻ䟃Ὃ₆ٻڇ㍶ٻڇ㧦☯㹾ٻ䌖㧎㦮ٻ☯㦮㠜㧊ٻῢⰂ㧦㦮
ٻډ┺㻮䞲ٻὒ⬢㠦ٻ⓪⡦ٻ⮮ῂٻڇ⁞⻢ٻ㧊䞮㦮ٻⰢ㤦ڋڋڐٻڇ㰫㡃ٻ㧊䞮㦮ٻ⎚ڎٻ⓪㧦ٻ㣿䞲
ٻڸډڔڍډڍڌډڐڔڔڌٻ㍺⽎㫆㔶ڶ
ٻ
ٻٻڄ⻪㌗㔋ڃ㫆ڍڎڎ㩲
₢ڌٻ㦮ڍٻ䡫㦮ٻ㩫䞲ٻ㬚㠦ٻ⁎ٻ⓪㧦ٻ⻪䞲ٻ⯒㬚ٻ㦮ڍ㫆㦮ڌڎڎ㩲ٻ⌊㰖ٻ㫆ڔڍڎ㩲ٻ⪲㌗㔋㦒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ٻډ┺Ṗ㭧䞲ٻ㰖
ٻ
ٻٻڄ☚ṫڃ㫆ڎڎڎ㩲
ٻ⋮䀾✳䞮Ệٻ㧊㧋㦚ٻ㨂㌆㌗㦮ٻ₆䌖ٻ⋮ṫ䀾䞮Ệٻ㨂ⶒ㦚ٻ䌖㧎㦮ٻ⪲䡧㦒ٻ⓪⡦ٻ䙃䟟
ٻډ┺㻮䞲ٻ㥶₆㰫㡃㠦ٻ㧊㌗㦮ٻ⎚ڎٻ⓪㧦ٻ䞲ٻ䀾✳䞮Ợٻ⯒㧊ٻ⁞䞮㡂ٻ⪲㩲㌒㧦
ٻ
ٻڄ☚䔏㑮ṫڃ㫆ڏڎڎ㩲
ٻ㔺㠦ٻ⓪㩦㥶䞮ٻ⓪⡦ٻ䟃Ὃ₆ٻ⋮㍶㧊ٻڇⶒỊ㫆ٻ⓪ὖⰂ䞮ٻڇ㭒Ệٻ㌂⧢㦮ٻ㟒Ṛ㠦ٻཛ
ٻٻډ┺㻮䞲ٻ㰫㡃㠦ٻ㧊㌗㦮ٻ⎚ڐٻ⓪⡦ٻⶊ₆ٻ⓪㧦ٻ⻪䞲ٻ⯒㬚ٻ㫆㦮ڎڎڎ㩲ٻ䂾㧛䞮㡂ٻٻٻ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
ٻډ┺ṯٻ䡫ὒٻ㩚䟃㦮ٻ☚㧦ٻ⻪䞲ٻ⯒㬚ٻ㩚㫆㦮ٻ䞿☯䞮㡂ٻ㧊㌗㧊ٻ㧎ڍٻ⋮䦊╖䞮Ệٻ⯒䦟₆ٻ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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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㣿
ٻٻٻڄڄ☚㭖ṫڃڃ㫆ڐڎڎڎ㩲
ٻ䙃䟟ٻ⪲⳿㩗㦒ٻ㧎Ⳏ䞶ٻ㬚㩗㦚ٻ⋮Ⳋ䌞䞮Ệٻ⯒㼊䙂ٻ⋮䟃Ệ䞮Ệٻ䌞䢮㦚ٻ㨂ⶒ㦮ٻ㩞☚Ṗ
ٻډ┺㦮䞲ٻ㡞㠦ٻ㫆㦮ڍ㩚ٻ⓪➢㠦ٻṖ䞲ٻ䡧㦚ٻ⓪⡦
ٻ
ٻڄ☚㧎㰞ṫڃ㫆ڑڎڎ㩲
㧊ٻ㨂㌆㌗㦮ٻ⓪⡦ٻⶒ㨂ٻ㌒㞚ٻ⪲㧎㰞ٻ⯒㧊ٻ㥶㧎䞮㡂ٻ⓪⡦ٻ㼊䙂ബṦ⁞ബ㟓䀾ٻ㌂⧢㦚
㻮ٻ㥶₆㰫㡃㠦ٻ㧊㌗㦮ٻ⎚ڎٻ⓪㧦ٻ䞲ٻ䀾✳䞮Ợٻ⯒㧊ٻ⁞䞮㡂ٻ⪲㧦ڎ㩲ٻ⋮䀾✳䞮Ệٻ㧋㦚
ٻڸډڔڍډڍڌډڐڔڔڌٻ㩚ⶎṲ㩫ڶٻډ┺䞲
ٻ
ٻڄ䂮㌗ٻڇṫ☚㌗䟊ڃ㫆ڒڎڎ㩲
ٻ 㰫㡃㠦ٻ 㧊㌗㦮ٻ⎚ڒ ٻ⓪ ⡦ٻ ⶊ₆ٻ⓪ 䞲➢㠦ٻ 㧊⯊Ợٻ ㌗䟊㠦ٻ⋮ ㌗䟊䞮Ệٻ ㌂⧢㦚ٻṫ☚Ṗ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ٻډ┺㻮䞲
ٻ
ٻڄṫ☚㌊㧎ബ䂮㌂ڃ㫆ړڎڎ㩲
➢ٻ䞲ٻ㧊⯊Ợٻ㌂ⰳ㠦ٻډ┺㻮䞲ٻⶊ₆㰫㡃㠦ٻ⓪⡦ٻ㌂䡫ٻ⓪➢㠦ٻ㌊䟊䞲ٻ㌂⧢㦚ٻṫ☚Ṗ
ٻډ┺㻮䞲ٻ㰫㡃㠦ٻ㧊㌗㦮ٻ⎚ڋڌٻ⓪⡦ٻⶊ₆ٻ⓪㠦
ٻڸډڔڍډڍڌډڐڔڔڌٻ㩚ⶎṲ㩫ڶ
ٻ
ٻٻڄṫ☚ṫṚڃ㫆ڔڎڎ㩲
ٻٻډ┺㻮䞲ٻ㰫㡃㠦ٻ㧊㌗㦮ٻ⎚ڋڌٻ⓪⡦ٻⶊ₆ٻ⓪➢㠦ٻṫṚ䞲ٻ㌂⧢㦚ٻṫ☚Ṗ
ٻڙډړڌډڍڌډڍڌڋڍٻṲ㩫ڗ
ٻ
ٻڄ☚䟊㌗ṫڃ㫆ڋڏڎ㩲
ٻ㨂ⶒ㦚ٻ䌖㧎㦮ٻ䂾㧛䞮㡂ٻ㍶⌊㠦ٻ⋮ṫ䀾䞮Ệٻ㍶㦚ٻ䟊㌗㠦㍲ٻ⪲㥚⩻㦒ٻ┺㭧㦮ٻཛ
ٻډ┺㻮䞲ٻ㰫㡃㠦ٻ㧊㌗㦮ٻ⎚ڒٻ⓪⡦ٻⶊ₆ٻ⓪㧦ٻṫ䀾䞲ٻٻٻ
ٻ⓪⡦ٻⶊ₆ٻ⓪䞲➢㠦ٻ㧊⯊Ợٻ㌗䟊㠦ٻ⋮㌗䟊䞮Ệٻ㌂⧢㦚ٻ㧦Ṗٻ⻪䞲ٻ⯒㬚ٻ䟃㦮ڌ㩲ٻཛྷ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ٻډ┺㻮䞲ٻ㰫㡃㠦ٻ㧊㌗㦮ٻ⎚ڋڌٻٻٻ
ٻ⓪➢㠦ٻṫṚ䞲ٻ⋮䞮Ệٻ㧊⯊Ợٻ㌂ⰳ㠦ٻ⓪⡦ٻ㌊䟊ٻ㌂⧢㦚ٻ㧦Ṗٻ⻪䞲ٻ⯒㬚ٻ䟃㦮ڌ㩲ٻཝ
ٻڙډړڌډڍڌډڍڌڋڍٻڇ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ٻډ┺㻮䞲ٻⶊ₆㰫㡃㠦ٻ⓪⡦ٻ㌂䡫ٻٻٻ
ٻ
ٻٻڄ⻪㌗㔋ڃ㫆ڌڏڎ㩲
ٻ⓪⡦ٻⶊ₆ٻ⓪㧦ٻ⻪䞲ٻ⯒㬚ٻ䟃㦮ڌ㩚㫆㩲ٻ⓪⡦ٻ㫆ڑڎڎ 㩲ٻڇ㫆ڏڎڎ㩲ٻڇ㫆ڎڎڎ㩲ٻ⪲㌗㔋㦒
ٻډ┺㻮䞲ٻ㰫㡃㠦ٻ㧊㌗㦮ٻ⎚ڋڌ
ٻ
ٻڄ⻪⹎㑮ڃ㫆ڍڏڎ㩲
ٻڸډڔڍډڍڌډڐڔڔڌٻ㩚ⶎṲ㩫ڶٻډ┺㻮⻢䞲ٻ⹎㑮⻪㦖ٻ㫆㦮ڌڏڎ㩲ٻ⌊㰖ٻ㫆ڔڍڎ㩲
ٻ
ٻڄ⳾㦢ٻڇ゚㡞ڃ㫆ڎڏڎ㩲
ٻډ┺㻮䞲ٻ㰫㡃㠦ٻ㧊䞮㦮ٻ⎚ڒٻ⓪㧦ٻ㦢⳾䞲ٻ⓪⡦ٻ゚㡞ٻ⪲⳿㩗㦒ٻṫ☚䞶
ٻ
ٻڄ⻪䟟ٻ䂲㫇Ṛ㦮ڃ㫆ڏڏڎ㩲
ٻډ┺㭖㣿䞲ٻ⹎㑮⻪㠦ٻ⓪⡦ٻ㬚ٻ㫆㦮ڍڎڎ㩲ٻ⌊㰖ٻ㫆ڔڍڎ㩲ٻ′㩫㦖ٻ㫆㦮ړڍڎ㩲
ٻ
ٻڄ⼧ὒٻ㧦ỿ㩫㰖㦮ڃ㫆ڐڏڎ㩲
ٻ㑮ٻ⼧ὒ䞶ٻ⯒㧦ỿ㩫㰖ٻ㧊䞮㦮ٻ⎚ڋڌ ٻ⓪ἓ㤆㠦ٻ㻮䞶ٻ㥶₆㰫㡃㠦ٻ⻪䞮㡂ٻ⯒㬚ٻ⽎㧻㦮
ٻډ┺㧞
ٻ
ٻڄ⩻☯ڃ㫆ڑڏڎ㩲
ٻډ┺Ṛ㭒䞲ٻ⪲ⶒ㨂ٻ☯⩻㦖ٻ⓪㧞ٻ㑮ٻὖⰂ䞶ٻ㧞㠊㍲ٻ㬚㠦ٻ⽎㧻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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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㣿
㧻ڍڏڏ㩲
㏦ٻ㧻
㬚ٻ㏦ᾊ㦮
ٻ㬚
ٻڄ㫊㏣㌗䟊ٻڇ㌗䟊ڃ㫆ڔڑڎ㩲
ٻ⻪䞲ٻ⯒㬚ٻ㫆㦮ڑڑڎ㩲ٻ䦊╖䞮㡂ٻⶒỊ㦚ٻ㥚䠮䞲ٻ⋮⽊㧊Ệٻ㥚⩻㦚ٻ┺㭧㦮ٻ⓪⡦ٻ┾㼊ٻཛ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ٻډ┺㻮䞲ٻ⻢⁞㠦ٻ㧊䞮㦮ٻ㻲Ⱒ㤦ڌٻ⓪⡦ٻ㰫㡃ٻ㧊䞮㦮ٻ⎚ڐٻ⓪➢㠦
Ⱒ㻲ڍٻ⓪⡦ٻ㥶₆㰫㡃ٻ㧊㌗㦮ٻ⎚ڌٻ⓪➢㠦ٻ⻪䞲ٻ⯒㬚ٻ㫆㦮ڒڑڎ㩲ٻ⪲⻫㦒ٻ䟃㦮ڌ㩲ٻཛྷ
ٻڙډڔڍډڍڌډڐڔڔڌٻṲ㩫ڗٻډ┺㻮䞲ٻ⻢⁞㠦ٻ㧊䞮㦮ٻ㤦
ٻ
ٻڸڌڍ⻫′ڶ
ٻ

ٻ⮶⻫ٻὖ䞲ٻ㻮⻢㠦ٻ❇䙃⩻䟟㥚
ٻ

⌊㣿
ڄ☯ῂ㎇ബ䢲ٻٻ┾㼊❇㦮ڃڃ㫆ڏڏ㩲
ٻڄ
ٻ┾㼊ٻ⁎⩂䞲ٻ⋮ῂ㎇䞮Ệٻ㰧┾㦚ٻ⓪⡦ٻ┾㼊ٻ⓪䞮ٻ⪲⳿㩗㦒ٻ⯒⻪㬚ٻ♲′㩫ٻ⻫㠦ٻ㧊ٻཛ
ٻ⧒➆ٻῂ㠦ٻ䢎㦮ٻṗٻ┺㦢ٻ㌂⧢㦖ٻ䢲☯䞲ٻ⪲ῂ㎇㤦㦒ٻ⁎ٻ⋮Ṗ㧛䞮Ệٻ㰧┾㠦ٻ⓪⡦ٻٻٻ
ٻډ┺㻮⻢䞲ٻٻٻ
ٻ㰫㡃ٻ㧊㌗㦮ٻ⎚ڋڌٻ⓪⡦ٻⶊ₆ٻڇ㌂䡫ٻڕڄ菊籽ڃ㑮ᾊٻډڌٻٻٻ
ٻ㰫㡃ٻ㧊㌗㦮ٻ⎚ڒٻ⓪⡦ٻⶊ₆ٻڕṚٻډڍٻٻٻ
ٻ㥶₆㰫㡃ٻ㧊㌗㦮ٻ⎚ڍٻڕ⧢㌂ٻ㣎㦮ٻ㑮ᾊബṚٻډڎٻٻٻ
ٻ㌂⧢㧊ٻṖ㧛䞲ٻ㰧┾㠦ٻ⓪⡦ٻ┾㼊ٻ⁎⩂䞲ٻ⋮ῂ㎇䞮Ệٻ㰧┾㦚ٻ⓪⡦ٻ┾㼊ٻ䟃㦮ڌ㩲ٻཛྷ
ٻ┺㦢ٻ㥚䞮㡂ٻ⯒㫊㏣ബ㥶㰖ٻ㰧┾㦮ٻ⓪⡦ٻ┾㼊ٻ⋮ὒ㔲䞮Ệٻ㥚⩻㦚ٻ㰧┾㦮ٻ⓪⡦ٻ┾㼊ٻٻٻ
ٻڄ蠃絟ڃ㧻₆ٻ䡫㦮ٻ╖䞲ٻ㬚㠦ٻ⁎ٻ⓪➢㠦ٻ⻪䞮㡖㦚ٻ⯒㬚ٻ⓪䟊╏䞮ٻ䞮⋮㠦ٻ㠊ⓦٻ䢎㦮ٻṗٻٻٻ
ٻډ┺Ṗ㭧䞲ٻ₢㰖ڌٻ㦮ڍٻ㦮ڄ縦絟ڃٻ┾₆ٻٻٻٻ
ٻ㬚ٻ⳿㦮ٻṗٻ┺㦢ٻ㭧ٻ㬚ٻ⯎➆ٻ䡫⻫㠦ٻډڌٻٻٻ
ٻ㫆ڌڏڌ㩲ٻڇڄὋⶊ㰧䟟䟊ٻ㫆ڃڑڎڌ㩲ٻ㭧ٻ㬚ٻὖ䞲ٻὋⶊ䟊㠦ٻ㧻ړ㩲ٻ⻫䡫ٻډṖٻٻٻٻٻٻ
ٻ㬚ٻ㦮ڄ䕢ᾊٻὋ㣿ⶒ㦮ٻڇⶊ䣾ٻ❇㦮ٻ⮮Ὃ㣿㍲ڃٻٻٻٻٻٻٻٻٻٻ
ٻ㔏⋯㠦ٻڇ㽟䌗ڃ㫆ڍڐڍ㩲ٻڇڄ㌊㧎ڃ䟃ڌ㫆㩲ڋڐڍ㩲ٻ㭧ٻ㬚ٻ㌊㧎㦮ٻ㧻ڏڍ㩲ٻ⻫䡫ٻډ⋮ٻٻٻٻٻٻ
ٻ㬚ٻ㦮ڄ⳾㦢ٻڇ゚㡞ڃ㫆ڐڐڍ㩲ٻڇڄ❇ٻ㽟䌗㌊㧎ٻ㦮䞲ٻ❇㠦ٻ㥚Ἒڃ㫆ڎڐڍ㩲ٻڇڄ❇ٻ㌊㧎ٻ㦮䞲ٻٻٻٻٻٻٻٻٻٻ
ٻٻڇڄ㠛ⶊ䟊ڃ㫆ڏڌڎ㩲ٻ㭧ٻ㬚ٻὖ䞲ٻἓⰺ㠦ٻ㠛ⶊ㢖ٻڇ㔶㣿ٻ㧻ڏڎ㩲ٻ⻫䡫ٻډ┺ٻٻٻٻٻٻ
ٻ㬚ٻ㦮ڄ䟊ٻ㧛㺆㦮ٻڇⰺἓڃٻ㫆ڐڌڎ㩲ٻٻٻٻٻٻٻٻٻ
ٻڇڄ☚䔏㑮ṫڃ㫆ڏڎڎ㩲ٻڇڄ☚ṫڃ㫆ڎڎڎ㩲ٻ㭧ٻ㬚ٻṫ☚㦮ٻ㩞☚㢖ٻ㧻ړڎ㩲ٻ⻫䡫ٻډ⧒ٻٻٻٻٻٻ
ٻ㫆ڔڎڎ㩲ٻڇڄ䂮㌗ٻڇṫ☚㌗䟊ڃ㫆ڒڎڎ㩲ٻڇڄ☚㧎㰞ṫٻ㫆ڃڑڎڎ㩲ٻڇڄ☚㭖ṫڃ㫆ڐڎڎ㩲ٻٻٻٻٻٻٻٻٻ
ٻٻڇڄ䂮㌗ٻ⓪⡦ٻ䟊㌗ṫ☚㌗䟊ڃ䟃ڍബ㩲ڄ☚䟊㌗ṫڃ䟃ڌ㫆㩲ڋڏڎ㩲ٻڇڄṫ☚ṫṚڃٻٻٻٻٻٻٻٻٻ
ٻ㬚ٻ㦮ڄ⳾㦢ٻڇ゚㡞ڃ㫆ڎڏڎ㩲ٻڇڄ⻪㌗㔋ڃ㫆ڌڏڎ㩲ٻٻٻٻٻٻٻٻٻ
㌗㔋䔏㑮ٻڇ⻪䔏㑮ٻڇ⻪㌗㔋ٻ㫆䟃㦮ٻ╏䟊ٻ䡫⻫ṗڃ㬚ٻ㫆㦮ڎ㩲ٻ⓪⡦ٻ㫆ڍ㩲ٻډڍ
ٻڄ┺䙂䞾䞲ٻ⻪㦚
ٻ⎚ڍٻ㌂⧢㦖ٻῢ㥶䞲ٻ⋮ṫ㣪䞮Ệٻộ㦚ٻṖ㧛䞶ٻ㰧┾㠦ٻ⓪⡦ٻ┾㼊ٻ䟃㦮ڌ㩲ٻ䌖㧎㠦Ợٻཝ
ٻډ┺㻮䞲ٻ㥶₆㰫㡃㠦ٻ㧊㌗㦮ٻٻٻ
ٻ┾㼊ٻ⁎ٻṖ㧛䞮㡂ٻ㰧┾㠦ٻ⓪⡦ٻ┾㼊ٻ⁎⩂䞲ٻ⋮ῂ㎇䞮Ệٻ㰧┾㦚ٻ⓪⡦ٻ┾㼊ٻ䟃㦮ڌ㩲ٻཞ
ٻ㥶₆㰫㡃㠦ٻ㧊㌗㦮ٻ⎚ڎٻ㌂⧢㦖ٻ⳾㰧䞲ٻ⁞䛞㦚ٻ㥚䞮㡂ٻ⯒㫊㏣ബ㥶㰖ٻ㰧┾㦮ٻ⓪⡦ٻٻٻ
ٻډ┺㻮䞲ٻٻٻ
ٻڸډڋڎډڍڌډڏڌڋڍٻ㩚ⶎṲ㩫ڶ
ٻ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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㩲ڑڌڌ㫆ڃڃ㑮㰧ബ㫆㌂ٻ
ٻ㻮Ⰲ㦮ٻٻ㩲䞲ٻڄڄ
ཛڃٻ㌳ٻڄ⨋ٻ
ٻ
ཛྷٻ㔶㣿㩫⽊䣢㌂❇㧊ٻṲ㧎㦮ٻ㰞⼧㠦ٻὖ䞲ٻ㩫⽊⯒ٻ㑮㰧ബ㫆㌂䞮Ệ⋮ٻ䌖㧎㠦Ợٻ㩲Ὃٻ
䞮⩺ⳊٻⰂ⹎ٻ㩲ڍڎ㫆ٻ㩲ڌ䟃㠦ٻ⯎➆ٻ䟊╏ٻṲ㧎㦮☯ٻ㦮⯒ٻ㞚㟒ٻ䞮Ⳇ╖ٻ䐋⪏⪏㦒⪲ٻٻ
㩫䞮⓪⳿ٻ㩗㦒⪲Ⱒٻ⁎ٻ㩫⽊⯒ٻ㧊㣿䞮㡂㟒ٻ䞲┺ٻډ
ٻ
㩲ڍڎ㫆ڃṲ㧎㔶㣿㩫⽊㦮ٻ㩲Ὃ̔䢲㣿㠦╖ٻ䞲☯ٻ㦮ٻڄ
ཛG 㔶㣿㩫⽊㩲Ὃ½㧊㣿㧦ṖGṲ㧎㔶㣿㩫⽊⯒G䌖㧎㠦ỢG㩲Ὃ䞮⩺⓪Gἓ㤆㠦⓪G╖䐋⪏⪏㦒
⪲G㩫䞮⓪G㠦G➆⧒G䟊╏G㔶㣿㩫⽊㭒㼊⪲䎆G┺㦢GṗG䢎㦮G㠊ⓦG䞮⋮㠦G䟊╏䞮⓪G
㔳㦒⪲GṲ㧎㔶㣿㩫⽊⯒G㩲Ὃ䞶G➢Ⱎ┺G⹎ⰂGṲ⼚㩗㦒⪲G☯㦮⯒G㞚㟒G䞲┺UG┺
ⰢSG₆㫊㠦G☯㦮䞲G⳿㩗G⡦⓪G㧊㣿G⻪㥚㠦㍲GṲ㧎㔶㣿㩫⽊㦮G㩫䢫㎇½㾲㔶㎇㦚G㥶㰖
䞮₆G㥚䞲Gἓ㤆㠦⓪G⁎⩂䞮㰖G㞚┞䞮┺UڗٻṲ㩫ٻڙډڌڌډڎډڐڌڋڍٻ
XUG㍲ⳊG
YUG 㩚㧦㍲ⳛ⻫G 㩲Y㫆㩲Z䢎㠦G ➆⯎G Ὃ㧎㩚㧦㍲ⳛ㧊G 㧞⓪G 㩚㧦ⶎ㍲O㩚㧦Ệ⧮
₆⽎⻫G㩲Y㫆㩲X䢎㠦G➆⯎G㩚㧦ⶎ㍲⯒GⰦ䞲┺PG
ZUGṲ㧎㔶㣿㩫⽊㦮G㩲ὋG⌊㣿GG㩲ὋG⳿㩗G❇㦚Gἶ⩺䞮㡂G㩫⽊G㩲ὋG☯㦮㦮G㞞㩫㎇
ὒG㔶⬆㎇㧊G䢫⽊♶G㑮G㧞⓪G㥶ⶊ㍶G䐋㔶㦒⪲GṲ㧎゚⹖⻞䢎⯒G㧛⩻䞮⓪G㔳G
[UG 㥶ⶊ㍶G 䐋㔶㦒⪲G ☯㦮G ⌊㣿㦚G 䟊╏G Ṳ㧎㠦ỢG 㞢ⰂἶG ☯㦮⯒G ⓪G ⻫UG 㧊G ἓ㤆G
⽎㧎G㡂GG☯㦮G⌊㣿SG⁎㠦G╖䞲G䟊╏GṲ㧎㦮G╋⼖㦚G㦢㎇⏏㦢䞮⓪G❇G㯳Ệ㧦
⬢⯒G䢫⽊½㥶㰖䞮㡂㟒G䞮ⳆSG╖䐋⪏⪏㦒⪲G㩫䞮⓪G㠦G➆⯎G㌂䤚Gἶ㰖㩞㹾⯒GỆ
䂲┺UG
\UG⁎G㠦G╖䐋⪏⪏㦒⪲G㩫䞮⓪G㔳ٻ
ཛྷG 㔶㣿㫆䣢䣢㌂G⡦⓪G㔶㣿㩫⽊㰧㭧₆ὖ㦒⪲䎆GṲ㧎㔶㣿㩫⽊⯒G㩲Ὃ㦒⩺⓪G㧦⓪G
╖䐋⪏⪏㦒⪲G㩫䞮⓪G㠦G➆⧒G䟊╏G㔶㣿㩫⽊㭒㼊⪲䎆G㩲X䟃GṗG䢎㦮G㠊ⓦG䞮⋮
㠦G䟊╏䞮⓪G㔳㦒⪲GṲ㧎㔶㣿㩫⽊⯒G㩲Ὃ㦚G➢Ⱎ┺GṲ⼚㩗㦒⪲G☯㦮O₆㫊㠦G☯
㦮䞲G⳿㩗G⡦⓪G㧊㣿G⻪㥚㠦㍲GṲ㧎㔶㣿㩫⽊㦮G㩫䢫㎇½㾲㔶㎇㦚G㥶㰖䞮₆G㥚䞲Gἓ㤆
⓪G㩲㣎䞲┺P⯒G㞚㟒G䞲┺UG㧊Gἓ㤆GṲ㧎㔶㣿㩫⽊⯒G㩲Ὃ㦒⩺⓪G㧦⓪GṲ㧎㔶㣿
㩫⽊㦮G㫆䣢G㔲G㔶㣿❇ 㧊G䞮⧓䞶G㑮G㧞⓪G➢㠦⓪G䟊╏G㔶㣿㩫⽊㭒㼊㠦ỢG㧊⯒Gἶ
㰖䞮㡂㟒G䞲┺UڗٻṲ㩫ٻڙډڌڌډڎډڐڌڋڍٻ
ཝG 㔶㣿㫆䣢䣢㌂G⡦⓪G㔶㣿㩫⽊㰧㭧₆ὖ㧊GṲ㧎㔶㣿㩫⽊⯒G㩲Y䟃㠦G➆⧒G㩲Ὃ䞮⓪Gἓ
㤆㠦⓪G䟊╏GṲ㧎㔶㣿㩫⽊⯒G㩲Ὃ㦒⩺⓪G㧦ṖG㩲Y䟃㠦G➆⯎G☯㦮⯒G㞮⓪㰖⯒G
╖䐋⪏⪏㦒⪲G㩫䞮⓪G㠦G➆⧒G䢫㧎䞮㡂㟒G䞲┺Uٻ
ཞG 㔶㣿㩫⽊䣢㌂❇㦖GṲ㧎㔶㣿㩫⽊㦮G㩲ὋGG䢲㣿ὒGὖ⩾䞮㡂G☯㦮⯒G㦚G➢㠦⓪G╖
䐋⪏⪏㦒⪲G㩫䞮⓪G㠦G➆⧒G㍲゚㓺G㩲Ὃ㦚G㥚䞮㡂G䞚㑮㩗G☯㦮㌂䟃ὒG⁎G㦮G㍶
䌳㩗G☯㦮㌂䟃㦚Gῂ䞮㡂G㍺ⳛ䞲G䤚GṗṗG☯㦮⯒G㞚㟒G䞲┺UG㧊Gἓ㤆G䞚㑮㩗G☯㦮
㌂䟃㦖G㍲゚㓺G㩲Ὃὒ㦮Gὖ⩾㎇㦚G㍺ⳛ䞮㡂㟒G䞮ⳆSG㍶䌳㩗G☯㦮㌂䟃㦖G㩫⽊㩲Ὃ㠦G
☯㦮䞮㰖G㞚┞䞶G㑮G㧞┺⓪G㌂㔺㦚Gἶ㰖䞮㡂㟒G䞲┺UڗٻṲ㩫ٻڙډڌڌډڎډڐڌڋڍٻ
ཟG 㔶㣿㩫⽊䣢㌂❇㦖G㔶㣿㩫⽊㭒㼊ṖG㍶䌳㩗G☯㦮㌂䟃㠦G☯㦮䞮㰖G㞚┞䞲┺⓪G㧊㥶⪲G
㔶㣿㩫⽊㭒㼊㠦ỢG㍲゚㓺㦮G㩲Ὃ㦚GỆ䞮㡂㍲⓪G㞚┞G♲┺UڗٻṲ㩫ٻڙډڌڌډڎډڐڌڋڍٻ
G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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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UG 㔶㣿㩫⽊䣢㌂ṖG ┺⯎G 㔶㣿㩫⽊䣢㌂G ⡦⓪G 㔶㣿㩫⽊㰧㭧₆ὖὒG ㍲⪲G 㰧㭧ὖⰂ½䢲
㣿䞮₆G㥚䞮㡂G㩲Ὃ䞮⓪Gἓ㤆G
YUGἚ㟓㦮G㧊䟟㠦G䞚㣪䞲Gἓ㤆⪲㍲G㩲X^㫆㩲Y䟃㠦G➆⧒G㔶㣿㩫⽊㦮G㻮Ⰲ⯒G㥚䌗䞮
₆G㥚䞮㡂G㩲Ὃ䞮⓪Gἓ㤆G
ZUG㡗㠛㟧☚½䞶½䞿⼧G❇㦮G㧊㥶⪲GῢⰂ½㦮ⶊ㦮G㩚G⡦⓪G㧒⯒G㧊㩚䞮Ⳋ㍲G⁎㢖G
ὖ⩾♲GṲ㧎㔶㣿㩫⽊⯒G㩲Ὃ䞮⓪Gἓ㤆G
[UG㺚ῢ㿪㕂O㿪㕂㺚ῢ㦚G㿪㕂䞮⓪Gἓ㤆ⰢG䟊╏䞲┺PSG㧎Ṗ½䠞Ṗ㦮G⳿㩗SG₆㠛㦮G㔶㣿
☚G䕦┾SG㥶Ṗ㯳ῢ㦮G㟧㑮G❇G╖䐋⪏⪏㦒⪲G㩫䞮⓪G⳿㩗㦒⪲G㌂㣿䞮⓪G㧦㠦ỢG㩲
Ὃ䞮⓪Gἓ㤆G
\UG⻫㤦㦮G㩲㿲ⳛ⪏G⡦⓪G⻫ὖ㧊G䞲G㡗㧻㠦G➆⧒G㩲Ὃ䞮⓪Gἓ㤆G
]UG⻪㬚G➢ⶎ㠦G䞒䟊㧦㦮G㌳ⳛ㧊⋮G㔶㼊㠦G㕂ṗ䞲G㥚䠮G㌳㧊G㡞㌗♮⓪G❇G₊ 䞲G
㌗䢿㠦㍲G 㩲\䢎㠦G ➆⯎G ⻫ὖ㦮G 㡗㧻㦚G 㦚G 㔲Ṛ㩗G 㡂㥶ṖG 㠜⓪G ἓ㤆⪲㍲G
Ỗ㌂G⡦⓪G㌂⻫ἓ㺆ὖ㦮G㣪ῂ㠦G➆⧒G㩲Ὃ䞮⓪Gἓ㤆UG㧊Gἓ㤆GṲ㧎㔶㣿㩫⽊⯒G㩲
Ὃ㦖GỖ㌂⓪G㰖㼊G㠜㧊G⻫ὖ㠦ỢG㡗㧻㦚G㼃ῂ䞮㡂㟒G䞮ἶSG㌂⻫ἓ㺆ὖ㦖GỖ㌂
㠦ỢG 㔶㼃䞮㡂G Ỗ㌂㦮G 㼃ῂ⪲G 㡗㧻㦚G 㼃ῂ䞮㡂㟒G 䞮ⳆSG Ṳ㧎㔶㣿㩫⽊⯒G 㩲Ὃ
㦖G➢䎆GZ]㔲ṚG㧊⌊㠦G㡗㧻㦚G㰖Gⴑ䞮ⳊG㰖㼊G㠜㧊G㩲Ὃ㦖GṲ㧎㔶㣿
㩫⽊⯒G䘦₆䞮㡂㟒G䞲┺UG
^UG㫆㎎㠦Gὖ䞲G⻫⮶㠦G➆⯎G㰞ⶎ½Ỗ㌂G⡦⓪G㫆㌂⯒G㥚䞮㡂Gὖ䞶Gὖ㍲㦮G㧻㧊G㍲Ⳋ㦒
⪲G㣪ῂ䞮Ệ⋮G㫆㎎㠦Gὖ䞲G⻫⮶㠦G➆⧒G㩲㿲㦮ⶊṖG㧞⓪Gὒ㎎㧦⬢㦮G㩲Ὃ㦚G㣪
ῂ䞾㠦G➆⧒G㩲Ὃ䞮⓪Gἓ㤆G
_UGῃ㩲䡧㟓G❇㠦G➆⧒G㣎ῃ㦮G⁞㦋Ṧ☛₆ῂ㠦G⁞㦋䣢㌂ṖGṖ㰖ἶG㧞⓪GṲ㧎㔶㣿㩫
⽊⯒G㩲Ὃ䞮⓪Gἓ㤆G
`UG╖䐋⪏⪏㦒⪲G㩫䞮⓪G⁞㦋㰞㍲ⶎ⧖䟟㥚㧦GG₆㠛㦮Gὒ㩦㭒㭒SG㾲┺㿲㧦㧦G❇Gὖ
⩾㧎㦮G㔶㣿☚⯒G䕦┾䞶G㑮G㧞⓪G㩫⽊⯒G㩲Ὃ䞮⓪Gἓ㤆G
XWUG⁎G㠦G┺⯎G⻫⮶㠦G➆⧒G㩲Ὃ䞮⓪Gἓ㤆G
ཡG㩲]䟃GṗG䢎㠦G➆⧒GṲ㧎㔶㣿㩫⽊⯒G䌖㧎㠦ỢG㩲Ὃ䞮⩺⓪G㧦G⡦⓪G㩲Ὃ㦖G㧦⓪G╖
䐋⪏⪏㦒⪲G㩫䞮⓪G㠦G➆⧒GṲ㧎㔶㣿㩫⽊㦮G㩲ὋG㌂㔺GG㧊㥶G❇㦚G㌂㩚㠦G䟊╏G
㔶㣿㩫⽊㭒㼊㠦ỢG 㞢⩺㟒G 䞲┺UG ┺ⰢSG ╖䐋⪏⪏㦒⪲G 㩫䞮⓪G Ṗ䞒䞲G ㌂㥶ṖG 㧞⓪G
ἓ㤆㠦⓪G㧎䎆⎍G䢞䗮㧊㰖GỢ㨂G⡦⓪G⁎G㠦G㥶㌂䞲G⻫㦚G䐋䞮㡂G㌂䤚㠦G㞢ⰂỆ
⋮GὋ㔲䞶G㑮G㧞┺UGڗṲ㩫ٻڙډڌڌډڎډڐڌڋڍٻڇډڔڌډڐډڌڌڋڍٻ
རG㩲]䟃㩲Z䢎㠦G➆⧒GṲ㧎㔶㣿㩫⽊⯒G䌖㧎㠦ỢG㩲Ὃ䞮⓪G㔶㣿㩫⽊㩲Ὃ½㧊㣿㧦⪲㍲G╖
䐋⪏⪏㦒⪲G㩫䞮⓪G㧦⓪G㩲Ὃ䞮⓪G㔶㣿㩫⽊㦮G⻪㥚G❇G╖䐋⪏⪏㦒⪲G㩫䞮⓪G㌂䟃㠦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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ལG㩲_䟃㠦G➆⯎G㔏㧎㦚G㞚GṲ㧎㔶㣿㩫⽊⯒G㩲Ὃ㦖G㧦⓪G䟊╏GṲ㧎㔶㣿㩫⽊⯒G⁞㦋
㥚㤦䣢ṖG㩫䞮⓪G㠦G➆⧒G䡚㨂GỆ⧮G㭧㧎G㔶㣿㩫⽊㭒㼊㦮GṲ㧎㔶㣿㩫⽊㢖GⰂ䞮
㡂GὖⰂ䞮㡂㟒G䞲┺UڗٻṲ㩫ڙډڌڌډڎډڐڌڋڍٻG
ཤG㔶㣿㩫⽊䣢㌂❇㧊GṲ㧎㔶㣿㩫⽊⯒G㩲Ὃ䞮⓪Gἓ㤆㠦⓪G⁞㦋㥚㤦䣢ṖG㩫䞮㡂Gἶ㔲䞮
⓪G㠦G➆⧒GṲ㧎㔶㣿㩫⽊⯒G㩲Ὃ⓪G㧦㦮G㔶㤦O葌蚕PὒG㧊㣿G⳿㩗㦚G䢫㧎䞮㡂㟒G
䞲┺UGڗṲ㩫ڙډڌڌډڎډڐڌڋڍٻG
ཥGṲ㧎㔶㣿㩫⽊⯒G㩲Ὃ䞲G㔶㣿㩫⽊㩲Ὃ½㧊㣿㧦⓪G㩲X䟃㠦G➆⧒G⹎ⰂGṲ⼚㩗G☯㦮⯒G
㞮⓪㰖G㡂G❇㠦G╖䞲G┺䒒㧊G㧞⓪Gἓ㤆G㧊⯒G㯳ⳛ䞮㡂㟒G䞲┺UGڗṲ㩫ڙډڌڌډڎډڐڌڋڍٻG
G
G
G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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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G
㩲ڎڎ㫆
㫆ڃṲ㧎㔶㣿㩫⽊㦮ٻ
ٻ㧊㣿ٻڄڄ
Ṳ㧎㔶㣿㩫⽊⓪ٻ䟊╏ٻ㔶㣿㩫⽊㭒㼊Ṗٻ㔶㼃䞲⁞ٻ㦋Ệ⧮ٻ❇ٻ㌗Ệ⧮ὖἚ㦮㍺ٻ㩫ٻٻ㥶
㰖㡂❇ٻ㦚ٻ䕦┾䞮₆ٻ㥚䞲⳿ٻ㩗㦒⪲Ⱒٻ㧊㣿䞮㡂㟒ٻ䞲┺┺ٻڇⰢ┺ٻډ㦢ٻṗٻ䢎㦮ٻ㠊ⓦٻ
䞮⋮㠦ٻ䟊╏䞮⓪ٻἓ㤆㠦⓪⩂⁎ٻ䞮㰖ٻ㞚┞䞮┺ڗٻډṲ㩫ٻڙډڌڌډڎډڐڌڋڍٻ
ٻډڌٻٻٻṲ㧎㧊ٻ㩲ڍڎ㫆㩲ڌ䟃ٻṗٻ䢎㦮ٻ㔳㦒⪲ٻ㧊ٻ㫆ٻṗٻ䢎ٻ㣎㦮ⶎ⽎ٻٻ㠦㍲ٻ㩫䞲ٻ
⳿㩗ٻ㣎㦮⳿ٻ⯎┺ٻ㩗㠦㦮ٻ㧊㣿㠦☯ٻ㦮䞲ٻἓ㤆ٻ
 ٻډڍٻٻٻṲ㧎㧊 ٻ㰗㩧 ٻ㩲Ὃ䞲 ٻṲ㧎㔶㣿㩫⽊ ٻ⁎ڃṲ㧎ὒ㦮 ٻ㌗Ệ⧮㠦㍲ ٻ㌳₊ ٻ㔶㣿㩫⽊⯒ٻ
䙂䞾䞲┺ ٻ⯒ڄ㩲Ὃ㦖⳿ ٻ㩗㦒⪲ ٻ㧊㣿䞮⓪ ٻἓ㤆ڃ㌗䛞ὒ ٻ㍲゚㓺⯒ ٻ㏢Ṳ䞮Ệ⋮ٻ
⁎ٻῂⰺ⯒ٻῢ㥶䞶⳿ٻ㩗㦒⪲ٻ㧊㣿䞮⓪ٻἓ㤆⓪ٻ㩲㣎䞲┺ٻڄ
ٻډڎٻٻٻ㩲ڍڎ㫆㩲ڑ䟃ٻṗٻ䢎㦮ٻἓ㤆ٻ
 ٻ⁎ ٻډڏٻ㠦 ٻ㩲ڌ䢎䎆 ٻ㩲ڎ䢎₢㰖㦮 ٻ′㩫㠦 ٻ㭖䞮⓪ ٻἓ㤆⪲㍲╖ ٻ䐋⪏⪏㦒⪲ ٻ㩫䞮
⓪ٻἓ㤆G
ٻ
⻫ڶ′ٻڸڎڍ
ٻ

㔶㣿㩫⽊㦮ٻ㧊㣿⽊ٻٻ䢎㠦ٻὖ䞲ٻ⮶⻫ٻ㔲䟟⪏ٻٻ
ٻ

⌊㣿
㩲ړڍڍ㫆ڃڃṲ㧎㔶㣿㩫⽊㦮ٻ
ٻ㩲Ὃബ䢲㣿㠦╖ٻٻ䞲☯ٻٻ㦮ڄ
ٻڄ
ཛٻ㌃㩲ٻڙډڌڌډڔډڐڌڋڍڗٻٻ
ཛྷٻ㔶㣿㩫⽊㩲Ὃബ㧊㣿㧦⓪ٻ⻫ٻ㩲ڍڎ㫆㩲ڌ䟃㠦ٻ⧒➆ٻ䟊╏ٻṲ㧎㦒⪲䎆☯ٻ㦮⯒ٻ㦒ٻ
┺ٻⳊ⩺ٻٻٻ㦢ٻṗٻ䢎㦮ٻ㌂䟃㦚ٻⰂ⹎ٻ㞢⩺㟒ٻ䞲┺☯ٻڇⰢ┺ٻډ㦮ٻ㔳㦮ٻ䔏㎇㌗☯ٻ㦮⌊ٻ㣿㦚ٻ
ٻٻٻ㩚ٻ䚲㔲䞮Ệ⋮ٻ㞢Ⰲ₆ٻ㠊⩺㤊ٻἓ㤆㠦⓪ٻ䟊╏ٻ₆ὖ㦮ٻ㧎䎆⎍ٻ䢞䗮㧊㰖ٻ㭒㏢⋮ٻ
ٻٻٻ㌂㠛㧻ٻ㩚䢪⻞䢎☯ٻ❇ٻ㦮⌊ٻ㣿㦚ٻ䢫㧎䞶ٻ㑮ٻ㧞⓪⻫ٻ㦚ٻ㞞⌊䞮ἶ☯ٻ㦮⯒ٻ㦚ٻ
ٻٻٻ㑮ٻ㧞┺ڗٻډṲ㩫ٻڙډڌڌډڔډڐڌڋڍٻ
ٻډڌٻٻٻṲ㧎㔶㣿㩫⽊⯒ٻ㩲Ὃ⓪ٻ㧦ٻ
ٻډڍٻٻٻṲ㧎㔶㣿㩫⽊⯒ٻ㩲Ὃ⓪ٻ㧦㦮ٻ㧊㣿⳿ٻ㩗ٻ
ٻډڎٻٻٻ㩲Ὃ䞮⓪ٻṲ㧎㔶㣿㩫⽊㦮⌊ٻ㣿ٻ
ٻډڏٻٻٻṲ㧎㔶㣿㩫⽊⯒ٻ㩲Ὃ⓪ٻ㧦ڃ㔶㣿㫆䣢䣢㌂ٻٻ㔶㣿㩫⽊㰧㭧₆ὖ㦖ٻ㩲㣎䞲┺ٻڄ
ٻٻٻٻٻٻ㦮ٻ㩫⽊⽊ٻ㥶ٻ₆Ṛٻٻ㧊㣿ٻ₆Ṛٻ
ཝٻ㔶㣿㩫⽊㩲Ὃബ㧊㣿㧦⓪ٻ⻫ٻ㩲ڍڎ㫆㩲ڌ䟃㩲ڏ䢎㠦ٻ⧒➆ٻ㥶ⶊ㍶ٻ䐋㔶㦚ٻ䐋䞮㡂☯ٻ㦮⯒ٻ
㦖ٻἓ㤆㠦⓪ڌٻṲ㤪ٻ㧊⌊㠦ٻ㍲Ⳋٻڇ㩚㧦㤆䘎ٻڇ䦊╖㩚䢪ⶎٻ㧦Ⲫ㔲㰖ٻ⁎ٻڇ㠦⁞ٻ㦋㥚
㤦䣢Ṗٻ㩫䞮㡂ٻἶ㔲䞮⓪⻫ٻ㦒⪲ٻ㩲ڍ䟃ٻṗٻ䢎㦮ٻ㌂䟃㦚ٻἶ㰖䞮㡂㟒ٻ䞲┺ٻٻډ
ڗٻٻٻṲ㩫ٻڙډڌڌډڔډڐڌڋڍٻ
ཞٻ⻫ٻ㩲ڍڎ㫆㩲ڌ䟃㩲ڐ䢎㠦㍲╖ٽٻ䐋⪏⪏㦒⪲ٻ㩫䞮⓪ٻ㔳ٽ㧊⧖ٻ㩫⽊ٻ㩲Ὃ☯ٻ㦮㦮ٻ㞞㩚㎇
ὒٻ㔶⬆㎇㧊ٻ䢫⽊♶ٻ㑮ٻ㧞⓪ٻ㑮┾㦚ٻ䢲㣿䞾㦒⪲㖾ٻ䟊╏ٻ㔶㣿㩫⽊㭒㼊㠦Ợ☯ٻ㦮⌊ٻ㣿
㦚ٻ㞢Ⰲἶ☯ٻ㦮㦮ٻ㦮㌂䚲㔲⯒ٻ䢫㧎䞮㡂☯ٻ㦮⯒ٻ⓪ٻ㔳㦚Ⱖٻ䞲┺ڗٻډṲ㩫ٻڙډڌڌډڔډڐڌڋڍٻ
ཟٻ㩲ڏ䟃㦮ٻ㔳㦒⪲ٻ䟊╏ٻ㔶㣿㩫⽊㭒㼊⪲䎆ٻṲ㧎㔶㣿㩫⽊㦮ٻ㩲Ὃ㠦ٻὖ䞲☯ٻ㦮⯒ٻ
⓪ٻἓ㤆ٻ㔶㣿㩫⽊㩲Ὃബ㧊㣿㧦㢖ٻ㔶㣿㫆䣢䣢㌂ٻ⡦⓪ٻ㔶㣿㩫⽊㰧㭧₆ὖ㦒⪲䎆ٻṲ㧎
㔶㣿㩫⽊⯒ٻ㩲Ὃ㦒⩺⓪ٻ㧦⓪┺ٻ㦢ٻṗٻ䢎㦮ٻ㌂䟃❇ٻ㦚ٻἶ⩺䞮㡂ٻ㩫⽊ٻ㩲Ὃ☯ٻ㦮㦮ٻ
㞞㩚㎇ὒٻ㔶⬆㎇㧊ٻ䢫⽊♶ٻ㑮ٻ㧞⓪ٻ㑮┾㦚ٻ㺚䌳䞮㡂ٻ䢲㣿䞮㡂㟒ٻ䞲┺ٻٻډ
ڗṲ㩫ٻڙډڌڌډڔډڐڌڋڍٻ
⁞ٻډڌ㦋Ệ⧮ٻ❇ٻ㌗Ệ⧮ὖἚ㦮ٻ㥶䡫ബ䔏㎇ബ㥚䠮☚ٻ
ٻډڍ㔶㣿㩫⽊㩲Ὃബ㧊㣿㧦ٻ⡦⓪ٻ㔶㣿㫆䣢䣢㌂ٻ⡦⓪ٻ㔶㣿㩫⽊㰧㭧₆ὖ㦒⪲䎆ٻṲ㧎㔶
㣿㩫⽊⯒ٻ㩲Ὃ㦒⩺⓪ٻ㧦㦮ٻ㠛ⶊٻ⡦⓪ٻ㠛㫛㦮ٻ䔏㎇ٻ
ٻډڎ㩫⽊ٻ㩲Ὃ☯ٻ㦮⯒ٻ㞚㟒ٻ䞮⓪ٻ㔶㣿㩫⽊㭒㼊㦮ٻ㑮ٻٻ
ٻ

Ⅱ-30

⌊㣿ٻ
འٻ⻫ٻ㩲ڍڎ㫆㩲ڍ䟃㠦ٻ⧒➆ٻ㔶㣿㫆䣢䣢㌂ٻ⡦⓪ٻ㔶㣿㩫⽊㰧㭧₆ὖ㦒⪲䎆ٻṲ㧎㔶㣿㩫⽊
⯒ٻ㩲Ὃ㦒⩺⓪ٻ㧦⓪┺ٻ㦢ٻṗٻ䢎㦮ٻ㌂䟃㦚ٻ䟊╏ٻṲ㧎㠦Ợٻ㞢Ⰲἶ☯ٻ㦮⯒ٻ㞚㟒ٻ䞲
┺☯ٻڇⰢ┺ٻډ㦮㔳㦮ٻ䔏㎇㌗☯ٻ㦮⌊ٻ㣿㦚ٻ㩚ٻ䚲㔲䞮Ệ⋮ٻ㞢Ⰲ₆ٻ㠊⩺㤊ٻἓ㤆㠦⓪ٻ
䟊╏ٻ₆ὖ㦮ٻ㧎䎆⎍ٻ䢞䗮㧊㰖ٻ㭒㏢⋮ٻ㌂㠛㧻ٻ㩚䢪⻞䢎☯ٻ❇ٻ㦮⌊ٻ㣿㦚ٻ䢫㧎䞶ٻ㑮ٻ㧞
⓪⻫ٻ㦚ٻ㞞⌊䞮ἶ☯ٻ㦮⯒ٻ㦚ٻ㑮ٻ㧞┺ڗٻډṲ㩫ٻڙډڌڌډڔډڐڌڋڍٻ
ٻډڌṲ㧎㔶㣿㩫⽊⯒ٻ㩲Ὃ䞮⓪ٻ㧦ٻ
ٻډڍṲ㧎㔶㣿㩫⽊⯒ٻ㩲Ὃ⓪ٻ㧦㦮ٻ㧊㣿⳿ٻ㩗ٻ
ٻډڎ㩲Ὃ⓪ٻṲ㧎㔶㣿㩫⽊㦮ٻ䟃⳿ٻ
ٻډڏṲ㧎㔶㣿㩫⽊⯒ٻ㩲Ὃ⓪ٻộ㠦╖ٻ䞲☯ٻ㦮㦮ٻ䣾⩻₆Ṛٻ
ཡٻ⻫ٻ㩲ڍڎ㫆㩲ڎ䟃㠦ٻ⧒➆ٻ㔶㣿㫆䣢䣢㌂ٻ⡦⓪ٻ㔶㣿㩫⽊㰧㭧₆ὖ㦖ٻṲ㧎㔶㣿㩫⽊⯒ٻ㩲Ὃ
㦒⩺⓪ٻ㧦Ṗٻ䟊╏ٻ㔶㣿㩫⽊㭒㼊⪲䎆☯ٻ㦮⯒ٻ㞮⓪㰖⯒ٻ㍲Ⳋٻڇ㩚㧦㩗ٻ₆⪳❇ٻ㦒
⪲ٻ䢫㧎䞮ἶٻڇ䢫㧎䞲ٻ㌂䟃㦮ٻ㰚㥚ٻ㡂⯒ٻ㭒₆㩗㦒⪲ٻ㩦Ỗ䞮㡂㟒ٻ䞲┺ٻٻډ
ڗṲ㩫ٻڙډڌڌډڔډڐڌڋڍٻ
རٻ⻫ٻ㩲ڍڎ㫆㩲ڏ䟃ٻ㩚┾㠦ٻ⧒➆ٻ㔶㣿㩫⽊䣢㌂❇㧊ٻ䞚㑮㩗☯ٻ㦮㌂䟃ὒٻ⁎ٻ㦮ٻ㍶䌳㩗☯ٻ
㦮㌂䟃㦚 ٻῂ䞮⓪ ٻἓ㤆㠦⓪┺ ٻ㦢 ٻṗ ٻ䢎㦮 ٻ㌂䟃❇ ٻ㦚 ٻἶ⩺䞮㡂㟒 ٻ䞲┺ڶ ٻډ㔶㍺ٻ
ڶڶٻڸڌڌډڔډڐڌڋڍ㔲䟟㧒ٻڸڸڍڌډڎډڑڌڋڍٻ
 ٻډڌ㔶㣿㩫⽊㭒㼊Ṗ☯ ٻ⁎ ٻ㦮㌂䟃㠦╖ ٻ䞮㡂☯ ٻ㦮䞮㰖 ٻ㞚┞䞮Ⳋ ٻ⁎ ٻ㔶㣿㩫⽊㭒㼊㢖㦮ٻ
⁞㦋Ệ⧮ٻ❇ٻ㌗Ệ⧮ὖἚ⯒㍺ٻ㩫ബ㥶㰖䞶ٻ㑮ٻ㠜⓪㰖ٻ㡂ٻ
ٻډڍ䟊╏ٻ㔶㣿㩫⽊㭒㼊Ṗ☯ٻ⁎ٻ㦮㌂䟃㠦╖ٻ䞮㡂☯ٻ㦮䞾㦒⪲㖾ٻ㩲Ὃബ䢲㣿♮⓪ٻṲ㧎㔶
㣿㩫⽊Ṗٻ㔶㣿㩫⽊䣢㌂❇ὒ㦮ٻ㌗Ệ⧮ὖἚ㠦ٻ⧒➆ٻ㔶㣿㩫⽊㭒㼊㠦Ợٻ㩲Ὃ♮⓪ٻ㨂
䢪ٻ⡦⓪ٻ㍲゚㓺ڃ㔶㣿㩫⽊㭒㼊Ṗٻ⁎ٻ㔶㣿㩫⽊䣢㌂❇㠦ٻ㔶㼃䞲ٻ㌗Ệ⧮ὖἚ㠦㍲ٻ㩲
Ὃ䞮₆⪲ٻ䞲ٻ㨂䢪ٻ⡦⓪ٻ㍲゚㓺⯒ٻ⁎ٻ㔶㣿㩫⽊䣢㌂❇ὒ☚⼚ٻ㦮ٻἚ㟓ٻ⡦⓪ٻ㟓㩫❇ٻ
㦚 ٻ㼊ἆ䞲 ٻ㩲ڎ㧦Ṗ ٻ㔶㣿㩫⽊㭒㼊㠦Ợ ٻ㩲Ὃ䞮⓪ ٻἓ㤆⯒ ٻ䙂䞾䞲┺ڄ㢖 ٻ㰗㩧㩗㦒⪲ٻ
ὖ⩾♮㠊ٻ㧞⓪㰖ٻ㡂ٻ
ٻډڎ㔶㣿㩫⽊㭒㼊Ṗ☯ٻ⁎ٻ㦮㌂䟃㠦╖ٻ䞮㡂☯ٻ㦮䞮㰖ٻ㞚┞䞮Ⳋٻ⻫ٻ⡦⓪⪏⻫ٻ⯎┺ٻ㠦➆ٻ
⯎ٻ㦮ⶊ⯒ٻ㧊䟟䞶ٻ㑮ٻ㠜⓪㰖ٻ㡂ٻ
ལٻ㔶㣿㩫⽊䣢㌂❇㧊ٻ⻫ٻ㩲ڍڎ㫆㩲ڏ䟃ٻ㩚┾㠦ٻ⧒➆ٻ䞚㑮㩗☯ٻ㦮ٻ㌂䟃ὒٻ⁎ٻ㦮ٻ㍶䌳㩗☯ٻ
㦮㌂䟃㦚ٻῂ䞮㡂☯ٻ㦮⯒ٻ⓪ٻἓ㤆☯ٻ㦮㍲ٻ㟧㔳㦚ٻῂ䞮⓪❇ٻ㦮⻫ٻ㦒⪲ٻ㔶㣿㩫
⽊㭒㼊Ṗٻṗ☯ٻ㦮㌂䟃㦚ٻ㓓Ợٻ㧊䟊䞶ٻ㑮ٻ㧞☚⪳ٻ䞮㡂㟒ٻ䞲┺ڗٻډṲ㩫ٻڙډڌڌډڔډڐڌڋڍٻ
ཤٻ⻫ٻ㩲ڍڎ㫆㩲ڑ䟃㩲ڏ䢎㠦㍲ٻದ㺚ῢ㿪㕂ڃ㿪㕂㺚ῢ㦚ٻ㿪㕂䞮⓪ٻἓ㤆Ⱒٻ䟊╏䞲┺ٻڇڄ㧎Ṗബ
䠞Ṗ㦮⳿ٻ㩗ٻڇ₆㠛㦮ٻ㔶㣿☚ٻ䕦┾ٻڇ㥶Ṗ㯳ῢ㦮ٻ㟧㑮╖ٻ❇ٻ䐋⪏⪏㦒⪲ٻ㩫䞮⓪⳿ٻ㩗ಧ㧊
⧖┺ٻ㦢ٻṗٻ䢎㦮⳿ٻ㩗㦚Ⱖٻ䞲┺ڗٻډṲ㩫ٻڙډڋڌډڌډڒڌڋڍٻڇډڌڌډڔډڐڌڋڍٻڇډڒڌډړډڌڌڋڍٻ
ٻډڌ㺚ῢ㿪㕂㦚ٻ㦮⬆䞲ٻ㺚ῢ㧦Ṗٻ㺚ῢ㿪㕂㦮╖ٻ㌗㧊ٻ⓪♮ٻ㧦㦮ٻṲ㧎㔶㣿㩫⽊⯒ٻ㺚ῢ㿪
㕂䣢㌂㠦ٻ㩲Ὃ䞮Ệ⋮ٻ㺚ῢ㿪㕂䣢㌂⪲䎆ٻ㩲Ὃ₆ٻ㥚䞲⳿ٻ㩗ٻ
ٻډڍ㺚ῢ㧦ٻ⡦⓪ٻ㺚ῢ㿪㕂䣢㌂Ṗ⼖ٻ㩲₆㧒₢㰖ٻ㺚ⶊ⯒⼖ٻ㩲䞮㰖ٻ㞚┞䞲ٻ㧦ٻ⡦⓪ٻ㺚ῢ
㿪㕂㦮╖ٻ㌗㧊ٻ⓪♮ٻ㧦㠦╖ٻ䞲ٻṲ㧎㔶㣿㩫⽊⯒ٻ㔶㣿㫆䣢䣢㌂⪲䎆ٻ㩲Ὃ₆ٻ㥚䞲ٻ
⳿㩗ٻ
ٻډڎ䟟㩫₆ὖ㧊ٻ㧎Ṗബ䠞Ṗٻ㠛ⶊ㠦ٻ㌂㣿䞮₆ٻ㥚䞮㡂ٻ㔶㣿㫆䣢䣢㌂⪲䎆ٻṲ㧎㔶㣿㩫⽊
⯒ٻ㩲Ὃ₆ٻ㥚䞲⳿ٻ㩗ٻ
ٻډڏ䟊╏ٻ₆㠛ὒ㦮⁞ٻ㦋Ệ⧮ٻ❇ٻ㌗Ệ⧮ὖἚ㦮㍺ٻ㩫ٻٻ㥶㰖ٻ㡂❇ٻ㦚ٻ䕦┾䞮₆ٻ㥚䞮㡂ٻ
⁎ٻ₆㠛㦮╖ٻ䚲㧦ٻٻ㩲ڍ㫆㩲ڌ䟃㩲ڎ䢎㦮ٻṗ⳿ٻ㦮ٻ㠊ⓦٻ䞮⋮㠦ٻ䟊╏䞮⓪ٻ㧦㦮ٻṲ㧎
㔶㣿㩫⽊⯒ٻ㔶㣿㩫⽊㰧㭧₆ὖٻٻ㔶㣿㫆䣢䣢㌂⪲䎆ٻ㩲Ὃ₆ٻ㥚䞲⳿ٻ㩗ٻ
ٻډڐ㩲ڌڍ㫆㩲ڍ䟃㠦⁞ٻ⯎➆ٻ㦋₆ὖ㧊ٻ㌗Ệ⧮ὖἚ㦮㍺ٻ㩫ٻٻ㥶㰖ٻ㡂❇ٻ㦚ٻ䕦┾䞮
₆ٻ㥚䞮㡂ٻ⡦⓪ٻ㠊㦢ബ㑮䚲ٻ㏢㰖㧎㧊ٻ㠊㦢ബ㑮䚲㦮ٻ䟟㧎ٻڇ㧎㑮㧎⺆ٻڇ㍲㧎⽊ٻٻ
㯳㧎㦮⼖ٻ㩲ٻ㦮㌂⼖ٻٻ㩲㧦⩻㦚ٻ䢫㧎䞮₆ٻ㥚䞮㡂ٻ㔶㣿㩫⽊㰧㭧₆ὖٻٻ㔶㣿㫆䣢
䣢㌂⪲䎆ٻ㠊㦢ബ㑮䚲㦮ٻ䟟㧎ٻڇ㧎㑮㧎⺆ٻڇ㍲㧎⽊ٻٻ㯳㧎㦮ٻṲ㧎㔶㣿㩫⽊⯒ٻ㩲
Ὃٻ₆ٻ㥚䞲⳿ٻ㩗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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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ٻ
ٻ⻫⹒ٻډڑ㩲ڋڐڏ㫆㠦ٻ⧒➆ٻ㰖ⳛ㺚ῢ㦚ٻ㟧㑮䞲ٻ㔶㣿㩫⽊㩲Ὃബ㧊㣿㧦Ṗ┺ٻ㦢ٻṗ⳿ٻ㦮ٻ
㠊ⓦٻ䞮⋮㠦ٻ䟊╏䞮⓪ٻἓ㤆㠦ٻ⁎ٻ㰖ⳛ㺚ῢ㦮ٻ㺚ⶊ㧦㦮ٻṲ㧎㔶㣿㩫⽊⯒ٻ㔶㣿㫆䣢䣢
㌂ٻ⡦⓪ٻ㔶㣿㩫⽊㰧㭧₆ὖ㠦ٻ㩲Ὃ䞮Ệ⋮ٻ㔶㣿㫆䣢䣢㌂ٻ⡦⓪ٻ㔶㣿㩫⽊㰧㭧₆ὖ㦒⪲
䎆ٻ㩲Ὃ₆ٻ㥚䞲⳿ٻ㩗ٻ
Ṗٻډ㰖ⳛ㺚ῢ㦮ٻ㟧☚㧎㧊ٻ⁎ٻ㰖ⳛ㺚ῢ㦮ٻ㤦㧎㧊ٻ⓪♮ٻ㌗Ệ⧮ὖἚṖ㍺ٻ㩫♶╏ٻ㔲ٻ⻫ٻ
㩲ڍڎ㫆㩲ڌ䟃ٻṗٻ䢎㦮ٻ㠊ⓦٻ䞮⋮㠦ٻ䟊╏䞮⓪ٻ㔳㦒⪲ٻ㺚ⶊ㧦㦮ٻṲ㧎㔶㣿㩫⽊⯒ٻ㩲
Ὃ䞮Ệ⋮ٻ㩲Ὃ⓪ٻộ㠦╖ٻ䞮㡂ٻ䟊╏ٻ㺚ⶊ㧦⪲䎆☯ٻ㦮⯒ٻ㦖ٻἓ㤆ٻ
⋮ٻ⻫ٻډ⡦⓪⪏⻫ٻ⯎┺ٻ㠦ٻ⁎ٻ⧒➆ٻ㰖ⳛ㺚ῢ㦮ٻ㺚ⶊ㧦㦮ٻṲ㧎㔶㣿㩫⽊⯒ٻ㩲Ὃ䞮Ệ⋮ٻ
㩲Ὃ㦚ٻ㑮ٻ㧞⓪ٻἓ㤆ٻ
ཥٻ⻫ٻ㩲ڍڎ㫆㩲ڑ䟃㩲ڔ䢎㠦㍲╖ٽٻ䐋⪏⪏㦒⪲ٻ㩫䞮⓪⁞ٻ㦋㰞㍲ⶎ⧖䟟㥚㧦┺ٻ⧖ٽ㦢ٻṗٻ䢎㦮ٻ
㠊ⓦٻ䞮⋮㠦ٻ䟊╏䞮⓪ٻ㧦⯒Ⱖٻ䞲┺ڗٻډ㔶㍺ٻڙډڌڌډڔډڐڌڋڍٻ
ٻډڌ㩫䞲⳿ٻ㩗㦒⪲ٻ⯎┺ٻ㔶㣿㩫⽊㭒㼊㦮ٻṲ㧎㔳⼚㩫⽊ڃ㩲ڔڍ㫆㠦㍲ٻ㩫䞮⓪ٻ㩫⽊⯒Ⱖٻ
䞲┺ٻډ㧊䞮ٻ㧊ٻ䢎㠦㍲ٻṯ┺ٻ⯒ڄ㧊㣿䞮㡂⁞ٻ㦋Ệ⧮ٻ❇ٻ㌗Ệ⧮⯒ٻ䞮Ệ⋮ٻ⁎ٻ㌗Ệ⧮
⯒ٻ䞮⩺⓪ٻ䌖㧎㠦Ợٻ㧦㔶㦮ٻṲ㧎㔳⼚㩫⽊⯒ٻ㩲Ὃ䞲ٻ㧦ٻ
ٻډڍ㩫䞲⳿ٻ㩗㦒⪲⁞ٻ㦋Ệ⧮ٻ❇ٻ㌗Ệ⧮㢖ٻὖ⩾䞮㡂ٻỆ⧮㌗╖㠦Ợٻ㥚㫆ബ⼖㫆♮Ệ
⋮ٻ䠞㥚㧎ٻ㔶㣿㩫⽊⯒ٻ㩲Ὃ䞲ٻ㧦ٻ
╖ٻډڎ㿲㌂₆⽊ٻڇ䠮㌂₆ٻڇỆ㰩㧊⋮ٻ⁎ٻ㦮ٻ㩫䞲⻫ٻ㦒⪲ٻ㞢㞚⌎ٻ䌖㧎㦮ٻ㔶㣿䃊✲ٻ
㩫⽊⯒ٻ㧊㣿䞲ٻỆ⧮ٻ⡦⓪ٻ㧊㢖ٻ㥶㌂䞲⁞ٻ㦋Ệ⧮ٻ❇ٻ㌗Ệ⧮⯒ٻ䞲ٻ㧦ٻ
ٻډڏỆ㰩㧊⋮ٻ⁎ٻ㦮ٻ㩫䞲⻫ٻ㦒⪲⻫ٻ㤦㦮ٻ䣢㌳㩞㹾Ṳ㔲ἆ㩫ബṚ㧊䣢㌳㩞㹾Ṳ㔲ἆ
㩫ബṲ㧎䣢㌳㩞㹾Ṳ㔲ἆ㩫ബ䕢㌆㍶ἶٻ⡦⓪ٻ㧊㢖ٻ㥶㌂䞲ٻἆ㩫㧊⋮ٻ䕦ἆ㦚ٻ㦖ٻ㧦ٻ
ٻ⁎ٻډڐ㠦⁞ٻ㦋Ệ⧮ٻ❇ٻ㌗Ệ⧮㢖ٻὖ⩾䞮㡂⁞ٻ㦋㰞㍲⯒⧖ⶎٻ䞮Ợٻ䞲ٻ㧦⪲㍲⁞ٻ㦋㥚㤦
䣢Ṗٻ㩫䞮㡂ٻἶ㔲䞮⓪ٻ㧦ٻ
སٻ㔶㣿㩫⽊䣢㌂❇㧊ٻ⻫ٻ㩲ڍڎ㫆㩲ڒ䟃ⶎ⽎ٻ㠦ٻ⧒➆ٻ㔶㣿㩫⽊㭒㼊㠦ỢٻṲ㧎㔶㣿㩫⽊㦮ٻ㩲Ὃٻ
㌂㔺ٻٻ㧊㥶❇ٻ㦚ٻ㌂㩚㠦ٻ㞢Ⰲ⓪ٻἓ㤆㢖ٻṯ㦖ٻ䟃┾ٻ㍲㠦ٻ⧒➆ٻṖ䞒䞲ٻ㌂㥶⪲ٻ㧎䞮
㡂ٻ㌂䤚㠦ٻ㞢ⰂỆ⋮ٻὋ㔲䞮⓪ٻἓ㤆㠦ٻ⁎ٻ㩲Ὃ㦮ٻ㧊㥶ٻ⁎ٻٻ㞢ⰂỆ⋮ٻὋ㔲䞮⓪ٻ㧦⼚⪲ٻ
㞢ⰂỆ⋮ٻὋ㔲䞮⓪ٻ㔲₆⻫ٻٻ㦖⼚ٻ䚲ڍٻ㦮ڍ㢖ٻṯ┺ٻٻډ
ཧ ٻ⻫ ٻ㩲ڍڎ㫆㩲ړ䟃㠦㍲╖ٽ ٻ䐋⪏⪏㦒⪲ ٻ㩫䞮⓪ ٻ㧦 ٻ⧖ٽ㩲ڐ㫆㩲ڌ䟃㩲ڌ䢎䎆 ٻ㩲ڌڍ䢎₢㰖㦮ٻ
′㩫㦮ٻ㠊ⓦٻ䞮⋮㠦ٻ䟊╏䞮⓪ٻ₆ὖ㦚Ⱖٻ䞲┺ڗٻډṲ㩫ٻڙډڌڌډڔډڐڌڋڍٻڇډڒڌډړډڌڌڋڍٻ
ཨٻ⻫ٻ㩲ڍڎ㫆㩲ړ䟃㠦㍲ٽٻ㩲Ὃ䞮⓪ٻ㔶㣿㩫⽊㦮⻪ٻ㥚╖ٻ❇ٻ䐋⪏⪏㦒⪲ٻ㩫䞮⓪ٻ㌂䟃ٽ㧊⧖ٻ㩲
Ὃ䞮⓪ٻṲ㧎㔶㣿㩫⽊㦮⻪ٻ㥚ٻڇ㩲Ὃ⓪ٻ㧦㦮ٻ㔶㣿㩫⽊ٻὖⰂബ⽊䢎ٻ㼊Ἒ⯒Ⱖٻ䞲┺ٻډ
ڗٻٻٻṲ㩫ٻڙډڌڌډڔډڐڌڋڍٻڇډڒڌډړډڌڌڋڍ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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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ڏڍ
ٻ

Ị㍺₆㑶ٻ㰚䦻⻫ٻ
ٻ

⌊㣿
㩲ڐړړ㫆⻢ڃڃ䂯ٻٻٻڄڄ
ཛٻ㩲ړڍ㫆㩲ڌ䟃㦚ٻ㥚䞮㡂ٻỊ㍺㌆㠛₆⽎⻫ٻ㩲ړڍ㫆㠦ٻ⯎➆ٻ䞮㧦╊⽊㺛㧚₆Ṛ㠦ٻ
ٻڇⰂ┺ٻٻٻ䎆⍦ٻڇ㻶☚ٻ⁎ٻڇ㠦╖ٻ䐋⪏⪏㦒⪲ٻ㩫䞮⓪ٻ㔲㍺ⶒ㦮ٻῂ㫆㠦㍲ٻ㭒㣪ٻ㠦ٻ
ٻٻٻ㭧╖䞲ٻ㏦ᾊڃ荼籸ٻ⯒ڄ㧒㦒䅲ٻ㌂⧢㦚┺ٻ䂮Ệ⋮ٻ㭓㦢㠦ٻ㧊⯊Ợٻ䞲ٻ㧦⓪ⶊٻ₆ٻ⡦⓪ٻ
ٻ⎚ڎٻٻٻ㧊㌗㦮ٻ㰫㡃㠦ٻ㻮䞲┺ٻډ
ཛྷٻ㩲ڌ䟃㦮ٻ㬚⯒⻪ٻ䞮㡂ٻ㌂⧢㦚ٻ㥚䠮䞮Ợٻ䞲ٻ㧦⓪ٻ⎚ڋڌٻ㧊䞮㦮ٻ㰫㡃ٻ⡦⓪ڌٻ㠋㤦ٻ㧊䞮㦮ٻ
⁞⻢ٻٻٻ㠦ٻ㻮䞲┺ٻډ
ٻ
㩲ڑړ㫆⻢ڃ䂯ٻڄ
ཛٻ㠛ⶊ㌗ٻὒ㔺⪲ٻ㩲ڐړ㫆㩲ڌ䟃㦮ٻ㬚⯒⻪ٻ䞮㡂ٻ㌂⧢㦚┺ٻ䂮Ệ⋮ٻ㭓㦢㠦ٻ㧊⯊Ợٻ䞲ٻ㧦⓪ٻ
ٻ⎚ڋڌٻٻٻ㧊䞮㦮ٻ㰫㡃㧊⋮⁞ٻἶٻ⡦⓪ڌٻ㠋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ཛྷٻ㠛ⶊ㌗ٻὒ㔺⪲ٻ㩲ڐړ㫆㩲ڍ䟃㦮ٻ㬚⯒⻪ٻ䞲ٻ㧦⓪ٻ⎚ڐٻ㧊䞮㦮ٻ㰫㡃㧊⋮⁞ٻἶٻ⡦⓪ٻ
ڐٻٻ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ٻ
⻫ڶ′ٻڸڐڍ
ٻ

ἶ㞫Ṗ㓺ٻ㞞㩚ὖⰂ⻫ٻ
ٻ

⌊㣿
㩲ړڎ㫆⻢ڃ䂯ٻڄ
ཛڃٻ㌳⨋ٻڄ
ཛྷٻ㠛ⶊ㌗ٻὒ㔺ٻ⡦⓪ٻ㭧╖䞲ٻὒ㔺⪲ٻ㧎䞮㡂ٻἶ㞫Ṗ㓺ٻ㔲㍺㦚ٻ㏦ᾊ䞲ٻ㧦⓪ٻ⎚ڍٻ㧊䞮
㦮⁞ٻἶڃ紶簖ٻڄ⡦⓪ڍ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ཝٻ㩲ڍ䟃㦮ٻ㬚⯒⻪ٻ䞮㡂ٻṖ㓺⯒ٻ㿲㔲䋺Ệ⋮ٻ䙃䞮Ợٻ䞾㦒⪲㖾ٻ㌂⧢㦚ٻ㌗䟊ڃ芠豵ڄ
㠦ٻ㧊⯊Ợٻ䞮Ⳋٻ⎚ڋڌٻ㧊䞮㦮⁞ٻἶٻ⡦⓪ڌٻ㠋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ⰳ㠦ٻ㧊⯊
Ợ ٻ䞮Ⳋ ٻ⎚ڋڌ ٻ㧊䞮㦮⁞ ٻἶ ٻ⡦⓪ڌ ٻ㠋ڐ㻲Ⱒ㤦 ٻ㧊䞮㦮⁞⻢ ٻ㠦 ٻ㻮䞲┺ڗ ٻډṲ㩫ٻ
ٻڙډڌڍډڐډڔڋڋڍ
ཞٻ㩲ڌ䟃㦮⹎ٻ㑮⻪㦖ٻ㻮⻢䞲┺ڗٻډ㩚ⶎṲ㩫ٻڙډڌڍډڍڌډڒڋڋڍ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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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ڑڍ
ٻ

ᾦ䐋㌂ἶ㻮Ⰲ䔏⪖⻫ٻ
ٻ

⌊㣿
㩲ڎڎ㫆ڃڃ㻮⻢㦮ٻ
ٻ䔏⪖ٻڄڄ
ཛٻ㹾㦮ٻ㤊㩚㧦Ṗٻᾦ䐋㌂ἶ⪲ٻ㧎䞮㡂ٻ䡫⻫ٻ㩲ړڑڍ㫆㦮ٻ㬚⯒⻪ٻ䞲ٻἓ㤆㠦⓪ٻٻ⎚ڐٻ
ٻ㧊䞮㦮⁞ٻἶٻ⡦⓪ڍ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ཛྷٻ㹾㦮ٻᾦ䐋㦒⪲ٻ㩲ڌ䟃㦮ٻ㬚ٻ㭧 ٻ㠛ⶊ㌗ὒ㔺䂮㌗㬚ڃ蔋肏芟籉葐講芠褧ٻڄ⡦⓪ ٻ㭧ὒ㔺
䂮㌗㬚ڃ襩籉葐講芠褧ڄ㢖⪲☚ٻᾦ䐋⻫ٻ㩲ڌڐڌ㫆㦮ٻ㬚⯒⻪ٻ䞲ٻ㤊㩚㧦㠦╖ٻ䞮㡂⓪ٻ
䞒䟊㧦㦮ⳛٻ㔲㩗㧎ٻ㦮㌂㠦ٻ䞮㡂ٻὋ㏢ڃ簰荪ٻ⯒ڄ㩲₆䞶ٻ㑮ٻ㠜┺ٻڇⰢ┺ٻډ㹾㦮ٻ㤊㩚
㧦Ṗٻ㩲ڌ䟃㦮ٻ㬚ٻ㭧ٻ㠛ⶊ㌗ὒ㔺䂮㌗㬚ٻ⡦⓪ٻ㭧ὒ㔺䂮㌗㬚⯒⻪ٻ䞮ἶ☚ٻ䞒䟊㧦⯒ٻῂ
䢎ڃ粮贇ڄ䞮⓪⪲☚ٻ❇ٻᾦ䐋⻫ٻ㩲ڏڐ㫆㩲ڌ䟃㠦ٻ⯎➆ٻ㫆䂮⯒ٻ䞮㰖ٻ㞚┞䞮ἶ☚ٻ㭒
䞮Ệ⋮ ٻ䞒䟊㧦⯒ٻ㌂ἶٻ㧻㏢⪲䎆 ٻ㢄Ỿٻ㥶₆ڃ蛿絢ڄ䞮ἶ☚ ٻ㭒䞲ٻἓ㤆ٻڇṯ㦖ٻ㬚⯒ٻ
⻪䞮ἶ⪲☚ٻᾦ䐋⻫ ٻ㩲ڏڏ㫆㩲ڍ䟃㦚ٻ㥚䞮㡂ٻ㦢㭒䁷㩫ٻ㣪ῂ㠦⯊➆ٻ㰖ٻ㞚┞䞲ٻ
ἓ㤆ڃ㤊㩚㧦Ṗٻ㺚䡞ٻ䁷㩫㦚ٻ㣪㼃䞮Ệ⋮☯ٻ㦮䞲ٻἓ㤆⓪ٻ㩲㣎䞲┺ڄ㢖┺ٻ㦢ٻṗٻ䢎㦮ٻ
㠊ⓦٻ䞮⋮㠦ٻ䟊╏䞮⓪ٻ䟟㥚⪲ٻ㧎䞮㡂ٻṯ㦖ٻ㬚⯒⻪ٻ䞲ٻἓ㤆㠦⓪⩂⁎ٻ䞮㰖ٻ㞚┞䞮
┺ڗٻډṲ㩫ٻڙډڍډڍڌډڑڌڋڍڇډڒڍډڌډڑڌڋڍٻ
⪲☚ٻډڌᾦ䐋⻫ٻ㩲ڐ㫆㠦ٻ⯎➆ٻ㔶䢎₆Ṗٻ䚲㔲䞮⓪ٻ㔶䢎ٻ⡦⓪ٻᾦ䐋㩫Ⰲ⯒ٻ䞮⓪ٻ
ἓ㺆Ὃⶊ㤦❇㦮ٻ㔶䢎⯒ٻ㥚䞮Ệ⋮ٻ䐋䟟⁞㰖ٻ⡦⓪ٻ㧒㔲㩫㰖⯒⌊ٻ㣿㦒⪲ٻ䞮⓪ٻ
㞞㩚䚲㰖Ṗٻ䚲㔲䞮⓪ٻ㰖㔲⯒ٻ㥚䞮㡂ٻ㤊㩚䞲ٻἓ㤆ٻ
⪲☚ٻډڍᾦ䐋⻫ٻ㩲ڎڌ㫆㩲ڎ䟃㦚ٻ㥚䞮㡂ٻ㭧㞯㍶㦚ٻ䂾⻪䞮Ệ⋮ٻṯ㦖ٻ⻫ٻ㩲ڍڑ㫆
⯒ٻ㥚䞮㡂ٻ䣷┾ٻڇ㥶䎊ٻ⡦⓪ٻ䤚㰚䞲ٻἓ㤆ٻ
⪲☚ ٻډڎᾦ䐋⻫ ٻ㩲ڒڌ㫆㩲ڌ䟃 ٻ⡦⓪ٻ㩲ڍ䟃㠦 ٻ⯎➆ٻ㩲䞲㏣☚⯒ٻ㔲㏣ڋڍ ٻ䌂⪲⹎䎆ٻ
㽞ὒ䞮㡂ٻ㤊㩚䞲ٻἓ㤆ٻ
⪲☚ٻډڏᾦ䐋⻫ٻ㩲ڌڍ㫆㩲ڌ䟃ٻڇ㩲ڍڍ㫆ٻڇ㩲ڎڍ㫆㠦ٻ⯎➆ٻ㞴㰖⯊₆㦮⻫ٻബ⁞㰖
㔲₆ബ⁞㰖㧻㏢ ٻ⡦⓪⋒ ٻ㠊✺₆㦮⁞ ٻ㰖⯒ ٻ㥚䞮Ệ⋮ ٻṯ㦖 ٻ⻫ ٻ㩲ڋڑ㫆㩲ڍ䟃㠦ٻ
➆⯎ٻἶ㏣☚⪲㠦㍲㦮ٻ㞴㰖⯊₆⻫ٻ㦚ٻ㥚䞮㡂ٻ㤊㩚䞲ٻἓ㤆ٻ
⪲☚ٻډڐᾦ䐋⻫ٻ㩲ڏڍ㫆㠦ٻ⯎➆ٻ㻶₎Ị⍦⳿ٻ䐋ὒ⻫㦚ٻ㥚䞮㡂ٻ㤊㩚䞲ٻἓ㤆ٻ
⪲☚ٻډڑᾦ䐋⻫ٻ㩲ڒڍ㫆㩲ڌ䟃㠦ٻ⯎➆ٻ䣷┾⽊☚㠦㍲㦮⽊ٻ䟟㧦⽊ٻ䢎㦮ⶊ⯒ٻ㥚
䞮㡂ٻ㤊㩚䞲ٻἓ㤆ٻ
⪲☚ٻډڒᾦ䐋⻫ٻ㩲ڎڏ㫆ٻڇỊ㍺₆ἚὖⰂ⻫ٻ㩲ڑڍ㫆ٻ⡦⓪⪲☚ٻᾦ䐋⻫ٻ㩲
ڑڔ㫆⯒ ٻ㥚䞮㡂 ٻ㤊㩚Ⳋ䠞 ٻ⡦⓪ ٻỊ㍺₆Ἒ㫆㫛㌂Ⳋ䠞⯒ ٻ㰖 ٻ㞚┞䞮Ệ⋮ ٻῃ
㩲㤊㩚Ⳋ䠞㯳㦚 ٻ㏢㰖䞮㰖 ٻ㞚┞䞮ἶٻ㤊㩚䞲ٻἓ㤆ٻډ㧊ٻἓ㤆ٻ㤊㩚Ⳋ䠞 ٻ⡦⓪Ị
㍺₆Ἒ㫆㫛㌂Ⳋ䠞㦮ٻ䣾⩻㧊ٻ㩫㰖ٻ㭧㧊Ệ⋮ٻ㤊㩚㦮⁞ٻ㰖ٻ㭧㧎➢ٻ㠦⓪ٻ㤊㩚Ⳋ
䠞ٻ⡦⓪ٻỊ㍺₆Ἒ㫆㫛㌂Ⳋ䠞⯒ٻ㰖ٻ㞚┞䞮Ệ⋮ٻῃ㩲㤊㩚Ⳋ䠞㯳㦚ٻ㏢㰖䞮ٻ
㰖ٻ㞚┞䞲ٻộ㦒⪲ٻډ┺⽎ٻ
⪲☚ ٻډړᾦ䐋⻫ ٻ㩲ڏڏ㫆㩲ڌ䟃㦚ٻ㥚䞮㡂ٻ㑶㠦ٻ䀾䞲ٻ㌗䌲㠦㍲ٻ㤊㩚㦚 ٻ䞮Ệ⋮ٻ
ṯ㦖ٻ⻫ٻ㩲ڐڏ㫆⯒ٻ㥚䞮㡂ٻ㟓ⶒ㦮ٻ㡗䟻㦒⪲ٻ㩫㌗㩗㦒⪲ٻ㤊㩚䞮㰖ⴑٻ䞶ٻ㤆⩺
Ṗٻ㧞⓪ٻ㌗䌲㠦㍲ٻ㤊㩚䞲ٻἓ㤆ٻ
⪲☚ٻډڔᾦ䐋⻫ٻ㩲ڎڌ㫆㩲ڌ䟃㦚ٻ㥚䞮㡂ڃ☚⽊ٻ膍纊ڄṖ㍺ٻ䂮♲⪲☚ٻ㦮ٻ⯒☚⽊ٻ䂾⻪
䞮Ệ⋮ٻṯ㦖ٻ⻫ٻ㩲ڎڌ㫆㩲ڍ䟃㠦ٻ☚⽊ٻ⯎➆ٻ䣷┾⻫㦚ٻ㥚䞮㡂ٻ㤊㩚䞲ٻἓ㤆ٻ
⪲☚ډڋڌᾦ䐋⻫ٻ㩲ڔڎ㫆㩲ڎ䟃㠦ٻ⯎➆ٻ㔏ṳ㦮ٻ㿪⧓ٻ㰖㦮ⶊ⯒ٻ㥚䞮㡂ٻ㤊㩚䞲ٻ
ἓ㤆ٻ
⪲☚ډڌڌٻٻٻᾦ䐋⻫ٻ㩲ڍڌ㫆㩲ڎ䟃㠦ٻ⯎➆ٻ㠊Ⰶ㧊⽊ٻ䢎ῂ㡃㠦㍲ٻṯ㦖ٻ㫆ٻ㩲ڌ䟃㠦ٻ➆ٻ
ٻ⯎ٻٻٻٻٻٻٻ㫆䂮⯒ٻ㭖㑮䞮ἶٻ㠊Ⰶ㧊㦮ٻ㞞㩚㠦ٻ㥶㦮䞮Ⳋ㍲ٻ㤊㩚䞮㡂㟒ٻ䞶ٻ㦮ⶊ⯒ٻ㥚ٻ
ٻٻٻٻٻٻٻ䞮㡂ٻ㠊Ⰶ㧊㦮ٻ㔶㼊⯒ٻ㌗䟊ڃ芠豵ڄ㠦ٻ㧊⯊Ợٻ䞲ٻἓ㤆ٻ
⪲☚ٻډڍڌᾦ䐋⻫ٻ㩲ڔڎ㫆㩲ڏ䟃㦚ٻ㥚䞮㡂ٻ㧦☯㹾㦮ٻ䢪ⶒ㧊⟾ٻ㠊㰖㰖ٻ㞚┞䞮☚
⪳ٻ䞚㣪䞲ٻ㫆䂮⯒ٻ䞮㰖ٻ㞚┞䞮ἶٻ㤊㩚䞲ٻἓ㤆ڶ㩚ⶎṲ㩫ٻڸډڍڌډڏډڌڌڋڍ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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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ڒڍ
ٻ

☚㔲Ṗ㓺㌂㠛⻫ٻ
ٻ

⌊㣿
㩲ړڏڏ㫆⻢ڃڃ䂯ٻڄڄ
ཛG¥GརGO㌳⨋PGG
ལٻ㩲ڐ䟃䎆ٻ㩲ړ䟃₢㰖㦮ٻ㬚⯒⻪ٻ䞮㡂ٻṖ㓺⯒ٻ㿲㔲䋺Ệ⋮ٻ䙃䞮Ợٻ䞾㦒⪲㖾ٻ㌂⧢㦚ٻ
ٻٻٻ㌗䟊㠦ٻ㧊⯊Ợٻ䞲ٻἓ㤆㠦⓪ٻ⎚ڋڌٻ㧊䞮㦮⁞ٻἶٻ⡦⓪ڌٻ㠋㤦ٻ㧊䞮㦮⁞⻢ٻ㠦ٻڇ㌂ⰳ㠦ٻ
ٻٻٻ㧊⯊Ợٻ䞲ٻἓ㤆㠦⓪ٻ⎚ڌٻ㧊㌗ٻ⎚ڋڌٻ㧊䞮㦮⁞ٻἶٻ⡦⓪ڌٻ㠋ڐ㻲Ⱒ㤦ٻ㧊䞮㦮⁞⻢ٻ㠦ٻ
ٻٻٻ㻮䞲┺ڗٻٻډṲ㩫ٻڙډڋڎډڍڌډڏڌڋڍٻ
¬G¥G¯GO㌳⨋Pٻ
ٻ
⻫ڶ′ٻڸړڍ
ٻ

㌆㠛㞞㩚⽊Ị⻫ٻ
ٻ

⌊㣿
㩲ڑڑ㫆㦮⻢ڃڍ䂯ڄG
㩲YZ㫆㩲X䟃䎆G㩲Z䟃₢㰖G⡦⓪G㩲Y[㫆㩲X䟃㦚G㥚䞮㡂G⁒⪲㧦⯒G㌂ⰳ㠦G㧊⯊ỢG䞲G
㧦⓪G^⎚G㧊䞮㦮G㰫㡃G⡦⓪GX㠋㤦G㧊䞮㦮G⻢⁞㠦G㻮䞲┺UG
ڶ㩚ⶎṲ㩫ٻڸډڑډڍډڔڋڋڍٻ
ٻ
⻫ڶ′ٻڸڔڍ
ٻ

㔲㍺ⶒ㦮ٻ㞞㩚ٻٻ㥶㰖ὖⰂ㠦ٻὖ䞲ٻ䔏⼚⻫ٻ
ٻ

⌊㣿
㩲ڏڑ㫆⻢ڃ䂯ٻٻڄ
ᐭٻ㠛ⶊ㌗ٻὒ㔺⪲ٻ㩲ڎڑ㫆㩲ڌ䟃ٻṗٻ䢎㦮ٻ㬚⯒⻪ٻ䞲ٻ㧦⓪ٻ⎚ڐٻ㧊䞮㦮ٻ㰫㡃㧊⋮⁞ٻἶٻ
⡦⓪ڐ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ٻٻٻډ
ཛྷٻ㠛ⶊ㌗ٻὒ㔺⪲ٻ㩲ڎڑ㫆㩲ڍ䟃㦮ٻ㬚⯒⻪ٻ䞲ٻ㧦⓪ٻ⎚ڋڌ ٻ㧊䞮㦮ٻ㰫㡃㧊⋮⁞ٻἶٻ⡦⓪ٻ
ڌ㠋㤦ٻ㧊䞮㦮⁞⻢ٻ㠦ٻ㻮䞲┺ڗٻډṲ㩫ٻڙډڒڍډڌډڑڌڋڍ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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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ٻڸڋڎ
ٻ

㏷㥶ὖٻ㞞㩚ὖⰂ⻫ٻ
ٻ

⌊㣿
㩲ڎڌڌ㫆⻢ڃڃ䂯ٻڄڄ
ཛ┺ٻ㦢ٻṗٻ䢎㦮ٻ㠊ⓦٻ䞮⋮㠦ٻ䟊╏䞮⓪ٻ㧦⓪ٻ⎚ڎٻ㧊㌗ٻ⎚ڋڌٻ㧊䞮㦮ٻ㰫㡃ٻ⡦⓪ڌٻ㠋ڐ㻲Ⱒ㤦ٻ
ٻٻٻ㧊䞮㦮⁞⻢ٻ㠦ٻ㻮䞮Ệ⋮ٻ㧊⯒⼧ٻὒڃ腸籄ڄ䞶ٻ㑮ٻ㧞┺ٻډ
ٻډڌٻٻٻ㏷㥶ὖ㦚ٻ㏦ᾊٻ⡦⓪ٻ㩲Ệ䞮Ệ⋮ٻ㏷㥶ὖ㦮ٻ₆⓻㠦ٻ㧻㞶⯒ٻ㧒㦒䅲ٻ㍳㥶㦮ٻ㤦䢲䞲ٻ
ٻٻٻٻٻٻ㑮㏷㦚ٻ䟊䞲ٻ㧦ٻ
ٻډڍٻٻٻ㏷㥶ὖ㠦ٻ㍳㥶⯒ٻ㩞䀾䞮₆ٻ㥚䞲ٻ㔲㍺㦚㍺ٻ䂮䞲ٻ㧦ٻ
ཛྷٻ㠛ⶊ㌗ٻὒ㔺ٻ⡦⓪ٻ㭧╖䞲ٻὒ㔺⪲ٻ㧎䞮㡂ٻ㩲ڌ䟃㩲ڌ䢎㦮ٻ㬚⯒⻪ٻ䞲ٻ㧦⓪ٻ⎚ڐٻ㧊䞮㦮ٻ
⁞ٻٻٻἶٻ⡦⓪ڍ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ཝٻ㏷㥶ὖ㍺䂮㧦❇㦮ٻ㔏⋯ٻ㠜㧊ٻ㏷㥶ὖ㦚ٻ㫆㧧䞾㦒⪲㖾ٻ㍳㥶㦮ٻ㤦䢲䞲ٻ㑮㏷㦚ٻ䟊䞲ٻ
ٻٻٻ㧦⓪ٻ⎚ڎٻ㧊㌗ٻ⎚ڋڌٻ㧊䞮㦮ٻ㰫㡃ٻ⡦⓪ڌٻ㠋ڐ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䞮Ệ⋮ٻ㧊⯒ٻ
⼧ٻٻٻὒ䞶ٻ㑮ٻ㧞┺ٻډ
ཞٻ㩲ڌ䟃ٻ⡦⓪ٻ㩲ڎ䟃㦚ٻ㥚䞮㡂ٻ䌖㧎㦚ٻ㭓Ệ⋮┺ٻ䂮Ợٻ䞲ٻ㧦⓪ٻ⎚ڐٻ㧊㌗㦮ٻ㥶₆㰫㡃㠦ٻ
ٻٻٻ㻮䞲┺ٻٻډ
ཟٻ㩲ڍ䟃㦮ٻ㬚⯒⻪ٻ䞮㡂ٻ䌖㧎㦚ٻ㭓Ệ⋮┺ٻ䂮Ợٻ䞲➢ٻ㠦⓪ٻ⎚ڋڌٻ㧊䞮㦮⁞ٻἶٻ⡦⓪ڌٻ㠋㤦ٻ
ٻٻٻ㧊䞮㦮⁞⻢ٻ㠦ٻ㻮䞲┺ٻډ
འٻ㩲ڌ䟃ٻٻ㩲ڎ䟃㠦⹎ٻ⯎➆ٻ㑮⻪㦖ٻ㻮⻢䞲┺ٻډ
ڶ㩚ⶎṲ㩫ٻڸډړڍډڎډړڋڋڍٻ
ٻ
ٻ
⻫ڶ′ٻڸڌڎ
ٻ

㞷䢪㍳㥶Ṗ㓺㦮ٻ㞞㩚ὖⰂٻٻ㌂㠛⻫ٻ
ٻ

⌊㣿
㩲ڐڑڑ㫆⻢ڃڃ䂯ٻڄڄ
ཛٻ㞷䢪㍳㥶Ṗ㓺ٻ㰧┾Ὃ ㌂㠛㧦㦮ٻṖ㓺㔲㍺㦚ٻ㏦ᾊڃ荼籸ڄ䞮Ệ⋮ٻ⁎ٻ₆⓻㠦ٻ㧻㞶⯒ٻ
ٻٻٻṖ㪎㡺Ợٻ䞮㡂ٻ㞷䢪㍳㥶Ṗ㓺㦮ٻὋ 㦚ٻ䟊䞲ٻ㧦⓪ٻ⎚ڌٻ㧊㌗ٻ⎚ڋڌٻ㧊䞮㦮ٻ㰫㡃ٻ
ٻٻٻ⡦⓪ڌٻ㠋ڐ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ཛྷٻ㩲ڋڏ㫆㩲ڐ䟃㦚ٻ㥚䞮㡂ٻṖ㓺㣿䛞㦚ٻṲ㫆䞮㡂ٻ䕦ⰺ䞮Ệ⋮ٻ䕦ⰺ䞶⳿ٻ㩗㦒⪲ٻṲ㫆䞲ٻ
ٻٻٻ㧦⓪ٻ⎚ڎٻ㧊䞮㦮ٻ㰫㡃ٻ⡦⓪ڎ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ཝٻ㠛ⶊ㌗ٻὒ㔺㧊⋮ٻ㭧╖䞲ٻὒ㔺⪲ٻ㩲ڌ䟃㦮ٻ㬚⯒⻪ٻ䞲ٻ㧦⓪ٻ⎚ڒٻ㧊䞮㦮⁞ٻἶٻ⡦⓪ٻ
ڍٻٻ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ཞٻ㩲ڎ䟃㦮ٻ㬚⯒⻪ٻ䞮㡂ٻṖ㓺⯒ٻ㿲㔲䋺Ệ⋮ٻ䙃䞮Ợٻ䞾㦒⪲㖾ٻ㌂⧢㦚ٻ㌗䟊ڃ芠豵ڄ䞲ٻ
ٻٻٻἓ㤆㠦⓪ٻ⎚ڋڌٻ㧊䞮㦮⁞ٻἶٻ⡦⓪ڌٻ㠋㤦ٻ㧊䞮㦮⁞⻢ٻ㠦ٻڇ㌂ⰳ㠦ٻ㧊⯊Ợٻ䞲ٻἓ㤆ٻ
ٻٻٻ㠦⓪ٻ⎚ڌٻ㧊㌗ٻ⎚ڋڌٻ㧊䞮㦮⁞ٻἶٻ⡦⓪ڌٻ㠋ڐ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ཟٻۙٻརڃٻ㌳⨋ٻڄ
ٻ
ٻ
ٻ
ٻ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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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ڍڎ
ٻ

㥚䠮ⶒ㞞㩚ὖⰂ⻫ٻ
ٻ

⌊㣿
㩲ڏڎڎ㫆⻢ڃڃ䂯ٻڄڄ
ཛٻ㠛ⶊ㌗ٻὒ㔺⪲ٻ㩲㫆㏢❇㠦㍲ٻ㥚䠮ⶒ㦚ٻ㥶㿲ബ㿲ٻ⡦⓪ٻ䢫㌆㔲䅲ٻ㌂⧢㦮ٻ㌳ⳛബٻ
ٻٻٻ㔶㼊ٻ⡦⓪ٻ㨂㌆㠦╖ٻ䞮㡂ٻ㥚䠮㦚ٻ㌳㔲䋾ٻ㧦⓪ٻ⎚ڒٻ㧊䞮㦮⁞ٻἶٻ⡦⓪ڒٻ㻲Ⱒ㤦ٻ
ٻٻٻ㧊䞮㦮⁞⻢ٻ㠦ٻ㻮䞲┺ڗډṲ㩫ٻڙډڒڍډڌډڑڌڋڍٻ
ཛྷٻ㩲ڌ䟃㦮ٻ㬚⯒⻪ٻ䞮㡂ٻ㌂⧢㦚ٻ㌂㌗ڃ艠芠ڄ㠦ٻ㧊⯊Ợٻ䞲ٻ㧦⓪ٻ⎚ڋڌٻ㧊䞮㦮ٻ㰫㡃ٻ⡦⓪ٻ
⁞ٻٻٻἶ⋮ڌٻ㠋㤦ٻ㧊䞮㦮⁞⻢ٻ㠦ٻ㻮䞲┺ڗډṲ㩫ٻڙډڒڍډڌډڑڌڋڍٻ
ٻ

⻫ڶ′ٻڸڎڎ
ٻ

㧻₆❇ٻ㧊㔳㠦ٻὖ䞲ٻ⮶⻫ٻ
ٻ

⌊㣿
㩲ڐڍ㫆ڃ㧻₆㧊㔳㦮⬢₆ὖٻٻڄ
ཛٻ㧻₆❇㦮ٻ㧊㔳㦚ٻ㥚䞮㡂ٻ㧻₆❇㦚ٻ㩗㿲䞮Ệ⋮ٻ㧊㔳䞮⩺⓪ٻ㦮⬢₆ὖ㦖⽊ٻỊ⽋㰖
㧻ὖ㦒⪲䎆ٻ㧻₆㧊㔳㦮⬢₆ὖڃ㧊䞮ٽٻ㧊㔳㦮⬢₆ὖٽ㧊⧒ٻ䞲┺ڄ㦒⪲ٻ㰖㩫㞚
㟒ٻ䞲┺ٻډ
ཛྷ ٻ㧊㔳㦮⬢₆ὖ㦒⪲ ٻ㰖㩫㦒⩺⓪ ٻ㦮⬢₆ὖ㦖╖ ٻ䐋⪏⪏㦒⪲ ٻ㩫䞮⓪ ٻ㔲㍺ബ㧻゚ബ
㧎⩻❇ٻ㦚ٻṬ㿪㠊㟒ٻ䞲┺ٻډ
ཝٻ㧊㔳㦮⬢₆ὖ㧊ٻ㞚┞Ⳋٻ㧻₆❇㦮ٻ㧊㔳㦚ٻ㥚䞮㡂ٻ㧻₆❇㦚ٻ㩗㿲䞮Ệ⋮ٻ㧊㔳䞶ٻ㑮ٻ
㠜┺ٻڇⰢ┺ٻډ㧊㔳ٻ㦮⬢₆ὖ㧊ٻ㞚┢ٻ㦮⬢₆ὖ㠦㍲☚⽊ٻỊ⽋㰖⪏㦒⪲ٻ㩫䞮⓪ٻ㔲
㍺ബ㧎⩻ബ㧻゚❇ٻ㦚ٻṬ㿮ٻἓ㤆㠦⓪ٻ㧻₆❇ٻ㦚ٻ㩗㿲䞶ٻ㑮ٻ㧞┺ٻډ
ٻ
㩲ڒڏ㫆⻢ڃ䂯ٻٻڄ
ཛٻ㩲ړڌ㫆㩲ڌ䟃㠦ٻ⯎➆ٻ㩚ⶎ㦮㌂ٻ⡦⓪ٻ㰚⬢╊╏㦮㌂Ṗٻ㠛ⶊ㌗ٻὒ㔺⪲␢ٻ㌂㫆㌂㍲⯒ٻ㌂
㔺ὒ⯊┺ٻỢٻ㧧㎇䞮㡂␢ٻ㌂㧦Ṗٻ㞚┢ٻ㌂⧢㠦Ợ␢ٻ㌂䕦㩫㦚ٻ䞮Ợٻ䞲ٻἓ㤆㠦⓪ٻ⎚ڐٻ
㧊䞮㦮⁞ٻἶٻ⡦⓪ڍ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ڗډṲ㩫ٻڙډڏڍډڋڌډڒڌڋڍٻ
ཛྷٻ㩲ڌ䟃㦮ٻ㬚⯒⻪ٻ䞮㡂ٻ㌂⧢㦚ٻ㌗䟊㠦ٻ㧊⯊Ợٻ䞲ٻἓ㤆㠦⓪ٻ⎚ڒٻ㧊䞮㦮⁞ٻἶٻ⡦⓪ڎٻ
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ڗډṲ㩫ٻڙډڏڍډڋڌډڒڌڋڍٻ
ཝٻ㩲ڌ䟃㦮ٻ㬚⯒⻪ٻ䞮㡂ٻ㌂⧢㦚ٻ㌂ⰳ㠦ٻ㧊⯊Ợٻ䞲ٻἓ㤆㠦⓪ٻ⎚ڋڌٻ㧊䞮㦮⁞ٻἶٻ⡦⓪ٻ
ڐ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ڗډṲ㩫ٻڙډڏڍډڋڌډڒڌڋڍ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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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ڏڎ
ٻ

㩖㑮㰖ബ╦㦮ٻ㞞㩚ὖⰂٻٻ㨂䟊㡞㠦ٻὖ䞲ٻ⮶⻫ٻ
ٻ

⌊㣿
㩲ڋڎڎ㫆⻢ڃڃ䂯ٻڄڄ
ཛٻ㩲ڎ㫆㠦ٻ⯎➆ٻ㩖㑮㰖ബ╦㦮⽊ٻ㑮ബ⽊ṫٻ❇ٻ䞚㣪䞲ٻ㫆䂮⯒ٻ䞮㰖ٻ㞚┞䞮Ệ⋮ٻ㎇㔺ٻ
ٻٻٻ䞮Ợٻ㫆䂮⯒ٻ䞮㰖ٻ㞚┞䞾㦒⪲㖾ٻ㩖㑮㰖ബ╦㠦ٻ㭧╖䞲ٻ㏦ᾊ⯒ٻ㟒₆䞮㡂ٻὋὋ㦮ٻ
ٻٻٻ㞞㩚㠦ٻ㥚䠮㦚ٻ㌳䞮Ợٻ䞲ٻ㧦⓪ٻ⎚ڋڌٻ㧊䞮㦮ٻ㰫㡃㠦ٻ㻮䞲┺ٻډ
ཛྷٻ㩲ڌ䟃㦮ٻ㬚⯒⻪ٻ䞮㡂ٻ㌂⧢㦚ٻ㌗䟊㠦ٻ㧊⯊Ợٻ䞲ٻ㧦⓪ٻ⎚ڌٻ㧊㌗㦮ٻ㰫㡃㠦ٻ㻮䞮ἶٻڇ
ٻٻٻ㌂ⰳ㠦ٻ㧊⯊Ợٻ䞲ٻ㧦⓪ⶊٻ₆ٻ⡦⓪ٻ⎚ڎٻ㧊㌗㦮ٻ㰫㡃㠦ٻ㻮䞲┺ٻډ
ཝٻ㠛ⶊ㌗ٻὒ㔺ٻ⡦⓪ٻ㭧╖䞲ٻὒ㔺⪲ٻ㩲ڌ䟃㦮ٻ㬚⯒⻪ٻ䞲ٻ㧦⓪ٻ⎚ڐٻ㧊䞮㦮ٻ㰫㡃ٻ⡦⓪ٻ
ڐٻٻ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ཞٻ㠛ⶊ㌗ٻὒ㔺ٻ⡦⓪ٻ㭧╖䞲ٻὒ㔺⪲ٻ㩲ڌ䟃㦮ٻ㬚⯒⻪ٻ䞮㡂ٻ㌂⧢㦚ٻ㌂㌗ڃ艠芠ڄ㠦ٻ㧊⯊Ợٻ
ٻٻٻ䞲ٻ㧦⓪ٻ⎚ڋڌٻ㧊䞮㦮ٻ㰫㡃ٻ⡦⓪ڌٻ㠋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ٻ
⻫ڶ′ٻڸڐڎ
ٻ

㩚₆Ὃ㌂㠛⻫ٻ
ٻ

⌊㣿
㩲ڌڏڏ㫆⻢ڃڃ䂯ٻڄڄ
ཛٻ㠛ⶊ㌗ٻὒ㔺ڃ籉葐ٻ⪲ڄ㩲ڋڏ㫆㩲ڌ䟃㦮ٻ㬚⯒⻪ٻ䞲ٻ㧦⓪ٻ⎚ڎٻ㧊䞮㦮⁞ٻἶٻ⡦⓪ڎٻ㻲ٻ
Ⱒٻٻٻ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ཛྷٻ㠛ⶊ㌗ٻὒ㔺⪲ٻ㩲ڋڏ㫆㩲ڌ䟃㦮ٻ㬚⯒⻪ٻ䞮㡂ٻ㌂⧢㦚ٻ㌗䟊ڃ芠豵ڄ㠦ٻ㧊⯊Ợٻ䞲ٻἓ㤆ٻ
ٻٻٻ㠦⓪ٻ⎚ڐٻ㧊䞮㦮⁞ٻἶٻ⡦⓪ڐ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䞮Ⳇٻڇ㌂ⰳ㠦ٻ㧊⯊Ợٻ䞲ٻ
ٻٻٻἓ㤆㠦⓪ٻ⎚ڒٻ㧊䞮㦮⁞ٻἶٻ⡦⓪ڒ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ڶ㩚ⶎṲ㩫ٻڸډڑڍډڍڌډړڋڋڍٻ
ٻ
⻫ڶ′ٻڸڑڎ
ٻ

㭒䌳⻫ٻ
ٻ

⌊㣿
㩲ړڔڔ㫆
㫆⻢ڃ
⻢䂯ٻڄ
ٻ
ཛٻ㩲ڎڎ㫆ٻڇ㩲ڎڏ㫆ٻڇ㩲ڏڏ㫆ٻڇ㩲ڑڏ㫆ٻ⡦⓪ٻ㩲ڋڒ㫆⯒ٻ㥚䞮㡂㍺ٻἚബ㔲Ὃٻ⡦⓪ٻṦⰂ
⯒ٻ䞾㦒⪲㖾ٻὋ☯㭒䌳ὖⰂ⻫ٻ㩲ڑڎ㫆㩲ڎ䟃㠦⽊╊ٻ⯎➆ٻ㺛㧚₆Ṛ㠦ٻὋ☯㭒䌳㦮ٻ
⌊⩻ῂ㫆㠦ٻ㭧╖䞲ٻ䞮㧦⯒ٻ㌳㔲䅲ٻ㧒㧎㦚ٻ㥚䠮㠦ٻ㻮䞮Ợٻ䞲㍺ٻἚ㧦㔲Ὃ㧦
ṦⰂ㧦Ị㿫ῂ㫆₆㑶㌂ٻ⡦⓪ٻ㌂㠛㭒㼊⓪ٻ⎚ڋڌٻ㧊䞮㦮ٻ㰫㡃㠦ٻ㻮䞲┺ٻٻډ
ཛྷٻ㩲ڌ䟃㦮ٻ㬚⯒⻪ٻ䞮㡂ٻ㌂⧢㦚ٻ㭓㦢㠦ٻ㧊⯊Ợٻ䞮Ệ⋮┺ٻ䂮Ợٻ䞲ٻ㧦⓪ⶊٻ₆㰫㡃ٻ⡦⓪ٻ
ٻ⎚ڎٻٻٻ㧊㌗㦮ٻ㰫㡃㠦ٻ㻮䞲┺ٻډ
ٻ
㩲ڔڔ㫆⻢ڃ䂯ٻٻڄ
ཛٻ㠛ⶊ㌗ٻὒ㔺⪲ٻ㩲ړڔ㫆㩲ڌ䟃㦮ٻ㬚⯒⻪ٻ䞲ٻ㧦⓪ٻ⎚ڐٻ㧊䞮㦮ٻ㰫㡃㧊⋮⁞ٻἶٻ⡦⓪ٻٻ
ڐٻٻ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ཛྷٻ㠛ⶊ㌗ٻὒ㔺⪲ٻ㩲ړڔ㫆㩲ڍ䟃㦮ٻ㬚⯒⻪ٻ䞲ٻ㧦⓪ٻ⎚ڋڌٻ㧊䞮㦮ٻ㰫㡃㧊⋮⁞ٻἶٻ⡦⓪ٻ
ڌٻٻٻ㠋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ٻ

Ⅱ-38

⻫ڶ′ٻڸڒڎ
ٻ

䢮ἓ⻪㬚❇ٻ㦮┾ٻ㏣ٻٻṖ㭧㻮⻢㠦ٻὖ䞲ٻ⮶⻫ٻ
ٻ

⌊㣿
㩲ڐڐ㫆ڃڃὒ㔺⻪ٻڄڄ
ཛٻ㠛ⶊ㌗ٻὒ㔺ٻ⡦⓪ٻ㭧╖䞲ٻὒ㔺⪲ٻ㩲ڎ㫆㩲ڌ䟃㦮ٻ㬚⯒⻪ٻ䞲ٻ㧦⓪ٻ⎚ڒٻ㧊䞮㦮ٻ㰫㡃ٻ
ٻٻٻ⡦⓪ڌٻ㠋㤦ٻ㧊䞮㦮⁞⻢ٻ㠦ٻ㻮䞲┺ڗٻٻډṲ㩫ٻڙډڎډڍډڐڌڋڍٻ
ཛྷٻ㠛ⶊ㌗ٻὒ㔺ٻ⡦⓪ٻ㭧╖䞲ٻὒ㔺⪲ٻ㩲ڎ㫆㩲ڍ䟃ٻ⡦⓪ٻ㩲ڏ㫆㩲ڎ䟃㦮ٻ㬚⯒⻪ٻ䞲ٻ㧦⓪ٻ
ٻ⎚ڋڌٻٻٻ㧊䞮㦮ٻ㰫㡃ٻ⡦⓪ڌٻ㠋ڐ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ڗٻٻډṲ㩫ٻڙډڎډڍډڐڌڋڍٻ
ཝٻ㠛ⶊ㌗ٻὒ㔺ٻ⡦⓪ٻ㭧╖䞲ٻὒ㔺⪲ٻ㩲ڎ㫆㩲ڎ䟃㦮ٻ㬚⯒⻪ٻ䞲ٻ㧦⓪ٻ⎚ڎٻ㧊䞮㦮ٻ㰫㡃ٻ
ٻٻٻ⡦⓪ڎ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ڗٻٻډṲ㩫ٻڙډڎډڍډڐڌڋڍٻ

ٻ
⻫ڶ′ ٻڸړڎ
ٻ

㰖㡃⽊Ị⻫ٻ
ٻ

⌊㣿
㩲ڋڌڌ㫆⽊ڃڃỊ㏢㦮㍺ٻٻ䂮ٻڄڄ
㰖㡃㭒⹒㦮ٻỊṫ㦚ٻ㯳㰚䞮ἶٻ㰞⼧㦚ٻ㡞ബὖⰂ䞮₆ٻ㥚䞮㡂ٻ㔲ബῆബῂ㠦╖ٻ䐋⪏⪏㦒
⪲ ٻ㩫䞮⓪ ٻ₆㭖㠦 ٻ⧒➆ ٻ䟊╏ ٻ㰖㧦䂮┾㼊㦮 ٻ㫆⪖⪲⽊ ٻỊ㏢⽊ڃỊ㦮⬢㤦㦚 ٻ䙂䞾䞲┺ٻډ
㧊䞮ٻṯ┺㍺ٻ⯒ڄ䂮䞲┺ٻډ
ٻ
㩲ڍڌ㫆⽊ڃỊ㦮⬢㤦ٻڄ
⽊Ị㏢㭧  ٻ㦮⬢⻫   ٻ㩲ڎ㫆㩲ڍ䟃㩲ڎ䢎 ٻṖ⳿㠦⼧ ٻ⯎➆ ٻ㤦㦮 ٻ㣪Ị㦚 ٻṬ㿮⽊ ٻỊ㏢⓪ٻ
⽊Ị㦮⬢㤦㧊⧒⓪ⳛٻ䃃㦚ٻ㌂㣿䞶ٻ㑮ٻ㧞┺ٻٻډ
ٻ
㩲ڎڌ㫆⽊ڃỊ㰖㏢㦮㍺ٻ䂮ٻڄ
㰖㧦䂮┾㼊⓪⽊ٻỊ㏢㦮ٻ㠛ⶊ㑮䟟㦚ٻ㥚䞮㡂ٻ䞚㣪䞮┺ἶٻ㧎㩫䞮⓪➢ٻ㠦⓪╖ٻ䐋⪏⪏
㧊ٻ㩫䞮⓪ٻ₆㭖㠦╏ٻ⧒➆ٻ䟊ٻ㰖㧦䂮┾㼊㦮ٻ㫆⪖⪲⽊ٻỊ㏢㦮ٻ㰖㏢ڃ㧊䞮⽊ٽٻỊ㰖㏢
ٻ⧒ٽ䞲┺㍺ٻ⯒ڄ䂮䞶ٻ㑮ٻ㧞┺ٻډ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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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ڔڎ
ٻ

⏣㠊㽢⽊ٻ❇ٻỊ㦮⬢⯒ٻ㥚䞲ٻ䔏⼚㫆䂮⻫ٻ
ٻ

⌊㣿
㩲ڐڌڌ㫆⽊ڃڃỊ㰚⬢㏢㦮ٻ
㍺ٻ䂮ബ㤊㡗ٻڄڄ
ཛٻ㔲㧻⽋⏣☚ڶ䞿䡫䌲ڃ纋緷膣豗賊譯ڄ㦮ٻ㔲㦮ٻ㔲㧻㦚Ⱖٻ䞮Ⳇٻڇ㦣ബⳊٻ㰖㡃㠦㍲⽊ٻỊ㰚
⬢㏢⯒㍺ٻ䂮ബ㤊㡗䞮⓪ٻἓ㤆Ⱒٻ䟊╏䞲┺ٻڸ⡦⓪ٻῆ㑮⓪⽊ٻỊ㦮⬢ٻ䀾㟓㰖㡃㦮ٻ㭒⹒
㠦Ợ⽊ٻỊ㦮⬢⯒ٻ㩲Ὃ䞮₆ٻ㥚䞮㡂⽊ٻỊ㰚⬢㏢⯒㍺ٻ䂮ബ㤊㡗䞲┺ٻڇⰢ┺ٻډ㔲ബῂ㦮ٻ
ὖ䞶ῂ㡃㦮☚ٻ㍲㰖㡃㠦⓪ٻ䟊╏ٻ㔲㧻ബῂ㼃㧻㧊⽊ٻỊ㰚⬢㏢⯒㍺ٻ䂮ബ㤊㡗䞶ٻ㑮ٻ㧞㦒
Ⳇٻڇῆٻ㰖㡃㠦ٻ㧞⓪⽊ٻỊ㰚⬢㏢㦮ٻ䟟㩫ῂ㡃㧊ٻ䟟㩫ῂ㡃㦮⼖ٻἓ❇ٻ㦒⪲ٻ㔲ٻ⡦⓪ٻ
ῂٻ㰖㡃㦒⪲ٻ䘎㧛♲ٻἓ㤆㠦⓪⽊ٻỊ⽋㰖㧻ὖ㧊ٻ㩫䞮⓪ٻ㠦ٻ⧒➆ٻ䟊╏ٻ㔲㧻ٻ⡦
⓪ٻῂ㼃㧻㧊⽊ٻỊ㰚⬢㏢⯒ٻἚ㏣ٻ㤊㡗䞶ٻ㑮ٻ㧞┺ٻډ
ཛྷ⽊ٻỊ㰚⬢㏢㠦⽊ٻỊ㰚⬢㏢㧻ⳛڌٻὒٻ䞚㣪䞲ٻ㰗㤦㦚⽊ٻڇ♮⚦ٻỊ㰚⬢㏢㧻㦖⽊ٻỊ㰚
⬢ٻ㩚╊Ὃⶊ㤦㦒⪲⽊ٻ䞲┺ٻډ
ཝ⽊ٻỊ㰚⬢㏢㦮㍺ٻ䂮₆㭖㦖⽊ٻỊ⽋㰖⪏㦒⪲ٻ㩫䞲┺ٻډ
ڶ㩚ⶎṲ㩫ٻڸډڍڍډڋڌډڍڌڋڍٻ
ٻ
⻫ڶ′ ٻڸڋڏ
ٻ

㟓㌂⻫ٻ
ٻ

⌊㣿
㩲ڍڍ㫆ڃڃ㩫㦮ٻڄڄ
㧊⻫ ٻ㠦㍲ ٻ㌂㣿䞮⓪ ٻ㣿㠊㦮⦑ ٻ㦖┺ ٻ㦢ὒ ٻṯ┺ڗ ٻډṲ㩫ٻڇډڔڍډڍډړڋڋڍ ٻڇډڒڌډڋڌډڒڋڋڍ ٻ
ٻڙډڏڍډڋڌډڒڌڋڍٻڇډڍډڍڌډڑڌڋڍٻڇډړڌډڎډڏڌڋڍٻڇډڎڍډڎډڎڌڋڍٻڇډڒډڑډڌڌڋڍٻڇډړڌډڌډڋڌڋڍٻڇډڔڍډڍڌډڔڋڋڍ
ٽ ٻډڌ㟓㌂ڃ蓌艃 ٻ⧖ٽڄ㦮㟓䛞ബ㦮㟓㣎䛞㦮 ٻ㩲㫆ബ㫆㩲ബṦ㩫ڃ笧袓ڄബ⽊ὖബ㑮㧛ബ䕦ⰺٻ
ڶ㑮㡂ڃ莞蔛ٻ⯒ڄ䙂䞾䞲┺ٻډ㧊ٻ䞮ٻṯ┺ڸ㢖ٻ⁎ٻ㦮ٻ㟓䞯ٻ₆㑶㠦ٻὖ⩾♲ٻ㌂䟃㦚Ⱖٻ
䞲┺ٻډ
ٽٻډڍ㟓㌂ڃ蓌艗ٻ⧖ٽڄ䞲㟓㠦ٻὖ䞲ٻ㌂䟃ٻ㣎㦮ٻ㟓㌂ڃ蓌艃ڄ㠦ٻὖ䞲ٻ㠛ⶊڃ䞲㟓㩲㩲㠦ٻὖ䞲ٻ
㌂䟃㦚ٻ䙂䞾䞲┺╏╊ٻ⯒ڄ䞮⓪ٻ㧦⪲㍲ٽٻڇ䞲㟓㌂ٻ⧖ٽ䞲㟓ὒٻ䞲㟓㩲㩲㠦ٻὖ䞲ٻ㟓㌂ٻ
ڃ蓌艃ٻڄ㠛ⶊ⯒╏╊ٻ䞮⓪ٻ㧦⪲㍲ٻṗṗ⽊ٻỊ⽋㰖㧻ὖ㦮Ⳋ ٻ䠞⯒ٻ㦖ٻ㧦⯒Ⱖ ٻ䞲
┺ٻډ
ٽ ٻډڎ㟓ῃٽ㧊⧖ ٻ㟓㌂⋮ ٻ䞲㟓㌂Ṗ ٻ㑮㡂䞶⳿ ٻ㩗㦒⪲ ٻ㦮㟓䛞 ٻ㫆㩲 ٻ㠛ⶊڶ㟓ῃ㩲㩲ڃ蓌糒
裑裄 ٻ⯒ڄ䙂䞾䞲┺ٻ⯒ڸ䞮⓪ٻ㧻㏢ ٻ⁎ڃṲ㍺㧦Ṗ ٻ㦮㟓䛞 ٻ䕦ⰺ㠛㦚 ٻἎ䞮⓪ ٻἓ㤆㠦⓪ٻ
⁎ ٻ䕦ⰺ㠛㠦 ٻ䞚㣪䞲 ٻ㧻㏢ ٻ⯒ ٻ䙂䞾䞲┺Ⱖ ٻ⯒ڄ䞲┺ ٻڇⰢ┺ ٻډ㦮⬢₆ὖ㦮 ٻ㫆㩲㔺㦖ٻ
㡞㣎⪲ٻ䞲┺ٻډ
ٽٻډڏ㦮㟓䛞ٽ㧊⧖┺ٻ㦢ٻṗ⳿ٻ㦮ٻ㠊ⓦٻ䞮⋮㠦ٻ䟊╏䞮⓪ⶒٻ䛞㦚Ⱖٻ䞲┺ٻډ
ٻٻٻṖ╖ٻډ䞲⹒ῃ㟓㩚ڃ繗豈胐糑蓌術ڄ㠦ٻ㔺Ⰶⶒٻ䛞ٻ㭧ٻ㦮㟓㣎䛞㧊ٻ㞚┢ٻộٻ
ٻډ⋮ٻٻٻ㌂⧢㧊⋮ⶒ☯ٻ㦮ٻ㰞⼧㦚ٻ㰚┾ബ䂮⬢ബἓṦബ㻮䂮ٻ⡦⓪ٻ㡞䞶⳿ٻ㩗㦒⪲ٻ㌂㣿
䞮⓪ⶒٻ䛞ٻ㭧ٻ₆ῂബ₆Ἒٻ⡦⓪ٻ㧻䂮Ṗٻ㞚┢ٻộٻ
ٻډ┺ٻٻٻ㌂⧢㧊⋮ⶒ☯ٻ㦮ٻῂ㫆㢖ٻ₆⓻㠦ٻ㟓Ⰲ䞯㩗ڃ蓌翓谷蠿ٻڄ㡗䟻㦚ٻ㭚⳿ٻ㩗㦒⪲ٻ㌂
㣿䞮⓪ⶒٻ䛞ٻ㭧ٻ₆ῂബ₆Ἒٻ⡦⓪ٻ㧻䂮Ṗٻ㞚┢ٻộٻ
ٽٻډڐٻ䞲㟓ٽ㧊⧖ⶒ☯ٻബ㔳ⶒٻ⡦⓪ٻὧⶒ㠦㍲ٻ㺚䀾♲ٻộ㦒⪲ٻ㭒⪲ٻ㤦䡫╖⪲ٻỊ㫆ബ㩞┾ٻ⡦
⓪ٻ㩫㩲♲ٻ㌳㟓ڃ苇蓌ڄ㦚Ⱖٻ䞲┺ٻډ
ٽٻډڑٻ䞲㟓㩲㩲ڃ豈蓌裑裄ٻ⧖ٽڄ䞲㟓㦚ٻ䞲㤦Ⰲ㠦⺆ٻ⧒➆ٻ䞿䞮㡂ٻ㩲㫆䞲ٻ㦮㟓䛞㦚Ⱖٻ
䞲┺ٻ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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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
ٽ ٻډڒ㦮㟓㣎䛞ڃ蝉蓌蘑谎ٽڄ㧊⧖┺ٻ㦢 ٻṗ⳿ ٻ㦮 ٻ㠊ⓦ ٻ䞮⋮㠦 ٻ䟊╏䞮⓪ⶒ ٻ䛞ڃ㩲ڏ䢎⋮
⳿ٻ⡦⓪⳿┺ٻ㠦⳿ٻ⯎➆ٻ㩗㦒⪲ٻ㌂㣿♮⓪ⶒٻ䛞㦖ٻ㩲㣎䞲┺ڄ㦒⪲㍲ٻ㔳䛞㦮㟓䛞
㞞㩚㻮㧻㧊ٻ㰖㩫䞮⓪ٻộ㦚Ⱖٻ䞲┺ٻډ
Ṗٻډ㌂⧢㧊⋮ⶒ☯ٻ㦮ٻ㰞⼧㦚ٻ䂮⬢ബἓṦڃ篕笠ڄബ㻮䂮ٻ⡦⓪ٻ㡞䞶⳿ٻ㩗㦒⪲ٻ㌂
㣿♮⓪ٻ㎂㥶ബἶⶊ㩲䛞ٻ⡦⓪ٻ㧊㢖ٻ㥶㌂䞲ٻộٻ
ٻډ⋮ٻٻٻٻ㧎㼊㠦╖ٻ䞲ٻ㧧㣿㧊 ٻ㟓䞮Ệ⋮ٻ㧎㼊㠦ٻ㰗㩧ٻ㧧㣿䞮㰖ٻ㞚┞䞮Ⳇٻڇ₆ῂٻ⡦⓪ٻ
₆ἚṖٻ㞚┢ٻộὒٻ㧊㢖ٻ㥶㌂䞲ٻộٻ
ٻډ┺ٻٻٻٻṦ㡒⼧ٻ㡞㦚ٻ㥚䞮㡂ٻ㌊‶ബ㌊㿿ٻٻ㧊㢖ٻ㥶㌂䞲ٻ㣿☚⪲ٻ㌂㣿♮⓪ٻ㩲㩲ٻ
ٽٻډړٻٻ㔶㟓ٽ㧊⧖ٻ䢪䞯ῂ㫆⋮⽎ٻ㰞ٻ㫆㎇㧊ٻ㩚䡖ٻ㌞⪲㤊ٻ㔶ⶒ㰞㦮㟓䛞ٻ⡦⓪ٻ㔶ⶒ㰞㦚ٻ
㥶䣾㎇㦒⪲ ٻ䞾㥶䞲⽋ ٻ䞿㩲㩲 ٻ㦮㟓䛞㦒⪲㍲ ٻ㔳䛞㦮㟓䛞㞞㩚㻮㧻㧊 ٻ㰖㩫䞮⓪ٻ
㦮㟓䛞㦚Ⱖٻ䞲┺ٻډ
ٽٻډڔٻٻ㧒㦮㟓䛞ٽ㧊⧖┺ٻ㦢ٻṗ⳿ٻ㦮ٻ㠊ⓦٻ䞮⋮㠦ٻ䟊╏䞮⓪ٻộ㦒⪲㍲⽊ٻỊ⽋㰖㧻
ὖὒٻ䡧㦮䞮㡂ٻ㔳䛞㦮㟓䛞㞞㩚㻮㧻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₆㭖㠦ٻ䟊╏䞮⓪ٻ㦮㟓
䛞㦚Ⱖٻ䞲┺ٻډ
ٻٻٻٻṖٻډ㡺㣿ബ⋾㣿♶ٻ㤆⩺Ṗٻ㩗ἶٻڇ㦮㌂⋮ٻ䂮ὒ㦮㌂㦮ٻ㻮ٻ㠜㧊ٻ㌂㣿䞮▪⧒☚ٻ㞞
㩚㎇ٻٻ㥶䣾㎇㦚ٻ₆╖䞶ٻ㑮ٻ㧞⓪ٻ㦮㟓䛞ٻ
ٻډ⋮ٻٻٻٻ㰞⼧ٻ䂮⬢⯒ٻ㥚䞮㡂ٻ㦮㌂⋮ٻ䂮ὒ㦮㌂㦮ٻ㩚ⶎ㰖㔳㧊ٻ㠜㠊☚ٻ㌂㣿䞶ٻ㑮ٻ㧞⓪ٻ
㦮㟓䛞ٻ
 ٻډ┺ٻٻٻٻ㦮㟓䛞㦮 ٻ㩲䡫ڃ裄賉ڄὒ ٻ㟓Ⰲ㧧㣿㌗ ٻ㧎㼊㠦⹎ ٻ䂮⓪ ٻ㧧㣿㧊゚ ٻᾦ㩗 ٻ㩗㦖ٻ
㦮㟓䛞ٻ
ٽٻډڋڌٻٻ㩚ⶎ㦮㟓䛞ٽ㧊⧖ٻ㧒㦮㟓䛞㧊ٻ㞚┢ٻ㦮㟓䛞㦚Ⱖٻ䞲┺ٻډ
ٽٻډڌڌٻٻ㫆㩲ٻ⧖ٽ㧒㩫䞲ٻ㻮㠦⧒➆ٻ㍲ٻ⚦ٻṖ㰖ٻ㧊㌗㦮ٻ㦮㟓䛞㦚⺆ٻ䞿䞮Ệ⋮ٻ䞲ٻṖ
㰖ٻ㦮㟓䛞㦚ٻ⪲╖⁎ٻ㧒㩫䞲⨟ٻ㦒⪲⋮ٻ㠊㍲ٻ䔏㩫䞲ٻ㣿⻫㠦ٻ⧒➆ٻ䔏㩫㧎㦮ٻ
䔏㩫♲ ٻ㰞⼧㦚 ٻ䂮⬢䞮Ệ⋮ ٻ㡞䞮⓪❇ ٻ㦮⳿ ٻ㩗㦒⪲ ٻ㌂㣿䞮☚⪳ ٻ㟓㩲⯒✲Ⱒ ٻ
⓪ٻộ㦚Ⱖٻ䞲┺ٻډ
⽋ٽٻډڍڌٻٻ㟓㰖☚ڃ膞蓌要繭┺ٻ⧖ٽڄ㦢ٻṗ⳿ٻ㦮ٻ㠊ⓦٻ䞮⋮㠦ٻ䟊╏䞮⓪ٻộ㦚Ⱖٻ䞲┺ٻډ
ٻٻٻٻٻṖ ٻډ㦮㟓䛞㦮ⳛ ٻ䃃 ٻڇ㣿⻫ബ㣿⨟ ٻڇ䣾⓻ബ䣾ὒ ٻڇ㩖㧻 ٻڇ⻫ ٻ㧧㣿 ٻڇ㌗䢎 ٻ㧧㣿
㧊⋮ٻ㎇㌗ڃ茴芳❇ٻڄ㦮ٻ㩫⽊⯒ٻ㩲Ὃ䞮⓪ٻộٻ
 ٻډ⋮ٻٻٻٻٻ㧒㦮㟓䛞㦚 ٻ䕦ⰺ䞶 ٻ➢ ٻ㰚┾㩗 ٻ䕦┾㦚 ٻ䞮㰖 ٻ㞚┞䞮ἶ ٻῂⰺ㧦Ṗ ٻ䞚㣪䞲ٻ
㦮㟓䛞㦚ٻ㍶䌳䞶ٻ㑮ٻ
ٻٻٻٻٻٻٻٻٻ㧞☚⪳☚ٻ㢖㭒⓪ٻộٻ
ٽ ٻډڎڌٻٻ㞞㩚㣿₆ബ䙂㧻ٽ㧊⧖ڐ ٻ㎎ ٻⰢ⹎ ٻ㠊Ⰶ㧊Ṗ ٻ㡊₆ ٻ㠊⪋Ợ㍺ ٻἚബἶ㞞♲ ٻ㣿₆⋮ٻ
䙂㧻㦚Ⱖٻ䞲┺ٻډ
ٽ ٻډڏڌٻٻ㥚䌗㩲㫆䕦ⰺ㠛ٽ㧊⧖ ٻ㩲㫆㔲㍺㦚 ٻṬ㿪㰖 ٻ㞚┞䞮ἶ ٻ㔳䛞㦮㟓䛞㞞㩚㻮㧻㦒⪲
䎆ٻ㩲㫆䕦ⰺ䛞⳿ٻ䠞Ṗ⯒ٻ㦖ٻ㦮㟓䛞㦚ٻ㦮㟓䛞㩲㫆㠛㧦㠦Ợٻ㥚䌗䞮㡂ٻ㩲㫆
䕦ⰺ䞮⓪ٻ㡗㠛㦚Ⱖٻ䞲┺ٻډ
ٽٻډڐڌٻٻ㧚㌗㔲䠮ٽ㧊⧖ ٻ㦮㟓䛞❇ ٻ㦮 ٻ㞞㩚㎇ὒ ٻ㥶䣾㎇㦚 ٻ㯳ⳛ䞮₆ ٻ㥚䞮㡂 ٻ㌂⧢㦚╖ ٻ
㌗㦒⪲ٻ䟊╏ٻ㟓ⶒ㦮ٻ㟓☯ڃ蓌纨ڄബ㟓⩻ڃ蓌缩ڄബ㟓Ⰲബ㧚㌗㩗ٻ䣾ὒ⯒ٻ䢫㧎䞮ἶٻ
㧊㌗㦧㦚ٻ㫆㌂䞮⓪ٻ㔲䠮ڃ㌳ⶒ䞯㩗❇☯ٻ㎇㔲䠮㦚ٻ䙂䞾䞲┺ڄ㦚Ⱖٻ䞲┺ٻډ
゚ٽ ٻډڑڌٻٻ㧚㌗㔲䠮ٽ㧊⧖ٻ㌂⧢㦮ٻỊṫ㠦ٻ㡗䟻㦚⹎ٻ䂮⓪ٻ㔲䠮ⶒ㰞㦮ٻ㎇㰞㧊⋮ٻ㞞㩚㎇
㠦ٻὖ䞲ٻṗ㫛ٻ㧦⬢⯒ٻ㠑₆ٻ㥚䞮㡂ٻ㔺䠮㔺ὒٻṯ㦖ٻ㫆Ị㠦㍲ⶒ☯ٻബ㔳ⶒബ⹎㌳
ⶒὒⰂⶒٻ㩗ബ䢪䞯㩗ⰺٻ㼊ٻ⡦⓪ٻ㧊✺㦮ٻῂ㎇ٻ㎇㦒⪲ٻ㧊⬾㠊㰚ٻộ㦚ٻ㌂㣿䞮
㡂ٻ㔺㔲䞮⓪ٻ㔲䠮㦚Ⱖٻ䞲┺ٻډ
ٽ ٻډڒڌٻٻ㌳ⶒ䞯㩗❇☯ٻ㎇㔲䠮ٽ㧊⧖ٻ㌳ⶒ䞯㩗❇☯ ٻ㎇㦚 ٻ㧛㯳䞮₆ ٻ㥚䞲 ٻ㌳㼊㔲䠮㦒⪲
㍲☯ٻ㧒ٻ㭒㎇㦚ٻ䞾㥶䞲ٻ⚦ٻ㩲㩲㦮ٻ㌳㼊㧊㣿⮶㧊ٻ䐋Ἒ䞯㩗㦒⪲❇☯ٻ䞮┺⓪ٻộ
㦚⽊ٻ㡂㭒⓪ٻ㔲䠮㦚Ⱖٻ䞲┺ٻډ
ٽٻډړڌ䧂‖㦮㟓䛞ٽ㧊⧖ٻ㩲ڏ䢎㠦ٻ⯎➆ٻ㦮㟓䛞ٻ㭧┺ٻ㦢ٻṗ⳿ٻ㦮ٻ㠊ⓦٻ䞮⋮㠦ٻ䟊╏䞮ٻ
⓪ٻ㦮㟓䛞㦒⪲㍲ٻ㔳䛞㦮㟓䛞㞞㩚㻮㧻㦮ٻ㰖㩫㦚ٻ㦖ٻ㦮㟓䛞㦚Ⱖٻ䞲┺ٻډ
Ṗډ䧂‖㰞䢮ὖⰂ⻫㩲ڍ㫆㩲ڌ䢎㠦ٻ⯎➆ٻ䧂‖㰞䢮㦚ٻ㰚┾䞮Ệ⋮ٻ䂮⬢䞮₆ٻ
㥚䞲⳿ٻ㩗㦒⪲ٻ㌂㣿♮⓪ٻ㦮㟓䛞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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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ٻ㣿
⋮ٻډ㩗㣿╖ٻ㌗㧊ٻⶎ✲ٻ㦮㟓䛞㦒⪲㍲╖ٻ㼊ٻṖ⓻䞲ٻ㦮㟓䛞㧊ٻ㠜Ệ⋮╖ٻ㼊ٻṖ⓻䞲ٻ
ٻ㦮㟓䛞⽊┺ٻ䡚㩖䧞ٻ㞞㩚㎇ٻ⡦⓪ٻ㥶䣾㎇㧊ٻṲ㍶♲ٻ㦮㟓䛞ٻ
ٽٻډڔڌῃṖ䞚㑮㦮㟓䛞ٽ㧊⧖ٻ㰞⼧ٻὖⰂٻڇ㌂⓻ٻ㨂⽊ٻ❇ٻỊ㦮⬢㌗ٻ䞚㑮㩗㧊⋮ٻٻ
㔲㧻ٻ₆⓻Ⱒ㦒⪲⓪ٻ㞞㩫㩗ٻὋ 㧊ٻ㠊⩺㤊ٻ㦮㟓䛞㦒⪲㍲⽊ٻỊ⽋㰖㧻ὖὒٻ㔳䛞ٻ
㦮㟓䛞㞞㩚㻮㧻㧊ٻὖἚٻ㭧㞯䟟㩫₆ὖ㦮ٻ㧻ὒٻ䡧㦮䞮㡂ٻ㰖㩫䞮⓪ٻ㦮㟓䛞㦚Ⱖٻ䞲ٻ
┺G
ٻ
⻫ڶ′ٻڸڌڏ
ٻ

ἶ㣿⽊䠮⻫ٻ
ٻ

⌊㣿
㩲ڍڍ㫆ڃڃ㩫㦮ٻٻڄڄ
㧊⻫ٻ㠦㍲ٻ㌂㣿䞮⓪ٻ㣿㠊㦮⦑ٻ㦖┺ٻ㦢ὒٻṯ┺ٻډ
ڗṲ㩫ٻڙډڌڍډڒډڌڌڋڍٻڇډڏډڑډڋڌڋڍٻڇډڒڍډڌډڋڌڋڍٻڇډڌڎډڍڌډړڋڋڍٻ
ٽٻډڌ䞒⽊䠮㧦┺ٻ⧖ٽ㦢ٻṗ⳿ٻ㠦ٻ䟊╏䞮⓪ٻ㧦⯒Ⱖٻ䞲┺ٻډ
Ṗډἶ㣿⽊䠮ٻٻ㌆㠛㨂䟊⽊㌗⽊䠮㦮⽊ٻ䠮⬢㰫㑮❇ٻ㠦ٻὖ䞲ڃ⮶⻫ٻ㧊䞮⽊ٽٻ
䠮⬢㰫㑮⻫ٽ㧊⧒ ٻ䞲┺ ٻڄ㩲ڐ㫆㩲ڌ䟃ബ㩲ڍ䟃 ٻڇ㩲ڑ㫆㩲ڌ䟃 ٻڇ㩲ړ㫆㩲ڌ䟃ബ㩲ڍ
䟃㠦⽊ٻ⧒➆ٻ䠮㠦ٻṖ㧛♮Ệ⋮ٻṖ㧛♲ٻộ㦒⪲⪲⁒ٻ⓪⽊ٻ㧦ٻ
⋮⽊ٻډ䠮⬢㰫㑮⻫ٻ㩲ڔڏ㫆㦮ڍ㩲ڌ䟃ബ㩲ڍ䟃㠦ٻ⧒➆ٻἶ㣿⽊䠮㠦ٻṖ㧛䞮Ệ⋮ٻṖ㧛
♲ٻộ㦒⪲ٻ⓪⽊ٻ㧦㡗㠛㧦ڃ㧊䞮ٽٻ㧦㡗㠛㧦㧎ٻ䞒⽊䠮㧦ٻ⧒ٽ䞲┺ٻڄ
ڃ㧊䞮ٻ㌳⨋ٻڄ
ٻ

㩲ڋڏ㫆ڃῂ㰗 㡂㦮ٻ㑮 ٻ㣪Ịٻڄ
ཛ ٻῂ㰗 㡂⓪ ٻ㧊㰗䞲 ٻ䞒⽊䠮㧦Ṗ┺ ٻ㦢 ٻṗ ٻ䢎㦮 ٻ㣪Ị㦚 ٻ⚦⳾ ٻṬ㿮 ٻἓ㤆㠦 ٻ㰖 䞲
┺ٻڇⰢ┺ٻډ㩲ڐ䢎㢖ٻ㩲ڑ䢎⓪ٻ㾲㫛ٻ㧊㰗╏ٻ㔲ٻ㧒㣿⁒⪲㧦㡖▮ٻ㧦Ⱒٻ䟊╏䞲┺ٻډ
ٻډڌ㧊㰗㧒ٻ㧊㩚ړڌٻṲ㤪Ṛڃ㧊䞮ٽٻ₆㭖₆Ṛٽ㧊⧒ٻ䞲┺ٻڄ㩲ڌڏ㫆㠦ٻ⯎➆ٻ䞒⽊䠮┾ٻ
㥚₆Ṛ㧊ٻ䐋㌆ڃ讈芊ڄ䞮㡂ڋړڌٻ㧒ٻ㧊㌗㧒ٻộٻ
⪲⁒ٻډڍ㦮ٻ㦮㌂㢖⩻⓻ٻ㧊ٻ㧞㦢㠦☚ٻῂ䞮ἶٻ䀾㠛ڃ㡗Ⰲ⯒⳿ٻ㩗㦒⪲ٻ㌂㠛㦚ٻ㡗㥚
䞮⓪ٻἓ㤆⯒ٻ䙂䞾䞲┺ٻډ㧊䞮ٻ㧊ٻ㧻㠦㍲ٻṯ┺ڄ䞮㰖ⴑٻ䞲ٻ㌗䌲㠦ٻ㧞㦚ٻộٻ
ٻډڎ㧊㰗㌂㥶Ṗٻ㩲ړڐ㫆㠦ٻ⯎➆ٻ㑮 㧦ỿ㦮ٻ㩲䞲ٻ㌂㥶㠦ٻ䟊╏䞮㰖ٻ㞚┞䞶ٻộٻ
ٻډڏ㨂䀾㠛㦚ٻ㥚䞲⩻⏎ٻ㦚ٻ㩗⁏㩗㦒⪲ٻ䞶ٻộٻ
ٻډڐ㩲ڎڏ㫆㠦ٻ⯎➆ٻ㑮 㧦ỿٻ㧎㩫㔶㼃㧒ٻ㧊㩚ڌٻṲ㤪☯ٻ㞞㦮⪲⁒ٻ㧒㑮Ṗڋڌٻ㧒⹎ٻ
Ⱒ㧒ٻộٻ
ٻډڑ㾲㫛ٻ㧊㰗㧒ٻ㧊㩚ٻ₆㭖₆Ṛ㦮ٻ䞒⽊䠮┾ٻ㥚₆Ṛڋړڌٻ㧒ٻ㭧ٻ⯎┺ٻ㌂㠛㠦㍲ٻ㩲ړڐ
㫆㠦ٻ⯎➆ٻ㑮 㧦ỿ㦮ٻ㩲䞲ٻ㌂㥶㠦ٻ䟊╏䞮⓪ٻ㌂㥶⪲ٻ㧊㰗䞲ٻ㌂㔺㧊ٻ㧞⓪ٻἓ
㤆㠦⓪ٻ⁎ٻ䞒⽊䠮┾ٻ㥚₆Ṛٻ㭧ڋڔٻ㧒ٻ㧊㌗㦚ٻ㧒㣿⁒⪲㧦⪲⪲⁒ٻ䞮㡖㦚ٻộٻ
ཛྷٻ䞒⽊䠮㧦Ṗٻ㧊㰗㧒ٻ㧊㩚ړڌٻṲ㤪☯ٻ㞞㠦ٻ㰞⼧ബ㌗ٻ⁎ٻڇ㠦╖ٻ䐋⪏⪏㦒⪲ٻ㩫䞮
⓪ٻ㌂㥶⪲ٻἚ㏣䞮㡂ڋڎٻ㧒ٻ㧊㌗⽊ٻ㑮㦮ٻ㰖 㦚ٻ㦚ٻ㑮ٻ㠜㠞▮ٻἓ㤆㠦⓪ړڌٻṲ㤪
㠦ٻ⁎ٻ㌂㥶⪲⽊ٻ㑮⯒ٻ㰖 ٻ㦚ٻ㑮ٻ㠜㠞▮ٻ㧒㑮⯒ٻṖ㌆䞲ٻ₆Ṛ㦚ٻ₆㭖₆Ṛ⎚ڎڃ
㦚ٻ㽞ὒ䞶➢ٻ㠦⓪ڄ⎚ڎٻ㦒⪲ٻ䞲┺ڗٻٻډṲ㩫ٻڙډڒڍډڌډڋڌڋڍٻ
ٻ
㩲ڌڐ㫆ڃ䤞⩾㡆㧻 㡂ٻڄ
ཛٻ㰗㠛㞞㩫₆ὖ㦮ٻ㧻㦖ٻ㑮 㧦ỿ㧦㦮ٻ㡆⪏ബἓ⩻❇ٻ㦚ٻἶ⩺䞶ٻ➢ٻ㨂䀾㠛㦚ٻ㥚䞮㡂ٻ
㰗㠛⓻⩻Ṳ ٻ䤞⩾❇ ٻ㧊 ٻ䞚㣪䞮Ⳋ ٻ⁎ ٻ㑮 㧦ỿ㧦㠦Ợ ٻ㰗㠛⓻⩻Ṳ ٻ䤞⩾❇ ٻ㦚ٻ
☚⪳ٻ㰖㔲䞶ٻ㑮ٻ㧞┺ٻډ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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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ٻ
ཛྷٻ㰗㠛㞞㩫₆ὖ㦮ٻ㧻㦖ٻ㩲ڌ䟃㠦ٻ⧒➆ٻ㰗㠛⓻⩻Ṳٻ䤞⩾❇ٻ㦚ٻ⪳☚ٻ㰖㔲䞲ٻἓ㤆
㠦⓪ٻ㑮 㧦ỿ㧦Ṗٻ⁎ٻ㰗㠛⓻⩻Ṳٻ䤞⩾❇ٻ㦚ٻ⓪ٻ₆Ṛٻ㭧ٻ㔺㠛㦮ٻ㧎㩫㦚ٻ
㦖⋶ٻ㠦╖ٻ䞮㡂⓪ٻ㏢㩫 㡂㧒㑮⯒ٻ㽞ὒ䞮㡂ٻῂ㰗 㡂⯒ ٻ㡆㧻䞮㡂ٻ㰖 䞶ٻ㑮ٻ㧞
┺ ٻډ㧊 ٻἓ㤆 ٻ㡆㧻䞮㡂 ٻ㰖 䞮⓪ ٻῂ㰗 㡂ڃ㧊䞮ٽ ٻ䤞⩾㡆㧻 㡂 ٻ⧒ٽ䞲┺ڄ㦮 ٻ㰖 ٻ
₆Ṛ㦖╖ٻ䐋⪏⪏㦒⪲ٻ㩫䞮⓪ٻ₆Ṛ㦚ٻ䞲☚⪲ٻ䞲┺ٻډ
ཝٻ㩲ڌ䟃㠦ٻ⯎➆ٻ䤞⩾╖㌗㧦ബ䤞⩾ٻὒ㩫ٻ⁎ٻڇ㦮ٻ䞚㣪䞲ٻ㌂䟃㦖ٻἶ㣿⏎☯⪏㦒⪲ٻ
㩫䞲┺ڗډṲ㩫ٻڙډڏډڑډڋڌڋڍٻ
ٻ
㩲ڍڐ㫆ڃṲ⼚㡆㧻 㡂ٻڄ
ཛٻ㰗㠛㞞㩫₆ὖ㦮ٻ㧻㦖ٻ䀾㠛㧊ٻ䔏䧞ٻἺ⧖䞮ἶٻ㌳䢲㧊ٻ㠊⩺㤊ٻ㑮 㧦ỿ㧦⪲㍲╖ٻ䐋
⪏⪏㦒⪲ ٻ㩫䞮⓪ ٻ㧦㠦Ợ⓪⁎ ٻṖ ٻ㔺㠛㦮 ٻ㧎㩫㦚 ٻ㦖⋶ ٻ㠦╖ ٻ䞮㡂 ٻ㏢㩫 㡂㧒㑮
⯒ٻ㽞ὒ䞮㡂ٻῂ㰗 㡂⯒ٻ㡆㧻䞮㡂ٻ㰖 䞶ٻ㑮ٻ㧞┺ٻډ
ཛྷٻ㩲ڌ䟃㠦ٻ⧒➆ٻ㡆㧻䞮㡂ٻ㰖 䞮⓪ٻῂ㰗 㡂ڃ㧊䞮ٽٻṲ⼚㡆㧻 㡂ٻ⧒ٽ䞲┺ڋڑٻ⓪ڄ㧒
㦮⻪ٻ㥚㠦㍲╖ٻ䐋⪏⪏㦒⪲ٻ㩫䞮⓪ٻ₆Ṛ☯ٻ㞞ٻ㰖 䞲┺ٻډ
ٻ
㩲ڎڐ㫆ڃ䔏⼚㡆㧻 㡂ٻڄ
ཛٻἶ㣿⏎☯㧻ὖ㦖ٻ㔺㠛㦮 ٻ㯳╖ٻ❇ٻ䐋⪏⪏㦒⪲ٻ㩫䞮⓪ٻ㌂㥶Ṗٻ㌳䞲ٻἓ㤆㠦⓪ٻ
ڋڑ㧒㦮⻪ٻ㥚㠦㍲ٻ㑮 㧦ỿ㧦Ṗٻ㔺㠛㦮ٻ㧎㩫㦚ٻ㦖⋶ٻ㠦╖ٻ䞮㡂ٻ㏢㩫 㡂㧒㑮⯒ٻ
㽞ὒ䞮㡂ٻῂ㰗 㡂⯒ٻ㡆㧻䞮㡂ٻ㰖 䞶ٻ㑮ٻ㧞┺ٻڇⰢ┺ٻډ㧊㰗ٻ䤚㦮ٻ㌳䢲㞞㩫㦚ٻ㥚
䞲ٻ㧒㩫ٻ₆㭖ٻ㧊㌗㦮ٻ㏢✳㧊ٻ㧞⓪ٻ㑮 㧦ỿ㧦ٻ❇ٻἶ㣿⏎☯⪏㦒⪲ٻ㩫䞮⓪ٻ㑮
㧦ỿ㧦㠦╖ٻ䞮㡂⓪⩂⁎ٻ䞮㰖ٻ㞚┞䞮┺ڗٻډṲ㩫ٻڙډڏډڑډڋڌڋڍٻ
ཛྷٻἶ㣿⏎☯㧻ὖ㦖ٻ㩲ڌ䟃ⶎ⽎ٻ㠦ٻ⧒➆ٻ㡆㧻䞮㡂ٻ㰖 䞮⓪ٻῂ㰗 㡂ڃ㧊䞮ٽٻ䔏⼚㡆
㧻 㡂ٻ⧒ٽ䞲┺ٻ⯒ڄ㰖 䞮⩺Ⳋٻ₆Ṛ㦚ٻ㩫䞮㡂ٻ㔺㔲䞮㡂㟒ٻ䞲┺ٻٻډ
ٻ
㩲ڔڑ㫆㦮ڃڎῂ㰗 㡂㦮ٻ㑮 ٻ㣪Ịٻڄ
ῂ㰗 㡂⓪ٻ䘦㠛䞲ٻ㧦㡗㠛㧦㧎ٻ䞒⽊䠮㧦Ṗ┺ٻ㦢ٻṗٻ䢎㦮 ٻ㣪Ị㦚ٻ⚦⳾ٻṬ㿮ٻἓ㤆㠦ٻ
㰖 䞲┺ٻډ
ٻډڌ䘦㠛㧒ٻ㧊㩚ڏڍٻṲ㤪Ṛٻ㩲ڌڏ㫆㩲ڌ䟃┾ٻ㍲㠦ٻ⧒➆ٻ㧦㡗㠛㧦㧎ٻ䞒⽊䠮㧦⪲㍲ٻṬ㿮ٻ
䞒⽊䠮┾ٻ㥚₆Ṛ㧊ٻ䐋㌆ڃ讈芊ڄ䞮㡂ٻ⎚ڌٻ㧊㌗㧒ٻộٻ
⪲⁒ٻډڍ㦮ٻ㦮㌂㢖⩻⓻ٻ㧊ٻ㧞㦢㠦☚ٻῂ䞮ἶٻ䀾㠛㦚ٻ䞮㰖ⴑٻ䞲ٻ㌗䌲㠦ٻ㧞㦚ٻộٻ
ٻډڎ䘦㠛㌂㥶Ṗٻ㩲ڔڑ㫆㦮ڒ㠦ٻ⯎➆ٻ㑮 㧦ỿ㦮ٻ㩲䞲ٻ㌂㥶㠦ٻ䟊╏䞮㰖ٻ㞚┞䞶ٻộٻ
ٻډڏ㨂䀾㠛㦚ٻ㥚䞲⩻⏎ٻ㦚ٻ㩗⁏㩗㦒⪲ٻ䞶ٻộٻ
⽎ڶ㫆㔶㍺ٻٻڸډڌڍډڒډڌڌڋڍٻ
ٻ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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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ڍڏ

㧻㞶㧎⽋㰖⻫ٻ㔲䟟′䂯ٻ
ٻ

⌊㣿
㩲ڎڎ㫆ڃڃ㧻㞶㧎㦮⪳❇ٻٻ㔶㼃ٻ
ٻٻٻ㧻㞶㰚┾ٻڄڄ
ཛ 㧻㞶㧎⽋㰖⻫ڃ㧊䞮ٽ⻫ٽٻ㧊⧒ٻ䞲┺ٻڄ㩲ڍڎ㫆㩲ڌ䟃㠦ٻ⧒➆ٻ㧻㞶㧎㦮⪳❇ٻ㦚ٻ㔶
㼃䞮⩺⓪ٻ㧦⓪⼚ٻ㰖ٻ㩲ڌ䢎㦮ڍ㍲㔳㦮ٻ㧻㞶㧎ٻٻ⪳❇ٻ㍲゚㓺ٻ㔶㼃㍲㠦ٻ㌂㰚ڃ㔶㼃ٻ
㩚ڑٻṲ㤪ٻ㧊⌊㠦⳾ٻ㧦❇ٻ㦚ٻ㝆㰖ٻ㞠ἶٻ㾂㡗䞲ٻ㻲㡆㌟ٻ㌗㔶ٻ㩫Ⳋ㌂㰚㦒⪲ٻṖ⪲ٻ
ڐډڎ㎒䕆⹎䎆ٻڇ㎎⪲ڐډڏٻ㎒䕆⹎䎆㦮ٻ㌂㰚㦚Ⱖٻ䞲┺ڌٻڄ㧻㦚ٻ㻾䞮㡂ٻὖ䞶ٻ㦣ബⳊ
ബ☯㧻㦚ٻỆ㼦ٻ䔏⼚㧦䂮㔲㧻ബ䔏⼚㧦䂮☚㰖㌂ബ㔲㧻ബῆ㑮ബῂ㼃㧻ڃ㧦䂮ῂ㦮ٻῂ
㼃㧻㦚Ⱖٻ䞮Ⳇٻڇ㧊䞮ٽٻ㔲㧻ബῆ㑮ബῂ㼃㧻ٽ㧊⧒ٻ䞲┺ڄ㠦Ợٻ㩲㿲䞮㡂㟒ٻ䞲┺┺ٻډ
Ⱒٻڇ㔲㧻ബῆ㑮ബῂ㼃㧻㦖ٻ⻫ٻ㩲ڍڎ㫆㦮ڍ㠦ٻ⧒➆ٻ㧻㞶㧎⪳❇ٻ㦚ٻ䞮⩺⓪ٻ㌂⧢㠦ٻ
╖䟊㍲⓪㩚㧦㩫⻫ٻ㩲ڑڎ㫆㩲ڌ䟃㠦ٻ⯎➆ٻ䟟㩫㩫⽊㦮ٻὋ☯㧊㣿㦚ٻ䐋䞮㡂ٻ㨂
㣎☯䙂ٻٻ㣎ῃ㧎㧚㦚ٻ㯳ⳛ䞮⓪ٻ㍲⮮⯒ٻ䢫㧎䞮㡂㟒ٻ䞮Ⳇٻڇ㔶㼃㧎㧊ٻ䢫㧎㠦☯ٻ㦮
䞮㰖ٻ㞠㦖ٻἓ㤆㠦⓪ٻ㧊⯒ٻ㻾䞮☚⪳ٻ䞮㡂㟒ٻ䞲┺ڗٻٻډṲ㩫ٻڇډڌډڍډڌڌڋڍٻ
ٻڙڋڎډڍڌډڑڌڋڍٻڇډڋڎډڑڋډڑڌڋڍٻڇډڎډړډڐڌڋڍٻڇډڐڍډڌډڎڌڋڍ
ཛྷٻ㩲ڌ䟃㠦⪳❇ٻ⯎➆ٻ㔶㼃㦚ٻ㦖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㦖╖⪳❇ٻ㌗㧦㢖㦮ٻ㌗╊㦚ٻ䐋
䞮㡂ٻ⁎ٻ㧻㞶㌗䌲Ṗٻ㡗ٻ㩲ڍ㫆㠦ٻ⯎➆ٻ㧻㞶㧎㦮ٻ₆㭖㠦⺇ⳛٻ䞮Ợٻ䟊╏♮㰖ٻ㞚┞
䞮⓪ٻἓ㤆ٻ㣎㠦⓪ٻ㰖㼊ٻ㠜㧊⼚ٻ㰖ٻ㩲ڍ䢎㍲㔳㦮ٻ㦮⬆㍲㠦ٻ⧒➆ٻ㦮⬢⻫ٻ㩲ڎ㫆
㠦ٻ⯎➆ٻ㦮⬢₆ὖٻ⡦⓪ٻ㰖㡃⽊Ị⻫ٻ㩲ڋڌ㫆ٻٻ㩲ڎڌ㫆㠦⽊ٻ⯎➆ٻỊ㏢㢖⽊ٻỊ
㰖㏢ڃ㧊䞮ٽ ٻ㦮⬢₆ὖٽ㧊⧒ ٻ䞲┺ ٻڄ㭧⽊ ٻỊ⽋㰖㧻ὖ㧊 ٻ㩫䞮⓪ ٻ㧻㞶㥶䡫⼚ ٻ䟊╏ٻ
㩚ⶎ㦮Ṗ ٻ㧞⓪ ٻ㦮⬢₆ὖ㠦 ٻ㧻㞶㰚┾㦚 ٻ㦮⬆䞮㡂㟒 ٻ䞲┺ڗٻ ٻډṲ㩫ٻڇډڎډڎډړڋڋڍ ٻ
ٻڙډړڌډڌڌډڐڌڋڍٻڇډڔڌډڎډڋڌڋڍ
ཝ ٻ㩲ڍ䟃㠦 ٻ⧒➆ ٻ㧻㞶㰚┾㦚 ٻ㦮⬆㦖 ٻ㦮⬢₆ὖ㦖 ٻ㧻㞶㧎㦮 ٻ㧻㞶㌗䌲⯒ ٻ㰚┾䞲 ٻ䤚ٻ
⼚㰖 ٻ㩲ڎ䢎㍲㔳㦮 ٻ㰚┾㍲⯒ ٻ㧻㞶㰚┾㦚 ٻ㦮⬆䞲 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㠦Ợ ٻ䐋⽊䞮
㡂㟒ٻ䞲┺ٻډ
ཞ 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㦖 ٻ㩲ڎ䟃㠦 ٻ⧒➆ ٻ䐋⽊㦖 ٻ㰚┾ ٻἆὒ㠦╖ ٻ䞮㡂 ٻ┺⽊ ٻ㩫⹖䞲ٻ
㕂㌂Ṗ ٻ䞚㣪䞮┺ἶ ٻ㧎㩫♮⓪ ٻἓ㤆㠦⓪ ٻῃ⹒㡆⁞Ὃ┾㠦 ٻ㧻㞶㩫☚㠦 ٻὖ䞲 ٻ㕂㌂⯒ٻ
㦮⬆䞶 ٻ㑮 ٻ㧞┺ ٻډ㧊 ٻἓ㤆 ٻ㧻㞶㩫☚㠦 ٻὖ䞲 ٻῃ⹒㡆⁞Ὃ┾㦮 ٻ㕂㌂ ٻ ٻ⻫ ٻ₆㭖ٻ
❇㠦 ٻ䞚㣪䞲 ٻ㌂䟃㦖⽊ ٻỊ⽋㰖㧻ὖ㧊 ٻ㩫䞮㡂 ٻἶ㔲䞲┺ڗٻٻډṲ㩫ٻڇډڎډڎډړڋڋڍ ٻ
ٻڙڌډڍډڌڌڋڍٻڇډڔڌډڎډڋڌڋڍٻٻڇډڍڌډڎډڋڌڋڍ
ٻ
ٻ

㩲ڏ㫆ڃ㧻㞶㧎❇⪳㯳ٻᾦٻڄ❇ٻ
ཛ 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㦖 ٻ㩲ڎ㫆㠦 ٻ⧒➆ ٻ㰚┾ ٻἆὒ⋮ ٻ㧻㞶㩫☚㠦 ٻὖ䞲 ٻ㕂㌂ ٻἆὒ⯒ٻ
䐋⽊㦖ٻἓ㤆㠦⓪ٻ㩲ڍ㫆㠦ٻ⯎➆ٻ㧻㞶❇ 㠦ٻ䟊╏䞮⓪㰖⯒ٻ䢫㧎䞮㡂ٻ㧻㞶㧎㦒⪲ٻ
❇⪳䞮㡂㟒 ٻ䞲┺ ٻډ㧊 ٻἓ㤆 ٻ䟊╏ ٻ㧻㞶㧎㠦╖ ٻ䞲 ٻ㧻㞶㧎❇⪳䃊✲⯒ ٻ㧧㎇䞮ἶ ٻڇ㧻
㞶㧎❇⪳㯳ڃ㧊䞮⪳❇ٽٻ㯳ٽ㧊⧒ٻ䞲┺ڄ㦚 ٻ䞮㡂㟒ٻ䞲┺ٻډ
ཛྷٻ㧻㞶㧎㦖⪳❇ٻ㯳㦚ٻ㧙㠊⻚ⰂỆ⋮⪳❇ٻ⁎ٻ㯳㧊ٻ䥒㏦♮㠊ٻⴑٻ㝆Ợ♮ٻ㠞㦚ٻ➢ٻ⡦⓪ٻ
㩲ڎ䟃㠦ٻ⧒➆ٻ㡂㔶㩚ⶎ⁞㦋㠛⻫ٻ㩲ڍ㫆㠦ٻ⯎➆ٻ㔶㣿䃊✲⋮ٻ㰗䃊✲ڃ㧊䞮ٽٻ
㔶㣿䃊✲❇ٽ㧊⧒ٻ䞲┺ڄ㢖ٻ䐋䞿♲⪳❇ٻ㯳㦒⪲ٻ㨂 ٻ㦒⩺⓪ٻἓ㤆㠦⓪⼚ٻ㰖ٻ㩲
ڌ䢎㦮ڍ㍲㔳㦮ٻ㔶㼃㍲㠦⪳❇ٻ㯳⪳❇ڃ㯳㦚ٻ㧙㠊⻚Ⰶٻἓ㤆⓪ٻ㩲㣎䞲┺ڄ㦚ٻ㻾䞮㡂ٻ
ὖ䞶 ٻ㦣ബⳊബ☯㧻㦚 ٻỆ㼦 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㠦Ợ ٻ㨂 㦚 ٻ㔶㼃䞮㡂㟒 ٻ䞲
┺ڗٻٻډṲ㩫ٻڙډڋڎډڑډڑڌڋڍٻڇډڌڎډڍڌډڔڋڋڍٻ
ཝ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㦖ٻ㩲ڍ䟃㠦ٻ⧒➆ٻ㧻㞶㧎㧊ٻ㔶㣿䃊✲❇ὒٻ䐋䞿♲⪳❇ٻ㯳㦮ٻ
㦚ٻ㔶㼃䞮⓪ٻἓ㤆㠦⓪ٻ㧊⯒ ٻ䞶ٻ㑮ٻ㧞┺ٻډ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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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ٻ
ཞٻ㧻㞶㧎㦖⪳❇ٻ㯳㦮ٻ₆㨂㌂䟃㦚⼖ٻἓ䞮⩺Ⳋ⼚ٻ㰖ٻ㩲ڐ䢎㍲㔳㦮ٻ㔶㼃㍲㠦ٻ㧻㞶㧎❇
⪳㯳ὒٻ₆㨂㌂䟃㦮⼖ٻἓ⌊㣿㦚ٻ㯳ⳛ䞶ٻ㑮ٻ㧞⓪ٻ㍲⮮⯒ٻ㻾䞮㡂ٻὖ䞶ٻ㦣ബⳊബ☯
㧻㦚 ٻỆ㼦 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㠦Ợ ٻ㔶㼃䞮㡂㟒 ٻ䞲┺ ٻډ㧊 ٻἓ㤆 ٻ㔲㧻ബῆ㑮ബῂ㼃
㧻㧊ٻ㩚㧦㩫⻫ ٻ㩲ڑڎ㫆㩲ڌ䟃㠦ٻ⯎➆ٻ䟟㩫㩫⽊㦮ٻὋ☯㧊㣿㦚ٻ䐋䞮㡂ٻ₆㨂㌂
䟃㦮⼖ ٻἓ⌊㣿㦚 ٻ㯳ⳛ䞶 ٻ㑮 ٻ㧞⓪ ٻ㍲⮮㠦╖ ٻ䞲 ٻ㩫⽊⯒ ٻ䢫㧎䞶 ٻ㑮 ٻ㧞⓪ ٻἓ㤆㠦⓪ٻ
⁎ ٻ䢫㧎㦒⪲ ٻ㻾㍲⮮⯒ ٻṞ㦢䞮♮ ٻڇ㔶㼃㧎㧊 ٻ䢫㧎㠦☯ ٻ㦮䞮㰖 ٻ㞠⓪ ٻἓ㤆㠦⓪ٻ⁎ ٻ
㍲⮮⯒ٻ㻾䞮㡂㟒ٻ䞲┺ڗٻٻډṲ㩫ٻڙډڌډڔډڋڌڋڍٻ
ٻ
㩲ڑ㫆ڃ㧻㞶❇ ٻ㫆㩫ٻڄ
ཛٻ㧻㞶㧎㦖ٻ㧻㞶㌗䌲Ṗٻ䡚㩖䞮Ợ⼖ٻ䢪♮㠊ٻ㧻㞶❇ 㦮ٻ㫆㩫㧊ٻ䞚㣪䞲ٻἓ㤆㠦⓪⼚ٻ
㰖 ٻ㩲ڑ䢎㍲㔳㦮 ٻ㔶㼃㍲㠦⪳❇ ٻ㯳㦚 ٻ㻾䞮㡂 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㠦Ợ ٻ㧻㞶❇
㦮ٻ㫆㩫㦚ٻ㔶㼃䞶ٻ㑮ٻ㧞┺ٻډ
ཛྷٻ㩲ڌ䟃㠦ٻ⧒➆ٻ㧻㞶❇ 㦮ٻ㫆㩫㔶㼃㦚ٻ㦖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㦖ٻ㦮⬢₆ὖ㠦ٻ㧻
㞶㰚┾㦚ٻ㦮⬆䞮㡂㟒ٻ䞲┺ٻډ
ཝ ٻ㩲ڍ䟃㠦 ٻ⧒➆ ٻ㧻㞶㰚┾㦚 ٻ㦮⬆㦖 ٻ㦮⬢₆ὖ㦖 ٻ㧻㞶㧎㦮 ٻ㧻㞶㌗䌲⯒ ٻ㰚┾䞲 ٻ䤚ٻ
⼚㰖 ٻ㩲ڎ䢎㍲㔳㦮 ٻ㰚┾㍲⯒ ٻ㧻㞶㰚┾㦚 ٻ㦮⬆䞲 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㠦Ợ ٻ䐋⽊䞮
㡂㟒ٻ䞲┺ٻډ
ཞ 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㦖 ٻ㩲ڎ䟃㠦 ٻ⧒➆ ٻ䐋⽊㦖 ٻ㰚┾ἆὒ㠦╖ ٻ䞮㡂 ٻ┺⽊ ٻ㩫⹖䞲ٻ
㕂㌂Ṗ ٻ䞚㣪䞮┺ἶ ٻ㧎㩫♮⓪ ٻἓ㤆㠦⓪ ٻῃ⹒㡆⁞Ὃ┾㠦 ٻ㧻㞶㩫☚㠦 ٻὖ䞲 ٻ㕂㌂⯒ٻ
㦮⬆䞶 ٻ㑮 ٻ㧞┺ ٻډ㧊 ٻἓ㤆 ٻ㧻㞶㩫☚㠦 ٻὖ䞲 ٻῃ⹒㡆⁞Ὃ┾㦮 ٻ㕂㌂ ٻ ٻ⻫ ٻ₆㭖ٻ
❇㠦 ٻ䞚㣪䞲 ٻ㌂䟃㦖⽊ ٻỊ⽋㰖㧻ὖ㧊 ٻ㩫䞮㡂 ٻἶ㔲䞲┺ڗ ٻ ٻډṲ㩫ٻڇډڎډڎډړڋڋڍ ٻ
ٻڙډڌډڍډڌڌڋڍٻڇډڔڌډڎډڋڌڋڍٻڇډڍڌډڎډڋڌڋڍ
ཟٻ㩲ڎ䟃ὒٻ㩲ڏ䟃㠦ٻ⧒➆ٻ㰚┾ٻἆὒ⋮ٻ㧻㞶㩫☚ٻ㕂㌂ἆὒ⯒ٻ䐋⽊㦖ٻ㔲㧻ബῆ㑮ബ
ῂ㼃㧻㦖 ٻ䐋⽊㦖⌊ٻ㣿㦚ٻ䏶╖⪲ ٻ㧻㞶❇ 㦚 ٻ㫆㩫䞮ἶ ٻ⁎ ٻڇἆὒ⯒ ٻ㔶㼃㧎㠦Ợٻ
䐋㰖䞮㡂㟒ٻ䞲┺ٻډ
ٻ
㩲ڒ㫆ڃ㧻㞶㌗䌲ٻ䢫㧎ٻڄ
ཛ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㦖ٻ⻫ٻ㩲ڍڎ㫆㩲ڎ䟃㠦ٻ⧒➆ٻ㧻㞶㧎㦮ٻ㧻㞶㌗䌲⯒ٻ䢫㧎䞮㡂ٻ㧻
㞶㌗䌲㠦 ٻ⓪ⰴ ٻ㧻㞶❇ 㦚 ٻ㥶㰖䞮㡂㟒 ٻ䞲┺ ٻڇⰢ┺ ٻډ㧻㞶㌗䌲㠦 ٻ䡚㩖䞲⼖ ٻ䢪 ٻṖ
⓻㎇㧊ٻ㠜┺ἶٻ䕦┾♮⓪ٻ㧻㞶㧎㠦╖ٻ䞮㡂⓪⩂⁎ٻ䞮㰖ٻ㞚┞䞮┺ٻډ
ཛྷ ٻ㔲㧻ബῆ㑮ബῂ㼃㧻㦖 ٻ㩲ڌ䟃㠦 ٻ⧒➆ ٻ㧻㞶㧎㦮 ٻ㧻㞶㌗䌲⯒ ٻ䢫㧎䞮⩺⓪ ٻἓ㤆㠦⓪ٻ
⼚㰖ٻ㩲ڒ䢎㍲㔳㦮ٻ䐋⽊㍲⯒ٻ䟊╏ٻ㧻㞶㧎㠦Ợٻ㏷䞮㡂㟒ٻ䞲┺ٻډ
ཝٻ㧻㞶㌗䌲⯒ٻ䢫㧎䞮₆ٻ㥚䞲ٻ㧻㞶㰚┾ٻٻ㧻㞶❇ 㦮ٻ㫆㩫㠦ٻὖ䞮㡂⓪ٻ㩲ڑ㫆㩲ڍ䟃
䎆ٻ㩲ڐ䟃₢㰖㦮ٻ′㩫㦚ٻ㭖㣿䞲┺ڗٻٻډṲ㩫ٻڙډڍڌډڎډڋڌڋڍٻ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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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ڎڏ
ٻ

㦧

㦮⬢㠦ٻὖ䞲ٻ⮶⻫ٻ
ٻ

⌊㣿
㩲ڍڍ㫆ڃڃ㩫㦮ٻڄڄ
㧊⻫ٻ㠦㍲ٻ㌂㣿䞮⓪ٻ㣿㠊㦮⦑ٻ㦖┺ٻ㦢ὒٻṯ┺ڗٻٻډṲ㩫ٻڙډړڍډڌډڐڌڋڍٻ
ٽٻډڌ㦧 䢮㧦ٻ⧖ٽ㰞⼧ٻڇⰢٻڇṗ㫛ٻ㌂ἶٻٻ㨂䟊⪲ٻ㧎䞲ٻ㌗㧊⋮ٻ⁎ٻ㦮ٻ㥚 䞲ٻ
㌗䌲⪲ٻ㧎䞮㡂ٻ㯟㔲ٻ䞚㣪䞲ٻ㦧 㻮䂮⯒ٻ㰖ٻ㞚┞䞮Ⳋٻ㌳ⳛ㦚⽊ٻ㫊䞶ٻ㑮ٻ㠜Ệ
⋮ٻ㕂㔶㠦ٻ㭧╖䞲ٻ㥚䟊ڃ蚶豵ڄṖٻ㌳䞶ٻṖ⓻㎇㧊ٻ㧞⓪ٻ䢮㧦ٻ⡦⓪ٻ㧊㠦ٻ㭖䞮⓪ٻ
㌂⧢㦒⪲㍲⽊ٻỊ⽋㰖⪏㦒⪲ٻ㩫䞮⓪ٻ㌂⧢㦚Ⱖٻ䞲┺ٻډ
ٽٻډڍ㦧 㦮⬢ٻ⧖ٽ㦧 䢮㧦Ṗٻ㌳䞲➢ٻ䎆ٻ㌳ⳛ㦮ٻ㥚䠮㠦㍲ٻ䣢⽋♮Ệ⋮ٻ㕂㔶㌗㦮ٻ
㭧╖䞲 ٻ㥚䟊Ṗ ٻ㩲Ệ♮₆₢㰖㦮 ٻὒ㩫㠦㍲ ٻ㦧 䢮㧦⯒ ٻ㥚䞮㡂 ٻ䞮⓪ ٻ㌗╊ബῂ㫆
ڃ粮裝ڄബ㧊㏷ബ㦧 㻮䂮ٻٻ㰚⬢❇ٻ㦮ٻ㫆䂮⯒Ⱖٻ䞲┺ٻډ
ٽٻډڎ㦧 㻮䂮ٻ⧖ٽ㦧 㦮⬢䟟㥚㦮ٻ䞮⋮⪲㍲ٻ㦧 䢮㧦㦮ٻ₆☚⯒ٻ䢫⽊䞮ἶٻ㕂㧻☯
㦮ٻ䣢⽋ٻ⁎ٻڇ㠦ٻ㌳ⳛ㦮ٻ㥚䠮㧊⋮ٻ㯳㌗㦮ٻ䡚㩖䞲ٻ㞛䢪⯒ٻ㰖䞮₆ٻ㥚䞮㡂ٻ₊
䧞ٻ䞚㣪⪲ٻ䞮⓪ٻ㻮䂮⯒Ⱖٻ䞲┺ٻډ
ٽٻډڏ㦧 㦮⬢㫛㌂㧦ٻ⧖ٽὖἚ⪏⻫ٻ㠦㍲ٻ㩫䞮⓪ٻ㠦ٻ⧒➆ٻ䀾✳䞲Ⳋٻ䠞ٻ⡦⓪ٻ㧦ỿ㦮ٻ
⻪㥚㠦㍲ ٻ㦧 䢮㧦㠦╖ ٻ䞲 ٻ㦧 㦮⬢⯒ ٻ㩲Ὃ䞮⓪ ٻ㦮⬢㧎ὒ ٻ㦧 ῂ㫆㌂⯒Ⱖ ٻ䞲
┺ٻډ
ٽٻډڐ㦧 㦮⬢₆ὖٽ㧊⧖ٻ㦮⬢⻫ ٻ㩲ڎ㫆㠦ٻ⯎➆ٻ㦮⬢₆ὖٻ㭧㠦㍲ٻ㧊⻫ٻ㠦ٻ⧒➆ٻ
㰖㩫♲ٻ㭧㞯㦧 㦮⬢㎒䎆ٻڇῢ㡃㦧 㦮⬢㎒䎆ٻڇ㩚ⶎ㦧 㦮⬢㎒䎆ٻڇ㰖㡃㦧 㦮⬢
㎒䎆ٻٻ㰖㡃㦧 㦮⬢₆ὖ㦚Ⱖٻ䞲┺ٻډ
ٽٻډڑῂ 㹾❇ٽ㧊⧖ٻ㦧 䢮㧦㦮ٻ㧊㏷ٻ❇ٻ㦧 㦮⬢㦮⳿ٻ㩗㠦ٻ㧊㣿♮⓪ٻ㧦☯㹾ٻڇ㍶ٻ
ٻ䟃Ὃ₆❇ٻ㦮ٻ㧊㏷㑮┾㦚Ⱖٻ䞲┺ٻډ
ٽٻډڒ㦧 㦮⬢₆ὖ❇ٽ㧊⧖ٻ㦧 㦮⬢₆ὖٻڇῂ 㹾❇㦮ٻ㤊㣿㧦ٻٻ㦧 㦮⬢㰖㤦㎒䎆
⯒Ⱖٻ䞲┺ٻډ
ٽٻډړ㦧 䢮㧦㧊㏷㠛ٽ㧊⧖ٻῂ 㹾❇㦚ٻ㧊㣿䞮㡂ٻ㦧 䢮㧦❇ٻ㦚ٻ㧊㏷䞮⓪ٻ㠛ڃ蔋ڄ㦚ٻ
Ⱖ䞲┺ڶ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ډ㩚ⶎṲ㩫ٻڸډڏډړډڌڌڋڍٻ
ٻ
㩲ڐڎ㫆㦮ڃڍ㦧 㦮⬢₆ὖٻ㣎㦮ٻ㦮⬢₆ὖٻڄ
㧊⻫ ٻ㠦 ٻ⯎➆ ٻ㦧 㦮⬢₆ὖ㦒⪲ ٻ㰖㩫㰖 ٻ㞚┞䞲 ٻ㦮⬢₆ὖ㧊 ٻ㦧 㦮⬢㔲㍺㦚㍺ ٻ䂮
ബ㤊㡗䞮⩺Ⳋ⽊ ٻỊ⽋㰖⪏㦒⪲ ٻ㩫䞮⓪ ٻ㔲㍺ബ㧎⩻❇ ٻ㦚 ٻṬ㿪㠊 ٻ㔲㧻ബῆ㑮ബῂ㼃
㧻㠦Ợٻ㔶ἶ䞮㡂㟒ٻ䞲┺ٻڇⰢ┺ٻډ㫛䞿⼧㤦㦮ٻἓ㤆㠦⓪⩂⁎ٻ䞮㰖ٻ㞚┞䞮┺ٻډ
ڶ㩚ⶎṲ㩫ٻڸډڏډړډڌڌڋڍٻ
ٻ
⻫ڶ′ٻڸڏڏ
ٻ

㦧

㦮⬢㠦ٻὖ䞲ٻ⮶⻫ٻ㔲䟟′䂯ٻ
ٻ

⌊㣿
㩲ڍڍ㫆ڃڃ㦧 䢮㧦ٻڄڄ
 㦧 㦮⬢㠦 ٻὖ䞲ڃ  ⮶⻫ ٻ㧊䞮ٽ⻫ٽ ٻ㧊⧒ ٻ䞲┺ ٻڄ㩲ڍ㫆㩲ڌ䢎㠦㍲⽊ٽ ٻỊ⽋㰖⪏㧊ٻ
㩫䞮⓪ٻ㧦┺ٻ⧖ٽ㦢ٻṗٻ䢎㦮ٻ㠊ⓦٻ䞮⋮㠦ٻ䟊╏䞮⓪ٻ㯳㌗㧊ٻ㧞⓪ٻ㧦⯒Ⱖٻ䞲┺ڗٻٻډṲ
㩫ٻڙډڔڌډڎډڋڌڋڍٻڇډڎڌډڑډړڋڋڍٻڇډڎډڎډړڋڋڍٻ
⼚ٻډڌ䚲ڌٻ㦮ٻ㦧 㯳㌗ٻٻ㧊㠦ٻ㭖䞮⓪ٻ㯳㌗ٻ
ٻډڍ㩲ڌ䢎㦮ٻ㯳㌗㦒⪲ٻ㰚䟟♶ٻṖ⓻㎇㧊ٻ㧞┺ἶٻ㦧 㦮⬢㫛㌂㧦Ṗٻ䕦┾䞮⓪ٻ㯳㌗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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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ٻڸڐڏ
ٻ

┺㭧㧊㣿㠛㏢㦮ٻ㞞㩚ὖⰂ㠦ٻὖ䞲ٻ䔏⼚⻫ٻ
ٻ

⌊㣿
㩲ڒڒ㫆ڃڃὖ⩾ٻٻ䟟㩫₆ὖ㦮ٻ
ٻ䐋⽊㌂䟃ٻڄڄ
ཛ⮶⻫ٻ⯎┺ٻ㠦┺ٻ⧒➆ٻ㭧㧊㣿㠛㦮ٻ䠞Ṗബ㧎Ṗബ❇⪳ബ㔶ἶ㑮Ⰲڃ㧊䞮ٽٻ䠞Ṗ❇ٽ㧊⧒ٻ
䞲┺ ٻ⯒ڄ䞮⓪ ٻ䟟㩫₆ὖڃ㧊䞮ٽ ٻ䠞Ṗὖ㼃ٽ㧊⧒ ٻ䞲┺ڄ㦖 ٻ䠞Ṗ❇㦚 ٻ䞲⋶ ٻ䎆ڏڌ ٻ㧒
㧊⌊㠦ٻ䟟㩫㞞㩚⪏㦒⪲ٻ㩫䞮⓪㠦┺ٻ⧒➆ٻ㭧㧊㣿㠛㏢㦮ٻ㏢㨂㰖⯒ٻὖ䞶䞮⓪ٻ㏢
⽎㧻 ٻ⡦⓪ ٻ㏢㍲㧻㠦Ợ┺ ٻ㦢 ٻṗ ٻ䢎㦮 ٻ㌂䟃㦚 ٻ䐋⽊䞮㡂㟒 ٻ䞲┺ڗ ٻډṲ㩫ٻ
ٻڙڑڍډڒډڒڌڋڍٻڇډڔڌډڌڌډڏڌڋڍٻڇډڎڍډڎډڎڌڋڍ
┺ٻډڌٻٻٻ㭧㧊㣿㠛㭒㦮ٻ㎇ⳛٻٻ㭒㏢ٻ
┺ٻډڍٻٻٻ㭧㧊㣿㠛㏢㦮ٻ㌗䢎ٻٻ㭒㏢ٻ
┺ٻډڎٻٻٻ㭧㧊㣿㠛㦮ٻ㠛㫛ٻٻ㡗㠛㧻Ⳋٻ㩗ٻ
ཛྷٻ䠞Ṗὖ㼃㦖┺ٻ㭧㧊㣿㠛㭒Ṗ┺ٻ㦢ٻṗٻ䢎㦮ٻ㠊ⓦٻ䞮⋮㠦ٻ䟊╏䞮⓪ٻ䟟㥚⯒ٻ䞮㡖㦚ٻ
➢㠦⓪ٻ⁎ٻ㔶ἶ⯒ٻ㑮Ⰲڃ莑翓ڄ䞲⋶ٻ䎆ڋڎ ٻ㧒ٻ㧊⌊㠦ٻ㏢⽎㧻ٻ⡦⓪ٻ㏢㍲㧻
㠦Ợٻ䐋⽊䞮㡂㟒ٻ䞲┺ٻٻډ
ٻډڌٻٻٻ䦊㠛ബ䘦㠛ٻ⡦⓪ٻ䦊㠛ٻ䤚ٻ㡗㠛㦮ٻ㨂Ṳڃ蠅筛ٻڄ
ٻډڍٻٻٻ㡗㠛⌊ٻ㣿㦮⼖ٻἓٻ
┺ٻډڎٻٻٻ㭧㧊㣿㠛㭒㦮⼖ٻἓٻ⡦⓪┺ٻ㭧㧊㣿㠛㭒ٻ㭒㏢㦮⼖ٻἓٻ
┺ٻډڏٻٻٻ㭧㧊㣿㠛㏢ٻ㌗䢎ٻ⡦⓪ٻ㭒㏢㦮⼖ٻἓڶ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ٻ㩚ⶎṲ㩫ٻڸډڋڎډڐډڌڌڋڍٻ
ٻ
⻫ڶ′ٻڸڑڏ
ٻ

ῃ⹒Ịṫ⽊䠮⻫ٻ
ٻ

⌊㣿
㩲ڌڏڏ㫆ڃڃ㣪㟧 㡂ٻڄڄ
ཛٻṖ㧛㧦㢖ٻ䞒㟧㧦㦮ٻ㰞⼧ٻڇ㌗ٻڇ㿲㌆❇ٻ㠦╖ٻ䞮㡂┺ٻ㦢ٻṗ䢎㦮ٻ㣪㟧 㡂⯒ٻ㔺
㔲䞲┺ٻډ
ٻډڌٻٻ㰚㺆ബỖ㌂ٻ
ٻډڍٻٻ㟓㩲ڃ蓌裄ڄബ䂮⬢㨂⬢㦮ٻ㰖 ٻ
ٻډڎٻٻ㻮䂮ബ㑮㑶ٻ⁎ٻٻ㦮ٻ䂮⬢ٻ
ٻډڏٻٻٻ㡞ബ㨂䢲ٻ
ٻډڐٻٻٻ㧛㤦ٻ
ٻډڑٻٻٻṚ䢎ٻ
ٻډڒ㧊㏷ڃ蝠莇ٻڄ
ཛྷ ٻ㩲ڌ䟃㠦 ٻ⯎➆ ٻ㣪㟧 㡂ڃ㧊䞮ٽ ٻ㣪㟧 㡂 ٻ⧒ٽ䞲┺ڄ㦮⻪ ٻ㥚ڃ㧊䞮ٽ㣪㟧 㡂╖㌗ٽ㧊
⧒ٻ䞲┺┺ٻ⓪ڄ㦢ٻṗٻ䢎㢖ٻṯ┺ڗٻډ㔶㍺ٻڙډڎډڍډڑڌڋڍٻ
ٻډڌٻٻٻ㩲ڌ䟃ٻṗٻ䢎㦮ٻ㣪㟧 㡂ڃ㩲ڌ䟃㩲ڍ䢎㦮ٻ㟓㩲⓪ٻ㩲㣎䞲┺ٻڕڄ㩲ڏ䟃㠦⽊ٻ⧒➆ٻỊ
⽋㰖㧻ὖ㧊 ゚ٻ㡂╖㌗㦒⪲ٻ㩫䞲ٻộ㦚ٻ㩲㣎䞲ٻ㧒㼊㦮ٻộٻ
 ٻډڍٻٻٻ㩲ڌ䟃㩲ڍ䢎㦮 ٻ㟓㩲 ٻڕ㩲ڌڏ㫆㦮ڎ㠦 ٻ⧒➆ ٻ㣪㟧 㡂╖㌗㦒⪲⽊ ٻỊ⽋㰖㧻ὖ㧊ٻ
ἆ㩫䞮㡂ٻἶ㔲䞲ٻộٻ
ཝٻ㣪㟧 㡂㦮࡞⻫ٻ㩞㹾࡞⻪㥚࡞㌗䞲❇ٻ㦮ٻ₆㭖㦖⽊ٻỊ⽋㰖⪏㦒⪲ٻ㩫䞲┺ٻٻډ
ڗṲ㩫ٻڙډڎډڍډڑڌڋڍٻ
ཞ⽊ ٻỊ⽋㰖㧻ὖ㦖 ٻ㩲ڎ䟃㠦 ٻ⧒➆ ٻ㣪㟧 㡂㦮 ٻ₆㭖㦚 ٻ㩫䞶 ٻ➢ ٻ㠛ⶊ⋮ ٻ㧒㌗㌳䢲㠦ٻ
㰖㧻㧊ٻ㠜⓪ٻ㰞䢮㠦╖ٻ䞲ٻ䂮⬢⽊ٻ❇ٻỊ⽋㰖⪏㦒⪲ٻ㩫䞮⓪ٻ㌂䟃㦖ٻ㣪㟧 㡂╖㌗
㠦㍲ٻ㩲㣎♮⓪ٻ㌂䟃ڃ㧊䞮 ゚ٽ㡂╖㌗ٽ㧊⧒ٻ䞲┺ڄ㦒⪲ٻ㩫䞶ٻ㑮ٻ㧞┺ڗٻډṲ㩫ٻڙډڎډڍډڑڌڋڍ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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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ٻ
㩲ڍڏڏ㫆ڃڃ㣪㟧₆ὖٻٻڄڄ
ཛ ٻ㣪㟧 㡂ڃṚ䢎㢖 ٻ㧊㏷㦖 ٻ㩲㣎䞲┺┺ ٻ⓪ڄ㦢 ٻṗ ٻ䢎㦮 ٻ㣪㟧₆ὖ㠦㍲ ٻ㔺㔲䞲┺ ٻډ㧊ٻ
ἓ㤆⽊ٻỊ⽋㰖㧻ὖ㦖ٻὋ㧋㧊⋮ٻῃṖ㩫㺛㠦゚ٻ㿪㠊ٻ㣪㟧₆ὖ㦒⪲ٻ㩗䞿䞮㰖ٻ㞚┞
䞲╖ٻ䐋⪏⪏㦒⪲ٻ㩫䞮⓪ٻ㦮⬢₆ὖ❇ٻ㦖ٻ㣪㟧₆ὖ㠦㍲ٻ㩲㣎䞶ٻ㑮ٻ㧞┺ٻډ
ٻډڌ㦮⬢⻫㠦ٻ⧒➆ٻṲ㍺♲ٻ㦮⬢₆ὖٻ
ٻډڍٻٻٻ㟓㌂⻫㠦ٻ♲⪳❇ٻ⧒➆ٻ㟓ῃٻ
ٻډڎ㟓㌂⻫ٻ㩲ڌڔ㫆㠦ٻ♲Ⱃ㍺ٻ⧒➆ٻ䞲ῃ䧂‖ٻ䞚㑮㦮㟓䛞㎒䎆ٻ
ٻډڏ㰖㡃⽊Ị⻫㠦⽊ٻ⯎➆ٻỊ㏢ബ⽊Ị㦮⬢㤦⽊ٻٻỊ㰖㏢ٻ
⏣ٻډڐٻٻٻ㠊㽢⽊ٻ❇ٻỊ㦮⬢⯒ٻ㥚䞲ٻ䔏⼚㫆䂮⻫㠦㍺ٻ⧒➆ٻ䂮♲⽊ٻỊ㰚⬢㏢ٻ
ཛྷ⽊ٻỊ⽋㰖㧻ὖ㦖ٻ䣾㥾㩗㧎ٻ㣪㟧 㡂⯒ٻ㥚䞮㡂ٻ䞚㣪䞮Ⳋ⽊ٻỊ⽋㰖⪏㦒⪲ٻ㩫䞮
⓪ٻ㠦ٻ⧒➆ٻ㔲㍺ബ㧻゚ബ㧎⩻ٻٻ㰚⬢ὒ⳿⽊ٻ❇ٻỊ⽋㰖⪏㦒⪲ٻ㩫䞮⓪ٻ₆㭖
㠦ٻ䟊╏䞮⓪ٻ㣪㟧₆ὖ㦚ٻ㩚ⶎ㣪㟧₆ὖ㦒⪲ٻ㧎㩫䞶ٻ㑮ٻ㧞┺ٻډ㧊ٻἓ㤆ٻ䟊╏ٻ㩚ⶎ
㣪㟧₆ὖ㠦ٻ㧎㩫㍲⯒ ٻ䞮㡂㟒ٻ䞲┺ٻډ
ཝ⽊ٻỊ⽋㰖㧻ὖ㦖ٻ㩲ڍ䟃㠦ٻ⧒➆ٻ㧎㩫㦖ٻ㣪㟧₆ὖ㧊┺ٻ㦢ٻṗٻ䢎㦮ٻ㠊ⓦٻ䞮⋮㠦ٻ
䟊╏䞮⓪ٻἓ㤆㠦⓪ٻ⁎ٻ㧎㩫㦚ٻ䀾㏢䞲┺ٻډ
ٻډڌٻٻٻ㩲ڍ䟃ٻ㩚┾㠦ٻ⯎➆ٻ㧎㩫₆㭖㠦╂⹎ٻ䞮Ợٻ♲ٻἓ㤆ٻ
ٻډڍٻٻٻ㩲ڍ䟃ٻ䤚┾㠦 ٻ⧒➆ٻ㦖ٻ㧎㩫㍲⯒⋿ٻ䞲ٻἓ㤆ٻ
ཞٻ㩲ڍ䟃㠦ٻ⧒➆ٻ㩚ⶎ㣪㟧₆ὖ㦒⪲ٻ㧎㩫♲ٻ㣪㟧₆ὖٻ⡦⓪ٻ㦮⬢⻫ٻ㩲ڎ㫆㦮ڏٻ㠦ٻ
➆⯎ ٻ㌗ 㫛䞿⼧㤦㠦╖ ٻ䞮㡂⓪ ٻ㩲ڌڏ㫆㩲ڎ䟃㠦 ٻ⯎➆ ٻ㣪㟧 㡂㦮 ٻ㩞㹾 ٻ ٻ㩲ڐڏ㫆
㠦ٻ⯎➆ٻ㣪㟧 㡂゚㣿㦚ٻ⯎┺ٻ㣪㟧₆ὖὒⰂ╂ٻ䞶ٻ㑮ٻ㧞┺ڗٻډṲ㩫ٻڙډڎډڍډڑڌڋڍٻ
ཟٻ㩲ڌ䟃ബ㩲ڍ䟃ٻٻ㩲ڏ䟃㠦ٻ⯎➆ٻ㣪㟧₆ὖ㦖ٻ㩫╏䞲ٻ㧊㥶ٻ㠜㧊ٻ㣪㟧 㡂⯒ٻỆ䞮
㰖ⴑٻ䞲┺ٻٻډ
ٻ

ٻ
⻫ڶٻ′ٻڸڒڏ
ٻ

ῃ⹒Ịṫ⽊䠮⻫ٻ㔲䟟⪏ٻ
ٻ

⌊㣿
⼚ڶ
⼚䚲ٻڸڎ
⽎㧎╊㌗䞲㞷㦮ٻ㌆㩫⻫ڃ㩲ڔڌ㫆㩲ڏ䟃ٻὖ⩾ٻڄ
⽎ٻډڌ㧎╊㌗䞲㞷㦖ٻ㰖㡃Ṗ㧛㧦㦮ٻ㎎╖⼚⽊ٻ䠮⬢╊ٻ㑮㭖ٻ⡦⓪ٻ㰗㧻ٻṖ㧛㧦㦮ٻṲ
㧎⼚⽊ٻ䠮⬢╊ٻ㑮㭖ڃ㧊䞮ٽٻ㌗䞲㞷₆㭖⽊䠮⬢ٻ⧒ٽ䞲┺ڄ㠦⁞ٻ⁎ٻ⧒➆ٻ㞷㦚Ⰲ╂ٻ
䞲┺ٻډ㧊ٻἓ㤆ٻ㌗䞲㞷₆㭖⽊䠮⬢㦮ٻῂ㼊㩗㧎ٻ㌆㩫ٻ₆㭖⻫❇ٻ㠦ٻὖ䞮㡂ٻ䞚㣪
䞲ٻ㌂䟃㦖⽊ٻỊ⽋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䞲┺ٻٻډ
 ٻډڍṖ㧛㧦 ٻ⡦⓪ ٻ䞒㟧㧦㦮⽎ ٻ㧎╊㌗䞲㞷㦖⳿⋮ ٻ㠦 ٻ⯎➆ ٻ㌗䞲㞷₆㭖⽊䠮⬢㦮 ٻῂ
Ṛ⼚⪲ٻṖ⳿㦮ٻ㌆㩫⻫㠦ٻ⧒➆ٻ㌆㩫䞲┺ٻډ
ٻٻٻṖ⽎ٻډ㧎╊㌗䞲㞷ٻ㌆㩫ٻ⻫ٻ
ٻڄڌἚ㌆㔳ٻ
䟊╏ٻ㡆☚⽎ٻ㧎╊㌗䞲㞷ٻژٻ㩚⎚☚⽎ٻ㧎╊㌗䞲㞷ٻശٻچٻڌڃٻ㩚ῃ㏢゚㧦ⶒṖ⼖☯⮶ٻڄ
ٻڄڍ㩚ῃ㏢゚㧦ⶒṖ⼖☯⮶㦖ٻ䐋Ἒ⻫ٻ㩲ڎ㫆㠦ٻ⧒➆ٻ䐋Ἒ㼃㧻㧊ٻ⎚ⰺٻἶ㔲䞮⓪ٻ
㩚㩚⎚☚㢖゚╖ ٻ䞲 ٻ㩚⎚☚ ٻ㩚ῃ㏢゚㧦ⶒṖ⼖☯⮶㦚 ٻ㩗㣿䞮♮ ٻ⁎ ٻڇ㩚ῃ㏢゚㧦ٻ
ⶒṖ⼖☯⮶㧊ڋڋڌٻ㦮ٻ⯒ڐٻ⍮⓪ٻἓ㤆㠦⓪ڋڋڌٻ㦮ٻ⯒ڐٻ㩗㣿䞲┺ٻډ
ڄڌٻڄڎ㦮ٻἚ㌆㔳㠦ٻ⧒➆ٻ䟊╏ٻ㡆☚⽎ٻ㧎╊㌗䞲㞷㦚ٻ㌆㩫䞲ٻἓ㤆㠦Ⱒڌٻ㤦Ⱒ⹎ٻ
㦮⁞ٻ㞷㦖ٻډ┺Ⰶ⻚ٻ
⋮⽎ٻډ㧎╊㌗䞲㞷ٻ㌆㩫┾ٻ㥚ٻ㌗䞲㞷₆㭖⽊䠮⬢㦮ٻῂṚٻ
ٻڄڌٻٻٻٻ㰖㡃Ṗ㧛㧦㧎ٻἓ㤆ٻ
Ṗٻڄ㌗䞲㞷₆㭖⽊䠮⬢Ṗٻ㩚㼊ٻ㰖㡃Ṗ㧛㧦㦮ٻ䞮㥚ڋڋڌٻ㦮ڋڌٻ㠦ٻ㌗╏䞮⓪ٻ⁞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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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ٻ
㞷㦒⪲㍲⽊ٻỊ⽋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㞷㦚ٻ⍮㰖ٻ㞠⓪ٻἓ㤆ٻ
⋮ٻڄ㌗䞲㞷₆㭖⽊䠮⬢Ṗٻ㩚㼊ٻ㰖㡃Ṗ㧛㧦㦮ٻ䞮㥚ڋڋڌٻ㦮ڋڌٻ㠦ٻ㌗╏䞮⓪⁞ٻ
㞷㦒⪲㍲⽊ٻỊ⽋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㞷㦚ٻ⍮ἶٻ䞮㥚ڋڋڌ ٻ㦮ٻ
ڋڎ㠦ٻ㌗╏䞮⓪⁞ٻ㞷㦒⪲㍲⽊ٻỊ⽋㰖㧻ὖ㧊ٻἶ㔲䞮⓪⁞ٻ㞷㦚ٻ⍮㰖ٻ㞠⓪ٻ
ἓ㤆ٻٻ
┺ٻڄ㌗䞲㞷₆㭖⽊䠮⬢Ṗٻ㩚㼊ٻ㰖㡃Ṗ㧛㧦㦮ٻ䞮㥚ڋڋڌٻ㦮ڋڎٻ㠦ٻ㌗╏䞮⓪⁞ٻ
㞷㦒⪲㍲⽊ٻỊ⽋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㞷㦚ٻ⍮ἶٻ䞮㥚ڋڋڌ ٻ㦮ٻ
ڋڐ㠦ٻ㌗╏䞮⓪⁞ٻ㞷㦒⪲㍲⽊ٻỊ⽋㰖㧻ὖ㧊ٻἶ㔲䞮⓪⁞ٻ㞷㦚ٻ⍮㰖ٻ㞠⓪ٻ
ἓ㤆ٻٻ
⧒ٻڄ㌗䞲㞷₆㭖⽊䠮⬢Ṗٻ㩚㼊ٻ㰖㡃Ṗ㧛㧦㦮ٻ䞮㥚ڋڋڌٻ㦮ڋڐٻ㠦ٻ㌗╏䞮⓪⁞ٻ
㞷㦒⪲㍲⽊ٻỊ⽋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㞷㦚ٻ⍮ἶٻ䞮㥚ڋڋڌٻ㦮ٻ
ڋڒ㠦ٻ㌗╏䞮⓪⁞ٻ㞷㦒⪲㍲⽊ٻỊ⽋㰖㧻ὖ㧊ٻἶ㔲䞮⓪⁞ٻ㞷㦚ٻ⍮㰖ٻ㞠
⓪ٻἓ㤆ٻٻ
ٻڄⰞٻٻٻٻٻٻٻ㌗䞲㞷₆㭖⽊䠮⬢Ṗٻ㩚㼊ٻ㰖㡃Ṗ㧛㧦㦮ٻ䞮㥚ڋڋڌٻ㦮ڋڒٻ㠦ٻ㌗╏䞮⓪⁞ٻ
㞷㦒⪲㍲⽊ٻỊ⽋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㞷㦚ٻ⍮ἶٻ䞮㥚ڋڋڌٻ㦮ٻ
ڋړ㠦 ٻ㌗╏䞮⓪⁞ ٻ㞷㦒⪲㍲⽊ ٻỊ⽋㰖㧻ὖ㧊 ٻἶ㔲䞮⓪⁞ ٻ㞷㦚 ٻ⍮㰖 ٻ㞠
⓪ٻἓ㤆ٻ
ٻڄٻٻٻٻٻٻٻ㌗䞲㞷₆㭖⽊䠮⬢Ṗٻ㩚㼊ٻ㰖㡃Ṗ㧛㧦㦮ٻ䞮㥚ڋڋڌٻ㦮ڋړٻ㠦ٻ㌗╏䞮⓪⁞ٻ
㞷㦒⪲㍲⽊ٻỊ⽋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㞷㦚ٻ⍮ἶٻ䞮㥚ڋڋڌٻ㦮ٻ
ڋڔ㠦 ٻ㌗╏䞮⓪⁞ ٻ㞷㦒⪲㍲⽊ ٻỊ⽋㰖㧻ὖ㧊 ٻἶ㔲䞮⓪⁞ ٻ㞷㦚 ٻ⍮㰖 ٻ㞠
⓪ٻἓ㤆ٻٻ
ٻٻٻٻٻٻٻ㌂ٻڄ㌗䞲㞷₆㭖⽊䠮⬢Ṗٻ㩚㼊ٻ㰖㡃Ṗ㧛㧦㦮ٻ䞮㥚ڋڋڌٻ㦮ڋڔٻ㠦ٻ㌗╏䞮⓪⁞ٻ
㞷㦒⪲㍲⽊ٻỊ⽋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㞷㦚ٻ⍮⓪ٻἓ㤆ٻ
ٻڄڍٻٻٻٻ㰗㧻Ṗ㧛㧦ٻ⡦⓪ٻ䞒㟧㧦㧎ٻἓ㤆ٻ
ٻٻٻٻٻٻٻṖٻڄ㌗䞲㞷₆㭖⽊䠮⬢Ṗٻ㩚㼊ٻ㰗㧻Ṗ㧛㧦㦮ٻ䞮㥚ڋڋڌٻ㦮ڋڌٻ㠦ٻ㌗╏䞮⓪⁞ٻ
㞷㦒⪲㍲⽊ٻỊ⽋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㞷㦚ٻ⍮㰖ٻ㞠⓪ٻἓ㤆ٻ
ٻڄ⋮ٻٻٻٻٻٻٻ㌗䞲㞷₆㭖⽊䠮⬢Ṗٻ㩚㼊ٻ㰗㧻Ṗ㧛㧦㦮ٻ䞮㥚ڋڋڌٻ㦮ڋڌٻ㠦ٻ㌗╏䞮⓪⁞ٻ
㞷㦒⪲㍲⽊ٻỊ⽋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㞷㦚ٻ⍮ἶٻ䞮㥚ڋڋڌٻ㦮ٻ
ڋڎ㠦 ٻ㌗╏䞮⓪⁞ ٻ㞷㦒⪲㍲⽊ ٻỊ⽋㰖㧻ὖ㧊 ٻἶ㔲䞮⓪⁞ ٻ㞷㦚 ٻ⍮㰖 ٻ㞠
⓪ٻἓ㤆ٻٻ
┺ٻڄ㌗䞲㞷₆㭖⽊䠮⬢Ṗٻ㩚㼊ٻ㰗㧻Ṗ㧛㧦㦮ٻ䞮㥚ڋڋڌٻ㦮ڋڎٻ㠦ٻ㌗╏䞮⓪⁞ٻ
㞷㦒⪲㍲⽊ٻỊ⽋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㞷㦚ٻ⍮ἶٻ䞮㥚ڋڋڌٻ㦮ٻ
ڋڐ㠦ٻ㌗╏䞮⓪⁞ٻ㞷㦒⪲⽊ٻỊ⽋㰖㧻ὖ㧊ٻἶ㔲䞮⓪⁞ٻ㞷㦚ٻ⍮㰖ٻ㞠⓪ٻ
ἓ㤆ٻ
ٻڄ⧒ٻٻٻٻٻٻٻ㌗䞲㞷₆㭖⽊䠮⬢Ṗٻ㩚㼊ٻ㰗㧻Ṗ㧛㧦㦮ٻ䞮㥚ڋڋڌٻ㦮ڋڐٻ㠦ٻ㌗╏䞮⓪⁞ٻ
㞷㦒⪲㍲⽊ٻỊ⽋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㞷㦚ٻ⍮ἶٻ䞮㥚ڋڋڌٻ㦮ٻ
ڋڒ㠦 ٻ㌗╏䞮⓪⁞ ٻ㞷㦒⪲㍲⽊ ٻỊ⽋㰖㧻ὖ㧊 ٻἶ㔲䞮⓪⁞ ٻ㞷㦚 ٻ⍮㰖 ٻ㞠
⓪ٻἓ㤆ٻ
Ⱎ ٻڄ㌗䞲㞷₆㭖⽊䠮⬢Ṗ ٻ㩚㼊 ٻ㰗㧻Ṗ㧛㧦㦮 ٻ䞮㥚ڋڋڌ ٻ㦮ڋڒ ٻ㠦 ٻ㌗╏䞮⓪⁞ ٻ
㞷㦒⪲㍲⽊ٻỊ⽋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㞷㦚ٻ⍮ἶٻ䞮㥚ڋڋڌٻ㦮ٻ
ڋړ㠦 ٻ㌗╏䞮⓪⁞ ٻ㞷㦒⪲㍲⽊ ٻỊ⽋㰖㧻ὖ㧊 ٻἶ㔲䞮⓪⁞ ٻ㞷㦚 ٻ⍮㰖 ٻ㞠
⓪ٻἓ㤆ٻ
 ٻڄ㌗䞲㞷₆㭖⽊䠮⬢Ṗ ٻ㩚㼊 ٻ㰗㧻Ṗ㧛㧦㦮 ٻ䞮㥚ڋڋڌ ٻ㦮ڋړ ٻ㠦 ٻ㌗╏䞮⓪⁞ ٻ
㞷㦒⪲㍲⽊ٻỊ⽋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㞷㦚ٻ⍮ἶٻ䞮㥚ڋڋڌٻ㦮ٻ
ڋڔ㠦 ٻ㌗╏䞮⓪⁞ ٻ㞷㦒⪲㍲⽊ ٻỊ⽋㰖㧻ὖ㧊 ٻἶ㔲䞮⓪⁞ ٻ㞷㦚 ٻ⍮㰖 ٻ㞠
⓪ٻἓ㤆ٻ
㌂ٻڄ㌗䞲㞷₆㭖⽊䠮⬢Ṗٻ㩚㼊ٻ㰗㧻Ṗ㧛㧦㦮ٻ䞮㥚ڋڋڌٻ㦮ڋڔٻ㠦ٻ㌗╏䞮⓪⁞ٻ
㞷㦒⪲㍲⽋ٻ㰖㧻ὖ㧊ٻ㩫䞮㡂ٻἶ㔲䞮⓪⁞ٻ㞷㦚ٻ⍮⓪ٻἓ㤆ٻ
ٻ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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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 ٻڸړڏ
ٻ

Ὃ㰗㍶Ệ⻫ٻ
ٻ

⌊㣿
㩲ڍڍڍڍ㫆ڃڃ㍶Ệ㏢㏷ڄ
ٻٻڄ
ཛ╖ٻ䐋⪏㍶Ệٻٻῃ䣢㦮㤦㍶Ệ㠦ٻ㧞㠊㍲ٻ㍶Ệ㦮ٻ䣾⩻㠦ٻὖ䞮㡂ٻ㧊㦮Ṗٻ㧞⓪ٻ㍶Ệ
㧎ബ㩫╏ڃ䤚⽊㧦⯒㿪㻲䞲 ٻ㩫╏㠦 ٻ䞲䞲┺ ٻڄ⡦⓪ ٻ䤚⽊㧦⓪ ٻ㍶Ệ㧒䎆ڋڎ ٻ㧒 ٻ㧊⌊
㠦╏ ٻ䟊 ٻ㍶Ệῂ㍶ỆὖⰂ㥚㤦䣢㥚㤦㧻㦚 ٻ䞒ἶ⪲ ٻ䞮㡂⻫╖ ٻ㤦㠦 ٻ㏢⯒ ٻ㩲₆䞶 ٻ㑮ٻ
㧞┺ٻډ
ཛྷٻ㰖㦮䣢㦮㤦ٻٻ㰖㧦䂮┾㼊㦮ٻ㧻㦮ٻ㍶Ệ㠦ٻ㧞㠊㍲ٻ㍶Ệ㦮ٻ䣾⩻㠦ٻὖ䞲ٻ㩲ڋڍڍ
㫆㦮ٻἆ㩫㠦⽋ٻ㧊㧞⓪ٻ㏢㼃㧎╏ڃ㍶㧎㦚ٻ䙂䞾䞲┺ڄ㦖ٻ䟊╏ٻ㏢㼃㠦╖ٻ䞮㡂ٻ₆ṗٻ
⡦⓪ ٻṗ䞮 ٻἆ㩫㧊 ٻ㧞⓪ ٻἓ㤆ڃ㩲ڋڍڍ㫆 ٻ㩲ڌ䟃㦮 ٻ₆Ṛ⌊ ٻ㠦 ٻἆ㩫䞮㰖 ٻ㞚┞䞲ٻ⯒➢ ٻ
䙂䞾䞲┺ڄ㠦⓪ ٻ䟊╏ ٻ㍶Ệῂ㍶ỆὖⰂ㥚㤦䣢 ٻ㥚㤦㧻㦚 ٻڇ㧎㣿ἆ㩫㧊 ٻ㧞⓪ ٻἓ㤆㠦⓪ٻ
⁎ٻ㧎㣿ἆ㩫㦚ٻ䞲ٻ㍶ỆὖⰂ㥚㤦䣢ٻ㥚㤦㧻㦚ٻ䞒ἶ⪲ٻ䞮㡂ٻ⁎ٻἆ㩫㍲⯒ٻ㦖⋶ڃ㩲
ڋڍڍ㫆ٻ㩲ڌ䟃㦮ٻ₆Ṛ⌊ٻ㠦ٻἆ㩫䞮㰖ٻ㞚┞䞲➢ٻ㠦⓪ٻ⁎ٻ₆Ṛ㧊ٻ㫛⬢♲ڄ⋶ٻ䎆ڋڌٻ
㧒ٻ㧊⌊㠦╖⪖゚ٻ䚲㔲ബ☚㦮㤦㍶Ệٻٻ㔲ബ☚㰖㌂㍶Ệ㠦ٻ㧞㠊㍲⓪⻫╖ٻ㤦㠦ٻڇ㰖
㡃ῂ㔲ബ☚㦮㤦㍶Ệ ٻڇ㧦䂮ῂബ㔲ബῆ㦮㤦㍶Ệ ٻ ٻ㧦䂮ῂബ㔲ബῆ㦮 ٻ㧻 ٻ㍶Ệ㠦ٻ
㧞㠊㍲⓪ٻ⁎ٻ㍶Ệῂ⯒ٻὖ䞶䞮⓪ٻἶ❇⻫㤦㠦ٻ㏢⯒ٻ㩲₆䞶ٻ㑮ٻ㧞┺ٻٻډ
ڗṲ㩫ٻڙډڐڍډڌډڋڌڋڍٻڇډڒډڎډڍڋڋڍٻ
ཝٻ㩲ڌ䟃ٻ⡦⓪ٻ㩲ڍ䟃㠦ٻ⧒➆ٻ䞒ἶ⪲ٻ♶ٻ㥚㤦㧻㧊ٻῦ㥚♲➢ٻ㠦⓪ٻ䟊╏ٻ㍶ỆὖⰂ㥚㤦䣢ٻ
㥚㤦ٻ㩚㤦㦚ٻ䞒ἶ⪲ٻ䞲┺ڗٻډṲ㩫ٻڙډڐڍډڌډڋڌڋڍٻ
ٻ

㩲ڎڍڍ㫆╏ڃ㍶㏢㏷ٻڄ
ཛ╖ ٻ䐋⪏㍶Ệٻٻῃ䣢㦮㤦㍶Ệ㠦ٻ㧞㠊㍲╏ٻ㍶㦮ٻ䣾⩻㠦ٻ㧊㦮Ṗٻ㧞⓪ٻ㩫╏ڃ䤚⽊㧦⯒ٻ
㿪㻲䞲ٻ㩫╏㠦ٻ䞲䞲┺ٻڄ⡦⓪ٻ䤚⽊㧦⓪╏ٻ㍶㧎ἆ㩫㧒䎆ڋڎٻ㧒㧊⌊㠦ٻ㩲ڍڐ㫆㩲ڌ䟃ബ
㩲ڎ䟃 ٻ⡦⓪ ٻ㩲ڍڔڌ㫆㩲ڌ䟃䎆 ٻ㩲ڎ䟃₢㰖㦮 ٻ㌂㥶㠦 ٻ䟊╏䞾㦚 ٻ㧊㥶⪲ ٻ䞮⓪➢ ٻ㠦⓪ٻ
╏㍶㧎㦚 ٻڇ㩲ڒړڌ㫆╖ڃ䐋⪏╏㍶㧎㦮 ٻἆ㩫ബὋἶബ䐋㰖ڄ㩲ڌ䟃ബ㩲ڍ䟃 ٻڇ㩲ړړڌ㫆ڃ㰖
㡃ῂῃ䣢㦮㤦╏㍶㧎㦮ٻἆ㩫ബὋἶബ䐋㰖ڄ㩲ڌ䟃⌊ٻ㰖ٻ㩲ڏ䟃ٻڇ㩲ڔړڌ㫆╖⪖゚ڃ䚲ῃٻ
ٻٻ䣢㦮㤦㦮㍳㦮⺆ٻὒ╏ٻ㍶㧎㦮ٻἆ㩫ബὋἶബ䐋㰖ٻڄ⡦⓪ٻ㩲ڏڔڌ㫆╏ڃ㍶㧎㦮ٻ㨂ἆ㩫
ὒ╖⪖゚ٻ䚲ῃ䣢㦮㤦㦮㍳╖⪖゚ٻٻ䚲㰖㦮䣢㦮㤦㦮㍳㦮ٻ㨂⺆ڄ㩲ڏ䟃㦮ٻ′㩫㠦ٻ
㦮䞲ٻἆ㩫㦮ٻ㥚⻫㦚ٻ㧊㥶⪲ٻ䞮⓪➢ٻ㠦⓪╖ٻ䐋⪏㍶Ệ㠦ٻ㧞㠊㍲⓪╏ٻ⁎ٻ㍶㧎㦚ٻἆ
㩫䞲ٻ㭧㞯㍶ỆὖⰂ㥚㤦䣢㥚㤦㧻ٻ⡦⓪ٻῃ䣢㦮㧻㦚ٻڇῃ䣢㦮㤦㍶Ệ㠦ٻ㧞㠊㍲⓪╏ٻ䟊ٻ
㍶Ệῂ ٻ㍶ỆὖⰂ㥚㤦䣢㥚㤦㧻㦚 ٻṗṗ ٻ䞒ἶ⪲ ٻ䞮㡂⻫╖ ٻ㤦㠦 ٻ㏢⯒ ٻ㩲₆䞶 ٻ㑮 ٻ㧞
┺ڗٻډṲ㩫ٻڙډڍڌډڎډڋڌڋڍٻڇډڐڍډڌډڋڌڋڍٻڇډڏډړډڐڋڋڍٻڇډڒډڎډڍڋڋڍٻڇډڑڌډڍډڋڋڋڍٻ
ཛྷٻ㰖㦮䣢㦮㤦ٻٻ㰖㧦䂮┾㼊㦮ٻ㧻㦮ٻ㍶Ệ㠦ٻ㧞㠊㍲╏ٻ㍶㦮ٻ䣾⩻㠦ٻὖ䞲ٻ㩲ڋڍڍ
㫆㦮 ٻἆ㩫㠦⽋ ٻ㧊 ٻ㧞⓪ ٻ㏢㼃㧎 ٻ⡦⓪╏ ٻ㍶㧎㧎 ٻ䞒㏢㼃㧎ڃ㩲ڔڌڍ㫆㩲ڍ䟃 ٻ䤚┾㠦ٻ
➆⧒ٻ㍶Ệῂ㍶ỆὖⰂ㥚㤦䣢ٻ㥚㤦㧻㧊ٻ䞒㏢㼃㧎㧎ٻἓ㤆㠦⓪╏ٻ㍶㧎㦚ٻ䙂䞾䞲┺ڄ㦖ٻ
䟊╏ٻ㏢㼃㠦╖ٻ䞮㡂ٻ₆ṗٻ⡦⓪ٻṗ䞮ٻἆ㩫㧊ٻ㧞⓪ٻἓ㤆ڃ㩲ڋڍڍ㫆㩲ڌ䟃㦮ٻ₆Ṛ⌊ٻ㠦ٻ
ἆ㩫䞮㰖ٻ㞚┞䞲ٻ⯒➢ٻ䙂䞾䞲┺ڄ㠦⓪╏ٻ㍶㧎ڃ㩲ڔڌڍ㫆㩲ڍ䟃ٻ䤚┾㦚ٻ㧊㥶⪲ٻ䞮⓪➢ٻ
㠦⓪ ٻὖ䞶㍶Ệῂ㍶ỆὖⰂ㥚㤦䣢 ٻ㥚㤦㧻㦚Ⱖ ٻ䞲┺ڄ㦚 ٻڇ㧎㣿ἆ㩫㧊 ٻ㧞⓪ ٻἓ㤆㠦⓪ٻ
⁎ٻ㧎㣿ἆ㩫㦚ٻ䞲ٻ㍶ỆὖⰂ㥚㤦䣢ٻ㥚㤦㧻㦚ٻ䞒ἶ⪲ٻ䞮㡂ٻ⁎ٻἆ㩫㍲⯒ٻ㦖ڃ⋶ٻ㩲
ڋڍڍ㫆㩲ڌ䟃㦮 ٻ₆Ṛ⌊ٻ㠦ٻἆ㩫䞮㰖ٻ㞚┞䞲➢ ٻ㠦⓪ٻ⁎ٻ₆Ṛ㧊 ٻ㫛⬢♲ڄ⋶ٻ䎆ڋڌٻ㧒ٻ
㧊⌊㠦╖⪖゚ٻ䚲㔲ബ☚㦮㤦㍶Ệٻٻ㔲ബ☚㰖㌂㍶Ệ㠦ٻ㧞㠊㍲⓪⻫╖ٻ㤦㠦ٻڇ㰖㡃ῂ㔲
ബ☚㦮㤦㍶Ệ ٻڇ㧦䂮ῂബ㔲ബῆ㦮㤦㍶Ệ ٻ ٻ㧦䂮ῂബ㔲ബῆ㦮 ٻ㧻㍶Ệ㠦 ٻ㧞㠊㍲⓪ٻ
⁎ ٻ㍶Ệῂ⯒ ٻὖ䞶䞮⓪ ٻἶ❇⻫㤦㠦 ٻ㏢⯒ ٻ㩲₆䞶 ٻ㑮 ٻ㧞┺ڗ ٻډṲ㩫ٻڇډڒډڎډڍڋڋڍ ٻ
ٻڙډڐڍډڌډڋڌڋڍ
ཝٻ㩲ڌ䟃ٻ⡦⓪ٻ㩲ڍ䟃㠦ٻ⧒➆ٻ䞒ἶ⪲ٻ♶ٻ㥚㤦㧻㧊ٻῦ㥚♲➢ٻ㠦⓪ٻ䟊╏ٻ㍶ỆὖⰂ㥚㤦
䣢ٻ㥚㤦ٻ㩚㤦㦚ٻڇῃ䣢㦮㧻㧊ٻῦ㥚♲➢ٻ㠦⓪ٻ㦮㧻㭧ڌٻ㧎㦚ٻ䞒ἶ⪲ٻ䞲┺ٻٻډ
ڗṲ㩫ٻڙډڐڍډڌډڋڌڋڍٻ
ཞٻ㩲ڌ䟃ٻٻ㩲ڍ䟃㦮ٻ′㩫㠦ٻ㦮䞮㡂ٻ䞒ἶ⪲╏ٻ♶ٻ㍶㧎㧊ٻ㌂䑊ബ㌂ⰳ䞮Ệ⋮ٻ㩲ڍڔڌ㫆㩲
ڍ䟃㦮ٻ′㩫㠦ٻ㦮䞮㡂╏ٻ㍶㦮ٻ䣾⩻㧊ٻ㌗㔺♮Ệ⋮ٻṯ㦖㫆㩲ڎ䟃㦮ٻ′㩫㠦ٻ㦮䞮㡂╏ٻ
㍶㧊ⶊٻ䣾⪲➢ٻ♲ٻ㠦⓪╖ٻ䐋⪏㍶Ệ㠦ٻ㧞㠊㍲⓪ⶊ⻫ٻ㧻ὖ㦚ٻڇῃ䣢㦮㤦㍶Ệബ㰖
㦮䣢㦮㤦ٻٻ㰖㧦䂮┾㼊㦮ٻ㧻㦮ٻ㍶Ệ㠦ٻ㧞㠊㍲⓪ٻὖ䞶ἶ❇Ỗ㺆㼃Ỗ㌂㧻㦚ٻ䞒
ἶ⪲ٻ䞲┺ٻ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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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ڔڏ
ٻ

䞲㦮㟓ٻ㥷㎇⻫ٻ
ٻ

⌊㣿
㩲ڍڍ㫆ڃڃ㩫㦮ٻٻڄڄ
㧊⻫ٻ㠦㍲ٻ㌂㣿䞮⓪ٻ㣿㠊㦮⦑ٻ㦖┺ٻ㦢ὒٻṯ┺ٻډ
ٽ ٻډڌٻٻ䞲㦮㟓ٽ㧊⧖ٻ㤆Ⰲ㦮ٻ㍶㫆✺⪲䎆ٻ㩚䐋㩗㦒⪲⩺⌊ٻ㡺⓪ٻ䞲㦮䞯ڃ豈蝉谷ڄ㦚ٻ₆㽞
⪲ ٻ䞲ٻ䞲㦮⬢䟟㥚㢖 ٻ㧊⯒ ٻ₆㽞⪲ ٻ䞮㡂 ٻὒ䞯㩗㦒⪲ ٻ㦧㣿ബṲ䞲 ٻ䞲㦮⬢䟟
㥚ڃ㧊䞮ٽٻ䞲㦮⬢ٻ⧒ٽ䞲┺ٻٻڄ䞲㟓㌂ڃ豈蓌艃Ⱖٻ⯒ڄ䞲┺ٻډ
ٽ ٻډڍٻٻ䞲㟓㌂ ٻ⧖ٽ䞲㟓㦮 ٻ㌳㌆ڶ䞲㟓㨂ڃ豈蓌蠊 ٻڄ㨂⺆⯒ ٻ䙂䞾䞲┺ڸബṖὋബ㩲㫆ബ㫆㩲
ബ㑮㧛ബ䕦ⰺബṦ㩫ബ⽊ὖٻ⡦⓪ٻ⁎ٻ㠦ٻ䞲㟓䞯ٻ₆㑶㠦ٻὖ⩾♲ٻ㌂䟃㦚Ⱖٻ䞲┺ٻډ
ٽٻډڎٻٻ䞲㦮㟓₆㑶ٽ㧊⧖ٻ䞲㦮㟓㦚ٻ䙂䞾䞮㡂ٻ䞲㟓㩲㩲ڃ䞲㟓㩲㩲ٻڇ䞲㟓㦚ٻ䞲ٻ㤦Ⰲ㠦ٻ
➆⧒ٻ㩲㫆䞲ٻộ㦚Ⱖٻ䞲┺ٻډ㧊䞮ٻ㩲ڐ䢎㠦㍲ٻṯ┺ٻٻڄ䞲㟓㨂ٻ㨂⺆ڃ㤆㑮ٻ䛞㫛ٻṲ
㦚ٻ䙂䞾䞲┺ڄബ㩲㫆ബ㥶䐋ബ⽊ὖٻ❇ٻ䞲㦮㟓ὒٻὖ⩾䞲ٻ✶⳾ٻ㌗䛞ٻٻ㍲゚㓺㠦ٻ
ὖ⩾♲ٻ₆㑶⪲㍲╖ٻ䐋⪏⪏㦒⪲ٻ㩫䞮⓪ٻộ㦚Ⱖٻ䞲┺ٻډ
ٽٻډڏٻٻ䞲㟓ٽ㧊⧖ⶒ☯ٻബ㔳ⶒٻ⡦⓪ٻὧⶒ㠦㍲ٻ㺚䀾♲ٻộ㦒⪲㍲ٻ㭒⪲ٻ㤦䡫╖⪲ٻỊ㫆ബ
㩞┾ٻ⡦⓪ٻ㩫㩲♲ٻ㌳㟓ڃ苇蓌ڄ㦚Ⱖٻ䞲┺ٻډ
ٽٻډڐ䞲㟓㨂ٻ⧖ٽ䞲㟓ٻ⡦⓪ٻ䞲㟓㩲㩲⯒ٻ㩲㫆䞮₆ٻ㥚䞮㡂ٻ㌂㣿♮⓪ٻ㤦⬢ٻ㟓㨂⯒Ⱖٻ
䞲┺ٻډ
ڶ㩚ⶎṲ㩫ٻڸډڍڍډڋڌډڍڌڋڍٻ
ٻ
⻫ڶ′ٻڸڋڐ
ٻ

䞯㤦㦮Ⱃ㍺ٻബ㤊㡗ٻٻὒ㣎ᾦ㔋㠦ٻὖ䞲ٻ⮶⻫ٻ
ٻ

⌊㣿
㩲ڍڍ㫆ڃڃ㩫㦮ٻڄڄ
㧊⻫ٻ㠦㍲ٻ㌂㣿䞮⓪ٻ㣿㠊㦮⦑ٻ㦖┺ٻ㦢ὒٻṯ┺ڗٻډṲ㩫ٻڙډڔڌډڌډڑڌڋڍٻڇډڐڍډڒډڌڌڋڍٻڇډړڍډڎډړڋڋڍٻ
ٽٻډڌ䞯㤦ٽ㧊⧖ٻ㌂㧎ڃ艪蝸ڄ㧊╖ٻ䐋⪏⪏㦒⪲ٻ㩫䞮⓪ٻ㑮ٻ㧊㌗㦮ٻ䞯㔋㧦ٻ⡦⓪ٻ䔏㩫┺
㑮㦮ٻ䞯㔋㧦㠦Ợڋڎٻ㧒ٻ㧊㌗㦮ٻᾦ㔋ὒ㩫ڃᾦ㔋ὒ㩫㦮⽋ٻ㦒⪲ٻᾦ㔋㧒㑮Ṗڋڎٻ㧒ٻ
㧊㌗㧊 ٻ⓪♮ ٻἓ㤆⯒ ٻ䙂䞾䞲┺ ٻډ㧊䞮 ٻṯ┺ڄ㠦 ٻ⧒➆ ٻ㰖㔳ബ₆㑶ڃ₆⓻㦚 ٻ䙂䞾䞲
┺ٻډ㧊䞮ٻṯ┺ڄബ㡞⓻㦚ٻᾦ㔋ڃ㌗ 䞯ᾦٻ㰚䞯㠦ٻ䞚㣪䞲ٻ䄾㍺䕛ٻ❇ٻ㰖☚⯒ٻ䞮⓪ٻ
ἓ㤆㢖ٻ㩫⽊䐋㔶₆㑶❇ٻ㦚ٻ䢲㣿䞮㡂ٻ㤦ỿ㦒⪲ٻᾦ㔋䞮⓪ٻἓ㤆⯒ٻ䙂䞾䞲┺ٻډ㧊䞮ٻ
ṯ┺ڄ䞮Ệ⋮ڋڎٻ㧒ٻ㧊㌗ٻ䞯㔋㧻㏢⪲ٻ㩲Ὃ♮⓪ٻ㔲㍺㦚Ⱖٻ䞲┺┺ٻڇⰢ┺ٻډ㦢ٻṗ⳿ٻ
㦮ٻ㠊ⓦٻ䞮⋮㠦ٻ䟊╏䞮⓪ٻ㔲㍺㦖ٻ㩲㣎䞲┺ٻډ
Ṗٻډ㥶㞚ᾦ㥷⻫ٻڇ㽞ബ㭧❇ᾦ㥷⻫ٻڇἶ❇ᾦ㥷⻫ٻ⁎ٻڇ㦮⪏⻫ٻ㠦➆ٻ
⯎ٻ䞯ᾦٻ
⋮☚ٻډ㍲ὖബⶒὖٻٻὒ䞯ὖٻ
┺ٻډ㌂㠛㧻❇ٻ㦮ٻ㔲㍺⪲㍲ٻ㏢㏣ٻ㰗㤦㦮ٻ㡆㑮⯒ٻ㥚䞲ٻ㔲㍺ٻ
⧒ٻډ䘟㌳ᾦ㥷⻫㠦ٻ⧒➆ٻ㧎Ṗബ❇⪳ബ㔶ἶٻ⡦⓪⽊ٻἶ♲ٻ䘟㌳ᾦ㥷㔲㍺ٻ
Ⱎ⪲⁒ٻډ㧦㰗㠛⓻⩻ٻṲ⻫㠦ٻ⯎➆ٻ㰗㠛⓻⩻Ṳ䤞⩾㔲㍺㧊⋮ٻ⁎ٻ㠦ٻ䘟
㌳ᾦ㥷㠦ٻὖ䞲⮶⻫ٻ⯎┺ٻ㠦㍺ٻ⧒➆ٻ䂮♲ٻ㔲㍺ٻ
⪲☚ٻډᾦ䐋⻫㠦ٻ⯎➆ٻ㧦☯㹾㤊㩚䞯㤦ٻ
㌂ٻډ㭒䌳⻫ٻ㩲ڍ㫆㩲ڎ䢎㠦ٻ⯎➆ٻὋ☯㭒䌳㠦ٻỆ㭒䞮⓪ٻ㧦ṖٻὋ☯㦒⪲ٻὖⰂ䞮
⓪ٻ㔲㍺⪲㍲ٻṯ㦖ٻ⻫ٻ㩲ڎڏ㫆㠦ٻ⯎➆ٻ㧛㭒㧦╖䚲䣢㦮㦮ٻ㦮ἆ㦚ٻ䐋䞮㡂ٻ㡗
Ⰲ⯒⳿ٻ㩗㦒⪲ٻ䞮㰖ٻ㞚┞䞮ἶٻ㧛㭒⹒㦚ٻ㥚䞲ٻᾦ㥷㦚ٻ䞮₆ٻ㥚䞮㡂㍺ٻ䂮䞮ٻ
Ệ⋮ٻ㌂㣿䞮⓪ٻ㔲㍺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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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
ٽٻډڍᾦ㔋㏢ٻ⧖ٽ㩲ڏ䢎㠦ٻ⯎➆ٻὒ㣎ᾦ㔋㦚ٻ䞮⓪ٻ㔲㍺⪲㍲ٻ䞯㤦ٻٻ㩲ڌ䢎ٻṗ⳿ٻ㦮ٻ㔲
㍺㧊ٻ㞚┢ٻ㔲㍺㦚Ⱖٻ䞲┺ٻډ
ٽ ٻډڎṲ㧎ὒ㣎ᾦ㔋㧦┺ ٻ⧖ٽ㦢 ٻṗ⳿ ٻ㦮 ٻ㔲㍺㠦㍲ ٻᾦ㔋゚❇㦚 ٻἶ ٻὒ㣎ᾦ㔋㦚 ٻ䞮⓪ٻ
㧦⯒Ⱖٻ䞲┺ٻډ
Ṗٻډ䞯㔋㧦㦮ٻ㭒Ệ㰖ٻ⡦⓪ٻᾦ㔋㧦㦮ٻ㭒Ệ㰖⪲㍲ٻỊ㿫⻫ٻ㩲ڍ㫆㩲ڍ䟃㠦ٻ⯎➆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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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ٻڇ㰖㩫Ṧ㡒⼧ ٻڇ㎎Ἒ⽊Ị₆ῂ ٻṦ㔲╖㌗ ٻṦ㡒⼧ ٻڇ㌳ⶒ䎢⩂Ṧ㡒⼧ ٻڇ㎇ⰺṲṦ㡒
⼧ٻڇ㧎㑮ڃ蝸莩ڄὋ䐋Ṧ㡒⼧ٻٻ㦮⬢ὖ⩾Ṧ㡒⼧㦚Ⱖٻ䞲┺ٻډ
ٽٻډڍ㩲ڌῆṦ㡒⼧ٽ㧊⧖Ⱎٻ㔲⓪ٻⶒٻ⡦⓪ٻ㔳䛞㦚ⰺٻṲ⪲ٻ㌳䞮ἶٻ㰧┾ٻ㌳㦮ٻ㤆⩺Ṗٻ
䄺㍲ٻ㌳ٻ⡦⓪ٻ㥶䟟ٻ㯟㔲ٻ㡃╖㺛㦚ٻ㑮Ⱃ䞮㡂㟒ٻ䞮⓪┺ٻ㦢ٻṗ⳿ٻ㦮ٻṦ㡒⼧㦚ٻ
Ⱖ䞲┺ٻډ
Ṗٻډ䆲⩞⧒ٻ
⋮ٻډ㧻䕆䛎㓺ٻ
┺ٻډ䕢⧒䕆䛎㓺ٻ
⧒ٻډ㎎‶㎇㧊㰞ٻ
Ⱎٻډ㧻㿲䡞㎇╖㧻‶Ṧ㡒㯳ٻ
ڜٻډ䡫Ṛ㡒ٻ
ٽٻډڎ㩲ڍῆṦ㡒⼧ٽ㧊⧖ٻ㡞㩧㫛㦚ٻ䐋䞮㡂ٻ㡞ٻٻὖⰂṖٻṖ⓻䞮㡂ٻῃṖ㡞㩧㫛㌂
㠛㦮╖ٻ㌗㧊┺ٻ⓪♮ٻ㦢ٻṗ⳿ٻ㦮ٻṦ㡒⼧㦚Ⱖٻ䞲┺ٻډ
Ṗ❪ٻډ䝚䎢Ⰲ㞚ٻ
⋮⺇ٻډ㧒䟊ڃ腆螔豱ٻڄ
┺ٻډ䕢㌗䛣ڃ讣芠谓ٻڄ
⧒ٻډ䢣㡃ڃ贞蔬ٻڄ
Ⱎٻډ㥶䟟㎇㧊䞮㍶㡒ڃ蛧貇茴蝣谨茌蕭ٻڄ
ٻډ䛣㰚ڃ谓覱ٻڄ
㌂ٻډ䙊Ⰲ㡺ٻ
㞚ڝٻډ䡫Ṛ㡒ٻ
㧦ٻډ㧒⽎␢㡒ٻ
㹾ٻډ㑮⚦ڃ莤纺ٻڄ
䃊ڽٻډ䡫䠺⳾䞚⬾㓺㧎䝢⬾㠪㧦ٻ
䌖ٻډ䘦⪊ῂ‶ٻ
ٽ ٻډڏ㩲ڎῆṦ㡒⼧ٽ㧊⧖ ٻṚ䠦㩗㦒⪲ ٻ㥶䟟䞶 ٻṖ⓻㎇㧊 ٻ㧞㠊 ٻἚ㏣ ٻ⁎ ٻ㌳㦚 ٻṦ㔲䞮ἶٻ
㡃╖㺛㦮ٻ㑮Ⱃ㧊ٻ䞚㣪䞲┺ٻ㦢ٻṗ⳿ٻ㦮ٻṦ㡒⼧㦚Ⱖٻ䞲┺ٻډ
ṖⰂ⧒Ⱖٻډ㞚ٻ
⋮ٻډἆ䟋ڃ箦貂ٻڄ
┺ٻډ䞲㎒⼧ٻ
⧒ٻډ㎇䢣㡊ڃ茹贞蕣ٻڄ
Ⱎٻډ㑮Ⱏῂ‶㎇㑮Ⱏ㡒ڃ菋翾粺紕茴菋翾蕭ٻڄ
⩞ٻډ㰖㡺⎂⧒㯳ٻ
㌂゚ٻډぢⰂ㡺䕾䡞㯳ٻ
㞚ٻډ㰚䕆䛎㓺ٻ
㧦ٻډ㰚㡊ڃ脊覱蕣ٻڄ
㹾ٻډ㸪㸪Ṗⶊ㔲㯳ٻ
䃊⩯ٻډ䏶㓺䞒⧒㯳ٻ
䌖ٻډぢ⬾㎖⧒㯳ٻ
䕢ٻډ䌚㩖ڃ譚蠨ٻڄ
䞮ٻډὋ㑮⼧ڃ簵莤膂ٻ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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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ٻ
Ệٻډ㔶㯳䤚ῆ㿲䡞㡊ڃ葅襵越糙諨買蕣ٻڄ
⍞ٻډ㧎䝢⬾㠪㧦ٻ
▪ٻډ䤚㻲㎇Ⳋ㡃ἆ䞣㯳ٻڄڮڟڤڜڃ
⩂ڃ☛ⰺٻډ耭纏ٻڄ
Ⲏٻډ䋂⪲㧊䁶䗶䔎ڈ㟒䆻⼧⼖ٻٻڄڟڥڞڃ㫛䋂⪲㧊䁶䗶䔎ڈ㟒䆻⼧ٻڄڟڥڞۑڃ
⻚ڞٻډ䡫Ṛ㡒ٻ
㍲ٻډ䆪Ⱎ㧊㔶⌊㎇䢿㌟䙂☚㞢‶ٻڄڜڮڭڱڃṦ㡒㯳ٻ
㠊ٻډ䃊䗮⎊⌊㎇㧻⌊㎎‶㏣‶㫛ٻڄڠڭڞڃṦ㡒㯳ٻ
ڃٻډڋڍۙڐ㌳⨋ٻڄ
ٻ
㩲ڌڌ㫆ڃ㦮㌂❇ٻ㦮ٻ㔶ἶٻٻڄ
ཛٻ㦮㌂⋮ٻ䞲㦮㌂⓪┺ٻ㦢ٻṗ ٻ䢎㦮ٻ㠊ⓦٻ䞮⋮㠦ٻ䟊╏䞮⓪ ٻ㌂㔺ڃ㩲ڑڌ㫆㩲ڑ䟃㠦ٻ⧒➆ٻ
䚲⽎Ṧ㔲╖ٻ㌗㧊ٻ⓪♮ٻṦ㡒⼧㦒⪲ٻ㧎䞲ٻἓ㤆⓪ٻ㩲㣎䞲┺ڄ㧊ٻ㧞㦒Ⳋٻ㏢㏣ٻ㦮⬢₆
ὖ㦮ٻ㧻㠦Ợ⽊ٻἶ䞮㡂㟒ٻ䞮ἶٻڇ䟊╏ٻ䢮㧦㢖☯ٻ⁎ٻỆ㧎㠦Ợ⽊ٻỊ⽋㰖㧻ὖ㧊ٻ㩫
䞮⓪ٻṦ㡒ٻ㰖❇ٻ⻫ٻ㦚ٻ㰖☚䞮㡂㟒ٻ䞲┺ٻڇⰢ┺ٻډ㦮⬢₆ὖ㠦ٻ㏢㏣♮㰖ٻ㞚┞䞲ٻ
㦮㌂ ٻ⡦⓪ ٻ䞲㦮㌂⓪ ٻ⁎ ٻ㌂㔺㦚 ٻὖ䞶⽊ ٻỊ㏢㧻㠦Ợ ٻ㔶ἶ䞮㡂㟒 ٻ䞲┺ڗ ٻ ٻډṲ㩫ٻ
ٻڙډڔڍٻډڍڌٻډڐڌڋڍٻڇډړڌٻډڌٻډڋڌڋڍ
ٻډڌٻٻٻṦ㡒⼧䢮㧦❇㦚ٻ㰚┾䞮Ệ⋮ٻ⁎ٻ㌂㼊⯒ٻỖ㞞ڃ箇蒇ڄ䞲ٻἓ㤆ٻ
ٻډڍٻٻٻ㡞㩧㫛ٻ䤚ٻ㧊㌗㦧㧦⯒ٻ㰚┾䞮Ệ⋮ٻ⁎ٻ㌂㼊⯒ٻỖ㞞䞲ٻἓ㤆ٻ
ٻډڎٻٻٻṦ㡒⼧䢮㧦❇㧊ٻ㩲ڌῆṦ㡒⼧䎆ٻ㩲ڏῆṦ㡒⼧₢㰖㠦ٻ䟊╏䞮⓪ٻṦ㡒⼧㦒⪲ٻ
ٻٻٻٻٻٻ㌂ⰳ䞲ٻἓ㤆ٻ
ཛྷٻṦ㡒⼧⼧㤦㼊ٻ䢫㧎₆ὖ㦮ٻ㏢㏣ٻ㰗㤦㦖ٻ㔺䠮㔺ٻỖ㌂❇ٻ㦚ٻ䐋䞮㡂ٻṦ㡒⼧䢮㧦❇㦚ٻ
ἂ䞲ٻἓ㤆ٻ⁎ٻ㌂㔺㦚ٻṦ㡒⼧⼧㤦㼊ٻ䢫㧎₆ὖ㦮ٻ㧻㠦Ợ⽊ٻἶ䞮㡂㟒ٻ䞲┺ڗٻٻډṲ
㩫ٻڙډڑٻډڒٻډڐڌڋڍٻ
ཝٻ㩲ڌ䟃ٻٻ㩲ڍ䟃㠦⽊ٻ⧒➆ٻἶ⯒ٻ㦖ٻ㦮⬢₆ὖ㦮ٻ㧻ٻٻṦ㡒⼧⼧㤦㼊ٻ䢫㧎₆ὖ㦮ٻ
㧻㦖 ٻ㩲ڌῆṦ㡒⼧䎆 ٻ㩲ڏῆṦ㡒⼧₢㰖㦮 ٻἓ㤆㠦⓪ ٻ㰖㼊 ٻ㠜㧊 ٻڇ㩲ڐῆṦ㡒⼧ٻ ٻ
㰖㩫Ṧ㡒⼧㦮 ٻἓ㤆㠦⓪ڒ ٻ㧒ٻ㧊⌊㠦⽊ ٻỊ⽋㰖㧻ὖ ٻ⡦⓪ ٻὖ䞶⽊ ٻỊ㏢㧻㠦Ợ ٻ㔶
ἶ䞮㡂㟒ٻ䞲┺ڗٻٻډ㔶㍺ٻڙډڑٻډڒٻډڐڌڋڍٻ
ཞٻ㥷ῆٻڇ䟊ῆٻڇὋῆٻ⡦⓪ٻῃٻ㰗䞶╖ٻ㠦ٻ㏢㏣♲ٻῆ㦮ὖ㦖ٻ㩲ڌ䟃ٻṗٻ䢎㦮ٻ㠊
ⓦٻ䞮⋮㠦ٻ䟊╏䞮⓪ٻ㌂㔺ڃ㩲ڑڌ㫆㩲ڑ䟃㠦ٻ⧒➆ٻ䚲⽎Ṧ㔲╖ٻ㌗㧊ٻ⓪♮ٻṦ㡒⼧㦒⪲ٻ
㧎䞲 ٻἓ㤆⓪ ٻ㩲㣎䞲┺ڄ㧊 ٻ㧞㦒Ⳋ ٻ㏢㏣╖ ٻ㧻㠦Ợ⽊ ٻἶ䞮㡂㟒 ٻ䞮ἶ⽊ ٻڇἶ⯒ ٻ
㦖ٻ㏢㏣╖ٻ㧻㦖ٻὖ䞶⽊ٻỊ㏢㧻㠦Ợٻ㰖㼊ٻ㠜㧊ٻ㔶ἶ䞮㡂㟒ٻ䞲┺ڗٻٻډṲ㩫ٻډڐڌڋڍٻ
ٻڙډڔڍٻډڍڌٻډڐڌڋڍٻڇډڑٻډڒ
ཟ ٻ㩲ڑڌ㫆㩲ڌ䟃㠦 ٻ⯎➆ ٻṦ㡒⼧ ٻ䚲⽎Ṧ㔲₆ὖ㦖 ٻ㩲ڑڌ㫆㩲ڑ䟃㠦 ٻ⧒➆ ٻ䚲⽎Ṧ㔲╖ ٻ㌗
㧊 ٻ⓪♮ ٻṦ㡒⼧㦒⪲ ٻ㧎䞮㡂 ٻ㩲ڌ䟃㩲ڌ䢎 ٻ⡦⓪ ٻ㩲ڎ䢎㠦 ٻ䟊╏䞮⓪ ٻ㌂㔺㧊 ٻ㧞㦒Ⳋٻ
⽊Ị⽋㰖⪏㦒⪲ٻ㩫䞮⓪ٻ㠦⽊ٻ⧒➆ٻỊ⽋㰖㧻ὖٻ⡦⓪ٻὖ䞶⽊ٻỊ㏢㧻㠦Ợٻ㔶
ἶ䞮㡂㟒ٻ䞲┺ڗٻٻډṲ㩫ٻڙډڔڍٻډڍڌٻډڐڌڋڍٻڇډڑٻډڒٻډڐڌڋڍٻڇډړڌٻډڌٻډڋڌڋڍٻ
འٻ㩲ڌ䟃䎆ٻ㩲ڐ䟃₢㰖㦮ٻ′㩫㠦ٻ⯎➆ٻṦ㡒⼧䢮㧦❇㦮ٻ㰚┾ٻ₆㭖ٻڇ㔶ἶ㦮ٻٻ⻫ٻ
㩞㹾❇ ٻ㠦 ٻὖ䞮㡂 ٻ䞚㣪䞲 ٻ㌂䟃㦖⽊ ٻỊ⽋㰖⪏㦒⪲ ٻ㩫䞲┺ڗ ٻډṲ㩫ٻډڌ ٻډڋڌڋڍ ٻ
ڙډڑٻډڒٻډڐڌڋڍٻڇډړڌG
ٻ
ٻ
ٻ
ٻ
ٻ
ٻ
ٻ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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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ڶ′ٻڸڋڑ
ٻ

㩫⽊䐋㔶ⰳٻ㧊㣿㽟㰚ٻٻ㩫⽊⽊䢎❇ٻ㠦ٻὖ䞲ٻ⮶⻫ٻ
ٻ

⌊㣿
㩲ڋڒڒ㫆OO⻢䂯PPGG
ཛٻ㌂⧢㦚゚ٻ䞶⳿ٻ㩗㦒⪲ٻ㩫⽊䐋㔶ⰳ㦚ٻ䐋䞮㡂ٻὋὋ㡆䞮Ợٻ㌂㔺㦚⌊⩂✲ٻ㠊ٻ⯎┺ٻ
㌂⧢㦮ⳛٻ㡞⯒ٻ䥒㏦䞲ٻ㧦⓪ٻ⎚ڎٻ㧊䞮㦮ٻ㰫㡃ٻ⡦⓪ڎ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
┺ڗٻٻډṲ㩫ٻڙډړڍٻډڐٻډڏڌڋڍٻ
ཛྷٻ㌂⧢㦚゚ٻ䞶⳿ٻ㩗㦒⪲ٻ㩫⽊䐋㔶ⰳ㦚ٻ䐋䞮㡂ٻὋὋ㡆䞮ỢٻỆ㰩㦮ٻ㌂㔺㦚⌊⩂✲ٻ
㠊ٻ⯎┺ٻ㌂⧢㦮ⳛٻ㡞⯒ٻ䥒㏦䞲ٻ㧦⓪ٻ⎚ڒٻ㧊䞮㦮ٻ㰫㡃ٻ⎚ڋڌٻڇ㧊䞮㦮ٻ㧦ỿ㩫㰖ٻ⡦
⓪ڐٻ㻲Ⱒ㤦ٻ㧊䞮㦮⁞⻢ٻ㠦ٻ㻮䞲┺ٻډ
ཝٻ㩲ڌ䟃ὒٻ㩲ڍ䟃㦮ٻ㬚⓪ٻ䞒䟊㧦Ṗٻῂ㼊㩗㦒⪲ٻ䧢ٻ㦮㌂㠦ٻ䞮㡂ٻὋ㏢⯒ٻ㩲₆䞶ٻ
㑮ٻ㠜┺ٻډ
ڶ㩚ⶎṲ㩫ٻڸډڎڌٻډڑٻډړڋڋڍٻ
ٻ
⻫ڶ′ ٻڸڌڑ
ٻ

㩚₆䐋㔶㌂㠛⻫ٻ
ٻ

⌊㣿ٻ
㩲ڍڍ㫆ڃڃ㩫㦮ٻٻڄڄ
㧊⻫ ٻ㠦㍲ ٻ㌂㣿䞮⓪ ٻ㣿㠊㦮⦑ ٻ㦖┺ ٻ㦢ὒ ٻṯ┺ڗ ٻ ٻډṲ㩫ٻډڎ ٻډڎڌڋڍ ٻڇډڔڌ ٻډڐ ٻډڌڌڋڍ ٻ
ٻڙډڑڍٻډڒٻډڒڌڋڍٻڇډڐڌٻډڋڌٻډڏڌڋڍٻڇډڎڌٻډړٻډڎڌڋڍٻڇډڎڍ
ڃٻډڌ㌳⨋ٻڄ
ٽٻډڍ㩚₆䐋㔶㍺゚ٻ⧖ٽ㩚₆䐋㔶㦚ٻ䞮₆ٻ㥚䞲ٻ₆Ἒബ₆ῂബ㍶⪲ٻ⡦⓪ٻ⁎ٻ㠦ٻ㩚₆䐋
㔶㠦ٻ䞚㣪䞲Ⱖٻ⯒゚㍺ٻ䞲┺ٻډ
ڃٻډڏڌۙڎ㌳⨋ٻڄ
ٻ

⻫ڶ′ ٻڸڍڑ
ٻ

㩚₆䐋㔶⁞㦋㌂₆ٻ䞒䟊ٻ㰖ٻٻ䞒䟊⁞ٻ䢮 㠦ٻὖ䞲ٻ䔏⼚⻫ٻ
ٻ

⌊㣿ٻ
㩲ڎڎ㫆ڃڃ䞒䟊ῂ㩲㦮ٻ
ٻ㔶㼃ٻٻڄڄ
ཛ ٻ䞒䟊㧦⓪ ٻ䞒䟊⁞㦚 ٻ㏷⁞ബ㧊㼊䞲 ٻἚ㫢⯒ ٻὖⰂ䞮⓪⁞ ٻ㦋䣢㌂ ٻ⡦⓪ ٻ㌂₆㧊㣿Ἒ㫢
⯒ ٻὖⰂ䞮⓪⁞ ٻ㦋䣢㌂㠦╖ ٻ䞮㡂 ٻ㌂₆㧊㣿Ἒ㫢㦮 ٻ㰖 㩫㰖 ٻ❇ ٻ㩚₆䐋㔶⁞㦋㌂₆
㦮ٻ䞒䟊ῂ㩲⯒ٻ㔶㼃䞶ٻ㑮ٻ㧞┺ٻډ
ཛྷ ٻ㩲ڌ䟃㠦 ٻ⧒➆ ٻ䞒䟊ῂ㩲㦮 ٻ㔶㼃㦚 ٻ㦖⁞ ٻ㦋䣢㌂⓪⁞ ٻ⯎┺ ٻ㦋䣢㌂㦮 ٻ㌂₆㧊㣿Ἒ
㫢⪲ ٻ䞒䟊⁞㧊 ٻ㏷⁞ബ㧊㼊♲ ٻἓ㤆 ٻ䟊╏⁞ ٻ㦋䣢㌂㠦╖ ٻ䞮㡂 ٻ䞚㣪䞲 ٻ㩫⽊⯒ ٻ㩲Ὃ
䞮ἶٻ㰖 㩫㰖⯒ٻ㣪㼃䞮㡂㟒ٻ䞲┺ٻډ
ཝٻ㩲ڌ䟃㠦ٻ⯎➆ٻ䞒䟊ῂ㩲㦮ٻ㔶㼃ٻٻ㩲ڍ䟃㠦ٻ⯎➆ٻ㰖 㩫㰖㦮ٻ㣪㼃㠦ٻὖ䞲⻫ٻബ
㩞㹾❇ٻ㠦ٻ䞚㣪䞲ٻ㌂䟃㦖╖ٻ䐋⪏⪏㦒⪲ٻ㩫䞲┺ٻډ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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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㣿ٻ
㩲ڑڑ㫆ڃڃ㺚ῢ㏢Ⳏ㩞㹾ٻ
ٻṲ㔲ٻٻ㧊䤚㦮ٻٻ䞒䟊ῂ㩲ٻڄڄ
ཛ ٻ㩲ڐ㫆㩲ڍ䟃㠦 ٻ⧒➆ ٻ㺚ῢ㏢Ⳏ㩞㹾 ٻṲ㔲㦮 ٻὋἶṖ ٻ㧊⬾㠊㰚 ٻ㌂₆㧊㣿Ἒ㫢㦮 ٻ䞒䟊
㧦⪲㍲ ٻ㺚ῢ㏢Ⳏ㩞㹾 ٻṲ㔲㦮 ٻὋἶ ٻ㩚㠦 ٻ䞒䟊ῂ㩲⯒ ٻ㔶㼃䞮㰖 ٻ㞚┞䞲 ٻ㧦⓪⁞ ٻ㦋
䣢㌂㠦╖ ٻ䞮㡂ٻ㩲ڐ㫆㩲ڍ䟃㠦 ٻ⯎➆ ٻὋἶ㧒䎆ڍ ٻṲ㤪 ٻ㧊⌊㠦 ٻ䞒䟊ῂ㩲㦮 ٻ㔶㼃㦚ٻ
䞶ٻ㑮ٻ㧞┺ٻډ
ཛྷٻ㩲ڌ䟃㠦ٻ⯎➆ٻ䞒䟊ῂ㩲ٻ㔶㼃㧊ٻ㧞⓪ٻἓ㤆⁞ٻ㦋䣢㌂⓪ٻ䟊╏ٻỆ⧮⌊㡃❇ٻ㦚ٻ䢫㧎
䞮㡂 ٻ䞒䟊㧦⪲ ٻ㧎㩫♲┺ἶ ٻ䕦┾䞮⓪ ٻἓ㤆⁞ ٻ㦋Ṧ☛㤦㠦 ٻ䟊╏ ٻ䞒䟊⁞㠦╖ ٻ䞲 ٻ㺚
ῢ㏢Ⳏ㩞㹾㦮ٻṲ㔲ٻὋἶ⯒ٻ㣪㼃䞮㡂㟒ٻ䞲┺ٻډ
ཝٻ㩲ڍ䟃㠦ٻ⧒➆ٻὋἶٻ㣪㼃㦚ٻ㦖⁞ٻ㦋Ṧ☛㤦㦖ٻ㰖㼊ٻ㠜㧊ٻ䟊╏ٻ㌂䟃㦚ٻὋἶ䞮㡂
㟒ٻ䞲┺ٻډ㧊ٻἓ㤆ٻ㺚ῢ㏢Ⳏ㩞㹾ٻṲ㔲㦮ٻὋἶٻ㣪㼃ٻٻὋἶ㠦ٻὖ䞮㡂⓪ٻ㩲ڐ㫆㩲ڌ
䟃ٻٻ㩲ڍ䟃㦚ٻ㭖㣿䞲┺ٻډ
ཞ⁞ٻ㦋䣢㌂⁞ٻٻ㦋Ṧ☛㤦㦖ٻ㺚ῢ㏢Ⳏ㩞㹾ٻṲ㔲ٻὋἶٻ㩚㠦ٻ䞒䟊ῂ㩲㦮ٻ㔶㼃㦚ٻ䞮
㰖ٻ㞚┞䞲ٻ䞒䟊㧦Ṗٻ㩲ڌ䟃㠦ٻ⧒➆ٻ䞒䟊ῂ㩲㦮ٻ㔶㼃㦚ٻ䞶ٻ㑮ٻ㧞☚⪳ٻ䞚㣪䞲ٻ㩫⽊
⯒ٻ㩲Ὃ䞮⓪ٻ❇ٻ㩗⁏㩗㧎⩻⏎ٻ㦚ٻ䞮㡂㟒ٻ䞲┺ٻډ
ٻ
㩲ڋڌ㫆ڃ䞒䟊䢮 ⁞㦮ٻἆ㩫ബ㰖 ٻڄ
ཛ⁞ٻ㦋Ṧ☛㤦㦖ٻ㩲ڔ㫆㩲ڌ䟃㠦ٻ⧒➆ٻ㺚ῢ㧊ٻ㏢Ⳏ♲⋶ٻ䎆ڏڌٻ㧒ٻ㧊⌊㠦ٻ䞒䟊䢮 ⁞
㦚ٻ㰖 㦚ٻ㧦⁞ٻ⁎ٻٻ㞷㦚ٻἆ㩫䞮㡂⌊ٻ⁎ٻ㡃㦚ٻ㩲ڎ㫆㩲ڌ䟃ٻٻ㩲ڑ㫆㩲ڌ䟃㠦ٻ
➆⧒ ٻ䞒䟊ῂ㩲⯒ ٻ㔶㼃䞲 ٻ䞒䟊㧦⁞ ٻ ٻ㦋䣢㌂㠦 ٻ䐋㰖䞮㡂㟒 ٻ䞮ἶ ٻڇ䐋㰖⯒ ٻ㦖ٻ
⁞㦋䣢㌂⓪ٻ㰖㼊ٻ㠜㧊ٻ䞒䟊䢮 ⁞㦚ٻ䞒䟊㧦㠦Ợٻ㰖 䞮㡂㟒ٻ䞲┺ٻډ
ཛྷ ٻ㩲ڌ䟃㦮 ٻ䞒䟊䢮 ⁞㦖 ٻ㽳䞒䟊⁞㞷㧊 ٻ㏢Ⳏ㺚ῢ⁞ ٻ㞷㦚 ٻ㽞ὒ䞮⓪ ٻἓ㤆 ٻ㏢Ⳏ㺚ῢٻ
⁞㞷㠦ٻṗٻ䞒䟊㧦㦮ٻ䞒䟊⁞㞷㦮ٻ㽳䞒䟊⁞㞷㠦╖ٻ䞲゚ٻ㥾㦚ٻ䞲⁞ٻ㞷㦒⪲ٻ䞮Ⳇٻڇ
⁎ٻ㣎㦮ٻἓ㤆㠦⓪ٻ䟊╏ٻ䞒䟊⁞㞷㦒⪲ٻ䞲┺ٻډ
ཝ⁞ ٻ㦋Ṧ☛㤦㦖 ٻ㩲ڍ䟃㠦 ٻ⯎➆ ٻ䞒䟊䢮 ⁞㦮 ٻἆ㩫㦚 ٻ㥚䞮㡂⁞ ٻ㦋䣢㌂㠦 ٻ䞚㣪䞲 ٻ㧦
⬢㦮ٻ㩲㿲㦚ٻ㣪ῂ䞶ٻ㑮ٻ㧞┺ٻډ
ཞ ٻ⁎ ٻ㠦 ٻ䞒䟊䢮 ⁞㦮 ٻἆ㩫 ٻ ٻ㰖 ❇ ٻ㠦 ٻὖ䞮㡂 ٻ䞚㣪䞲 ٻ㌂䟃㦖╖ ٻ䐋⪏⪏㦒⪲ٻ
㩫䞲┺ٻډ
ٻ

ٻ
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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