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ছߨ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TV 나 영화를
시청할 때 사용자의 기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입체음향 및 3 차원 TV, 아이맥스 영화관 등
시청자에게 몰입감을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스튜디오
등과 같은 대형 테마파크의 체험 관에서는 3 차원
입체영상 및 3D 음향 효과뿐만 아니라 의자가
덜컹거리게 하거나 물체가 지나갈 때 진동을 주기도
한다. 현재 다수의 DVD 방이나 홈씨어터에 설치된
진동소파는 체감스피커를 이용하여 음향기기에서
출력되는 음률의 강약을 진동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영화 시청 시 현실감을 증대하기
위해 촉감상호작용을 제공하지만 단순한 촉각만
제공하여 다양한 촉각을 느끼는데 제한적이다.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환경에서도 사용자에게
현실감을 주기 위해 촉감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OÍModhrain 과
Oakley 는 방송시스템에서의 촉각 상호작용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으며[1][2], Cha 등은 실감방송에서의 햅틱
상호작용의 개념과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제시했으며
여러 시나리오 중 전문지휘자의 손의 위치를 저장하여
playback 함으로써 학생들이 지휘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용 컨텐츠를 제시했고[3], Lee 등은 축구중계
방송에서 공의 이동 방향을 진동 촉감제시장치를
이용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텔레비전
시청만으로 공의 정확한 방향을 인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제시하였다[4].
이러한
촉감제시기술은 방송 시스템에서 교육, 정보전달,
엔터테인먼트, 홈쇼핑 채널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용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현재 개발중인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중 영화프로그램에서의 촉각상호작용을
위한 시스템을 소개한다.
영화프로그램에서 제공 가능한 촉각 상호작용
컨텐츠는 놀람이나 감정이입 등의 촉각효과 (음향효과와
유사한 기능), 영화 속 사물이나, 등장인물의 동적/정적
움직임이나 접촉 정보 등의 제공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촉각상호작용은 시청자가 제 3 자가 아닌
극중 등장인물의 입장이 되어 실감 있게 영화를 시청
할 수 있게 하여 스트레스를 풀거나 등장인물을 통해
대리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영화에서 음향효과는 영화의 분위기를 살리거나
사실적으로 장면을 묘사(현실감), 극적인 강조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는 단지 영상의 부수적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에게 기대 이상의 감동을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영화 속 음향의 3 대 요소 중 하나로써,
효과적인 음향효과를 내기 위해 수많은 소리들을
획득하고 인공적으로 가공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촉각컨텐츠도 관객에게 좀 더 현실감 있고
감동 있는 영화를 관람 할 수 있게 하는 요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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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촉각컨텐츠는 음향효과와
마찬가지로 영상의 프레임에 동기화되어 관객에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프레임 별로 혹은 시간단위로
각각의 촉각특성을 일일이 지정해야 한다면 한편의
영화에 대한 촉각컨텐츠를 생성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촉각컨텐츠의 제작 시간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생성하기 위해서는 촉각저작도구(Haptic
Authoring Tool)를 사용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촉각
저작도구에 관한 연구는 3 차원 모델의 촉각의
특성(거칠기, 딱딱함, 점성 등)을 저작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대부분을 이룬다[5][6]. 촉감에 관한 저작
도구로는 휴대용전화기 및 모바일 장치에 적용 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VIBE TONZ 가 있는데, 실감있는
게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촉감을 느낄 수 있고,
caller ID 처럼 다양한 진동 멜로디를 생성 하거나
부재중 전화가 왔을 때 수신자에게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7]. 그러나 이러한 저작 도구들은 기존의
영화시스템의
촉각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제작/생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영화시스템에서 촉각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촉각저작도구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장에서는 영화시스템에서 촉각컨텐츠를 사용하는
목적 및 다양한 촉각컨텐츠에 대한 분류를 하고,
3 장에서는 영화시스템을 위한 촉각저작도구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리고 4 장에서는 촉각상호작용이 가능한
영화시스템의
구성도를
살펴보고,
5
장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인간-기계-컴퓨터
인터페이스
실험실에서 개발중인 촉감 저작/편집 도구 및 영화데모
시스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다.


ઽฃਏਆഗছଭోԨಟക౷
࣭ ࢂڍଠ ܛԮ ଼ ۀઽঃր  ఙ ଣේଡ
୪վ׆ ۀଭ ઽฃ ਏਆഗ ۗઑ ోԨಟക౷ࠜ
ন ւԺଲ ઽฃࠜ ւޱছ ܛਏ ోԨ
ঃୁଡ ්  ଼ ۀਏਆഗଡ ୪ੲۗ ଲ Զଲ
ઽฃ ోԨಟക౷ࠜ ॷ ۀଲକ ۀ߇ ԧࠜ ݅
଼ ܁ۀహߦԮ୨ଲตրּࠜ۩ฃ଼්ۗ
ଲ ۀઽฃ ু ݊ୋ ࢄ݅ଲ نھ ۀଡ ւԺଲ
 مھ ଼՚  ࠬ౿ ச վଲ نھ ݉ܤଡ சઘ
ࡪԮଡ ԧா  ଼ۗ ో ށԨಟക౷ଭ ୪վଞߦ
ోԨตր IBQUJD FGGFDU ࠜ ්ؔ  ଼ ܁ۀଲՓଠ
ଣේตր ࠬఛԧߦ վඑઽฃছ  Զଲ ۀޭڎ
ୋଲ يଣੱଲ ୋ  ۚ ଭ نھଡ ॼߙ Ԯ୨ ୢۜଡ
්  ଼݉ଲ ోԨଞߦ ۗઑ Ԯ୨ଡ ୢۜ ් 
଼ଞࠤޭ  ් ۩׆ ଼ۗ ֻࠤճ ਏԨ ୨࣪ߦ
ඝ෮්  ઢో ۀԨ ଭ ճକ ઽલଡ ඝ෮׆
 ࡧୡଞߦ ోԨ ಟക౷ࠜ ॷ ්  ଼ۗ ુࠜ
݅ઘ சվଲ ॷ࠭ଡ Վۗ ٣ܛఙ ોޭۗճ
ԧ୨ැ ࣪ୀ ܑଭ ࣡ฃ ۀਏԨଞߦ يٛ׆
ծԧ ଼ ోԨଡ ധැ ܑଭ ࣡ฃࠜ  مھ
଼ۗ ਏԨଞߦ ඝ෮ ۀܣઽฃ ଲঃଭ Ԯܛଡ ࠧ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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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ଡ Փଲۗ ࠬ࠭ଞߦ ԧୡ ԮԨଭ ԧߦ
ઽฃଭ Ԯๅଡ ૈ ܛੲ ু්  ଼ۗ ׆ଭ
ԧঃฅլছଭ ֗ଖ  ۀށผߛଡ  ׆
ਏਆഗছ ోԨঃୁଲ ଼ ۀլԧ ઢ ۀլ࣪ۗ
ෘܑԧ ڔճ ׆ ށઙߚ ু ਏಯ அଠ
ตրࠜيܑٛ׆ۗ
ઽฃଭ নঃ ઽฃ ۀԮܒଭ ଭ۩ߦ ଲઉ׆ԧ
ୢԹܣճ է࠱ଲ ࢂݡ ׆ي ւԺ݅ଠ ܛୡ
QBTTJWF  ోԨಟക౷ࠜ  مھ ଼՚ ܣճ ଲ߇
ܛୡ ోԨಟക౷ ۀઽฃ ୪ୁ ր୨ছ ઽঃր
ଣේ ࠸ ࠜ׆ܛઘ ୠୁ ܥ ଼ۗ ઽฃছ
ోԨಟക౷ ۀ๑  Ջಃ  ׆ଲࢺ ܛේ  ܑ ݊ ۗઑ
෴ߦ يٞ  ଼  ࠨֻ  ܁ۀଠ ઽฃছ ඝ෮
ԧో ۇԨ ঃୁ ಟക౷ ۩ ंࠑࠜ ܑਐฃ 
Փଲۗ









<ֻࠨ>ోԮઽฃਏਆഗছଭ
ۗઑోԨಟക౷ଭंࠑ

ోԨಟക౷ ۀ՚ $VF  ܛୡ ૺହ ࢫ ୨ୡ
୦ోଞߦ ՚  ڵي ଼ۗ ోԨ DVF  ۀୋ
݊ୋ ੴ ۀಟക౷ࠜ சߦ ۗ߿ ւԺଡ טை
ޭڎ՚  ۀୋଲݡ ්ొ يଭ ਕୋࢮܛր Զଠ
݊ୋࢄଭ ਕࠤ ࡺॷ   ۀށଣේตր ۳ऄઘ ోԨଭ
Գઊଡ ୣ ۀಟക౷ࠜ ୪վ්  ଼ۗ ࣌ ܪߦ
ܛୡ ૺହଠ ݊ୋࢄ  ۀށઽฃ ু ݊ୋۀ
ࢄ఼ ݊ଭ ૺହଡ ࡺॷ ්  ଼ ۀಟക౷ࠜ
ଭࢠۗૺହଠઽฃಟക౷ࡿޭݗํଡ
଼ंऀ۩ ܁ۀଭ ૺହଡ ট  ฎୢ  ୀକ ܛ
݊ଞߦ ֜ं ්  ଼ۗ ࠬ࠭ଞߦ ୨ୡ ୦ోଠ
݊ୋ ࢄଲ ۗࠛ ݊ୋࢄଲ يઽฃ ু Ժ఼ࠜ
఼ୡଞߦ ୦ో් ݡଭ ోԨಟക౷ࠜ ݅  ଼ۗ
ࢠ  ߚ  ޱࢭ  ૺ߇ضܑ  ਆಅ  ౦գ  ࢄ఼ଭ ోԮ
݊ ۗઑ ోԨಟക౷ࠜ ୨ୡ ୦ోଡ ധැ ඝ෮ ්
 ଼ۗ کଲ ٛࠤ ۀୋଡ ુߦ ݅ઘ࣪  کଲ
ہছ ٛߙૈૺ ۀହଡ ܛୡଞߦ ඝ෮ ճ کଲ
ৃف ۨଡ فৃ ݡ ࢄ఼ԧ ۨో ۀԮր ఙԧ
ܑࠜ ඝ෮ ۀՓଠ ୨ୡ ୦ోଞߦ ඝ෮්  ଼ۀ
ోԨ ಟക౷ ଲۗ ଵࢱୡଞߦ ܛଵ ਆಝࠜ
ॷۀ
ଣේตրۀ
ۜࠤ
ోԨঃୁଠ
ోԨୋ౿ ي ޭݗٞ  ଼ో ۀԨনଲ ۗ࠙׆
ࢂݡ ۗࠛ ஂࠑଭ ోԨ୪ਏୋ౿ࠜ ॷ ״
ۗઑోԨಟക౷ࠜॷԧ්ۇՓ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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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Ԩୠୁܑ֜
ֽౖ6$$ VTFSDSFBUFEDPOUFOUT ଭฆনฃߦࢂୀ 
ଣন  ଣේ  ଲࢠ  ܛઽঃ  ࡔۍଲ ݊ଭ
ࡌൖࢠઘ ಟക౷ࠜ ୪ୁ්  ଼ ۀଠ ࡌൖࢠઘ
ୠୁܑ֜ԧ ॷܣճ ଼׆  ܁ۀଭ ࡌൖࢠઘ
ୠୁܑ֜ ۀ5PPM#PPL<> ছ ॷ ۀܣൾଲ QBHF
CBTFE ࢺਐ "VUIPSFXBSF<>Զଠܑࠝ GMPXDIBSU 
ࢺਐ  %JSFDUPS<> Զଠ ਏԩ ౠ UJNFMJOF  ࢺਐଞߦ
՚  ڵي ଼ۗ  ށ1SFNJFS<>  6MFBE<> 
7JSUVBM%VC<>  .BHJD0OF<>  8JOEPX .PWJF
.BLFS<>݊ ഉൾଲਆԧ ৸૾ ొ࣪ୀܑ݅ ৽՚
ॷ්  ଼ۗ ۀઑ ࡌൖࢠઘ ୠୁܑ֜݅ଲ
6$$ ଭ କෘଞߦ ଲ ॷܣճ ଼ۗ ֻ߇׆ ي
۩ऀंଭ ܑ֜ ݅ଲ ਏԨ ക౷சߦ ֜নଲ
ܣઘ଼ࢂݡ ׆ ోԨಟക౷ࠜ নඇு ්  ଼ۀ
ܑ֜ଭ ෂ૬নଲ ۩ܣ ܪճ ଼ۗ ోԨୠୁܑ֜ )BQUJD
"VUIPSJOH 5PPM  ۩ ୨ଭੰ ۀ ঃ ํۥୀপํ
఼֜ฃ ܣ ۀੴ ߇ ෛ ࢫ ࢂڍছ ন
ࢫ ୨ଭࠜ ٛࠤߙ ۀਏܑԧ ଼તۗ *NNFSTJPO ॷଭ
ෛছ<> )BQUJD "VUIPSJOH 5PPM ଲޯ TUJGGOFTT 
IBSEOFTT GSJDUJPO݊րԶଠోԨঃୁऀۀ
׆ୡ ܁ଲഉࣕଲਆࠜ ୠୁ්  ଼ܑߧ ୪ਏۀ
Փଲ ୠୁ ܤէրࢄ ਏԨోԨୡ ࡦ܄ଠ ਏోԨ
जޭୠࠜ ധැ ࣪ճ ୲ ா  ଼ۗճ ডࡣଡ
ճ଼ۗ
ోԨୠୁܑ֜ ۀଦंઉ ޭݗছ ෴݅ۇ׆ يଲ
ۗ࠙՚ ૬֜  ܥ ଼ۗ ࣭ ࢂڍছ ୪ੲࡪ ۀԮ
଼ ۀઽฃਏਆഗଡ  ోԨ ୠୁܑ֜ ւ ୨ଭ
ࢫ ૬֜ॷාଠ ۗଣր Զۗ ଲঃୡ ోԨ ୠୁܑ֜ۀ
લԮోԮ ঃୁ ۩ ోԨ܁ଲഉଭ নր
ඇுଲ ԧ ۇઽฃଭ নঃ ֜ন ܤઽฃଭ
ਏԨ܁ଲഉ ࠸ ࠜ׆ܛઘ ోԨಟക౷ࠜ ୠୁ්
 ଼ܑ֜ ۀଲۗ ֻࠤճ ۗઑ ోԨঃୁଡ
୪վ ׆ැ ඝஜ ഉൾଲਆࠜ ୪ਏ ۗઑ
ోԨ୪ਏୋ౿݅ վധୡଞߦ ॷ ܥ ଼՚ ැઉ
ตଘୡଞߦ ୁડ ්  ଼ଡ Փଲۗ  ށตրୡ
ోԨୠୁ ഉൾଲਆࠜ ୪ਏ ਏԩր णଡ  ଵ
଼ઘઉ්Փଲۗ


ਏਆഗ֜ন
ࡪԮ ଼ో ۀԮઽฃࠜ ࣪ ׆ ਏਆഗଠ ֻࠨ
  Զଲ ֜ন්  ଼ۗ హߦ  ઽ ܤઽঃ ࢫ
ฏ݂ ܤଣଡ "VUIPSJOH ۚծছ ඇு ්  ଼ճ 
Ԩ ୋ ঀ ܥଣේตրࠜ ඇு ۀՓր Զଲ 
୪ୁ ܤઽฃ ୋ ࠸՚ ోԨ܁ଲഉࠜ ๑ বছي
౿বছ  ࠬਆ  ۀށटߗ  ݊ଭ ۗઑ ߚ
ୋ౿ࠜ
ॷ
ୠୁۗ
ଲߐ՚
ୠୁܤ
ోԨಟക౷ ࠛۗ ۀਏԨ ܁ଲഉళߋ ಸܣ ݕճ
ઽฃࠜ ୍ ۀරߑଲઘছ ಸܣ ݕઘ ਆࠦଡ
ധැ ઽঃଠ ࣪ճ  ਆಝࠜ ധැ ীࠤࠜ ݅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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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Ԩୋ౿ࠜ ധැ ւԺ݅՚ ోԨಟക౷ࠜ ୢۜ ් 
଼ۗ ଲݡଭ ઽฃ୍ ۀ׆ԨԨଭ ਏోԨ ಟക౷ࠜ
׆ܛฃ଼୍්ઘઉۗ




ড୨୪ઘ ఢଠ ోԮण ૈন ఢր ധছ ඇு
ฅլଡ ড୨ۇ׆ ۀଡ ۗ ో ށԮୋ౿ଭ ࢼવ
࠸՚ ోԮणૈଭ ැঃܑࠜ ড୨ճ  ోԨज߇ਏଭ
ي׆পށ׆ୣ଼්ֻۗࢯܑਏԨࢠ
ઘଭਏԩԩգଡୣ଼්ճ ଲୢඹߑହଡ״
୍ਏ೬Ջ يգୀ෴ଭ টଡ ࣪ச ݊ ۀตଘୡ
ోԨඇுଡۇ׆ଡ୪վۗ

























<ֻࠨ>ోԮઽฃਏਆഗ֜ন





ోԮઽฃ



ছ ચׂ $IB ݊<>ଭ ֜ছ ోԨࢺଡ
 ඹߑହ૾ߦ .1&( ࠜ త ൗࠜ݁ڋ
ԧ ଞߦਭ ࢺਏਆഗছ ਏԨ ܁ଲഉ ״
ోԨঃୁଲ ԧ ۇਏਆഗଡ ୪ਏ઼ۗ ଲ
ਏਆഗଡ ࢱ׆ଞߦ ࠤ ۀઽฃਏਆഗଡ يଭ
ਏߦૈࠤيԹࢳ઼ۗਏਆഗ֜নଠ ୋছডࡣ
Փր କॷۗ  ઽฃ ୋ ࠸՚ ోԨ ಟക౷ࠜ ন
ඇு්  ଼ో ۀԨୠୁ ඇுܑ֜ࠜ ଲ
ోԮण ࠜૈনճ  คୋ ܤ.1&( #*'4 ࠜ
ଲଞߦਭ ਏԨ ಟക౷  ״ছ নో ܤԮ
ण ށ ૈਏԨ ࢠઘଭ ׆ܛ ࠸՚ ୍ۗܤ
ࠬ࠭ଞߦ ֻࠨ  ছԶଲઽฃଭԨୋ࠸՚
নో ܤԮण ۀૈਏୀԧ చճ ଼ ۀୋԯ෴
ోԮ୪ਏୋ౿ߦ ୢۜܣઘ ۗઑ ోԨಟക౷ࠜ  مھ
଼՚ۗ












ోԮण ૈন ఢଠ ড୨୪ઘ ఢր ധଡ 
ছ ోԮणૈଭ ඇுଡ ۡۥճ ଼ۗ ֻࠤճ ోԮण
 ૈনఢଭ ฃছ ۀઽঃଡ ࣪சճ ߇ Թଭ
࣊ൊୁଡ ധැ ඹߑହ ߦ ోԮण ࠜૈন୨
්  ଼ۗ ଲߐ՚ ਏԨ ࢠઘ ࠸౧ ୠୁో ܤԮ
ण ۀૈBWJ  I එࡁଞߦ ୠୋଲ  ࠨֻ ۗܤ
 ۀୠୋ ܤ୨ ඹߑହଭ ోԮଲࢠࠜ ࣪சో  ܁ۀ
Ԯ ण ૈন ఢছ ࣪ࢭ ۀ Զଲ ୍  ۀށ୨
 ܤण ૈ ࠬਆ يटߗ ր Զଠ ߚୋ౿ߦ
ోԮ ण  > ࠨֻ<ࠤֻ ࠜૈ૦௬ ੰଭ ऱԩ ࢮਆ
ੲଭ էրళߋ ోԮणૈԧ নܣճ ଲ ܁ଲഉో ۀ
Ԯ୪ਏୋ౿ଭ ࢼવ ࠻ෆܣઘ ୢۜ ۗܤଲ ܑ֜ࠜ ॷ
ోԮଭܛઽঃ൞ଵ ளోԮणࠜૈন්
଼ճ ઽঃ ో ࠛݗԨ୨࣪ࠜ ోԮୋ౿ଭ ֜ন ޭݗ
କ՚ ඇு්  ଼  ܁ۀ୨ฃॣ ੰ୍ ޭۍܣ
ۀฃছܑඇுଲԧۗۇ















<ֻࠨ>ోԮઽฃਏਆഗ֜ন



ోԮୠୁඇுܑ֜
ోԮ ୠୁඇுܑ֜ ۀઽঃր ւో ܤԨക౷ࠜ
৽՚ নճ ୨්  ଼ܑߧ ݅ઘ ඹߦֻଞ
ߦਭࡔඹߑହ ড୨୪ઘఢ ֻࠤճోԮणૈ
নఢଞߦ֜নܣઘ଼ֻۗࠤճตրୡඇுଡැ
ਏԩౠࢺਐଡత઼ۗࡔඹߑହছܪࠛۗۀ
Թଭ۩ฃఢଭۇ׆ଡࡔࠜڸധැ୪ઘ଼්ࠜճ 

3권

<ֻࠨ>ోԮୠୁඇுܑ֜







<ֻࠨ>ోԨୠୁ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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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ࠨ>टߗଞߦֻࠨଞߦਭ
ోԮणૈন



෮୍ ֜෮ో ܤԮ ୠୁඇுܑ֜ࢼ ۀવଭ
ోԮ୪ਏୋ౿ࠜ ॷ ۀլ ઽঃଡ ࢼવଭ ׆೩
ڧيઘ Ԩ ඹߑହࠬۗ ߚंऀ ܤ ැۀۥ
ోԮ୪ਏୋ౿ԧ
֜ߧܑܣܛ
ডծܣતۗ
ోԮ
ୠୁඇுܑ֜ଭ ోԮण ૈন ఢଠ ଵࢱୡ
ਆࠦళߋ ॷԨ෴ଞߦ ֜নܣતճ ตրୡଞߦ
ࢼવଭ ోԮ୪ਏୋ౿ ฅ ܥ ଼ܑߧ ֜෮
ܣઘ଼ۗ







ୋԯ෴ోܛԮ୪ਏୋ౿



ۚ০ ోԨ ݁ࢽॣ ੰۗ ޭۍઑ ൪ഋଭ
ోԮଡ ਏୀ՚ ச ׆ැ ࢼવ ଭ ୋԯ ෴
ోԮ୪ਏୋ౿ࠜ ୪ੲ ઼ۗ ֻࠨ  ր Զଲ ోԮ
ୋԯଠুୋԯଞߦଲ߿ઘ୲଼ଞ ܛୀࠜऋ
ু ୋԯ  ตրୡ ోԮ୨࣪ࠜ ச ׆ැ 
ୋԯଡ ॷ ܛୀࠜ ऀ ࢤచਏ೯  ଼તۗ
 ށో ܛԮ୪ਏୋ౿ࠜ ୪ઘ ۀ୪ઘऀ ฎߦ
ઽฃ රߑଲઘ ࡿটଞߦ ധ ۀധऀ ฎߦԧ
ਏծ ෴ߦ  ୋԯ ऀచܣઘ଼ۗ ԨԨଭ ܛୀۀ
ী෴ଭ ࠬଲߦ ಟൈߩ߇ "UNFHB   ଭැ
ࠩܒୡଞߦ ਏԩր প׆ԧ ୪ઘܣճ ଲ߇ ֜ܛ
܁ଲഉ ۀट߿റਆ ധࡦܾ "$0%& ଡ ധැ
ࡿটଞߦୢۜۗܤ









<ֻࠨ>ୋԯ෴ోܛԮ୪ਏୋ౿



 )BQUJD "VUIPSJOH 5PPM ଡ ଲ ઽฃ
ోԨಟക౷ন
ছ ୪ਏ ܤਏਆഗ ඹߑହ૾ ోԮ ୠୁඇு
ܑ֜ࠜ ࢱ׆ଞߦ ઽฃ ࢫ ֈճઽঃ ւ
ోԨಟക౷ࠜ ୪ୁ ਏ֜ ࠜૈࠤي෮ ઼ۗ
ֻࠨ  ଠ ਏ ૈࠤيண ي ઽฃ Ìॷր

3권

ઽÍছ ॷճߦ ߡଲ  ܤசվଲ ୀಁ֜ࠜ
ޭݗԧߙۗ ۛ๏ ࢂଭ ৃୈଲࠜ ୈ ැ ৃ ܪଡ ࢂ
ু ுઘ ٶતۗԧ ۗਏ ह ۀୋଲۗ ৃଡ בଲ ࢂ
ু ுઘ ٶଡߧ ୋԯ෴ ోԮ୪ਏୋ౿ଭ ৃف
ऀచ ܤܛୀऀഉ ৃࡧ ௬ଞߦ ଲో ܛԮଭ প׆
 ށ Գැ୷ۗԧ ৃଡ ह ۀ০ԩ ۗਏ ৃفଞߦ
ԧࢺۀේଞߦోԮ୨࣪ࠜ୪վැசતଣଡ଼࣮ۗ
ઽฃଭ ઽঃ ૈࠛ௬ ౿ ۀՓଲ ోԮ
ୠୁඇுܑ֜ߦ নో ܤԮणૈଲۗ ోԮणۀૈ
ోԮ୪ਏୋ౿ଭ ࢼવ Թ ࠸՚ ڳي
পࠜ _ ׆ୣୋ౿ߦୢۜܥ଼ۗଲ
Զଲ
୪ੲ
ోԮ
ୠୁඇுܑ֜ۀ
ԨԨଭ
ోԮ୪ਏୋ౿ଭ
૬ী݅ଡ
ਏԩୡଞߦ 
ֻࠤճ
վԩୡଞߦԳܑࠜۗ࠙՚୪ઘ଼්ۗށ
ֻࠨ ছԶଲনోܤԮणۀૈԨඹߑହࠬۗ
ࢼવ ෴ଭ ోԮ୪ਏୋ౿ଭ ԨԨଭ ֜ܛୀ ࠸՚
࠻ෆۗܤ





<ֻࠨ>ోԮणૈోԮ୪ਏୋ౿ଭ࠻ෆ

ഠߨࢫէߨ
࣭ ࢂڍছࡪ ۀԮ ଼ో ۀԮઽฃ ਏਆഗଡ
୪ੲճ ઽฃছ ୪վ්  ଼ۗ ۀઑ
ోԨಟക౷ ۩ැ ੵੰ࣪ۗ ో ށԨಟക౷ࠜ
ตրୡଞߦ ন ්  ଼ో ۀԮ ୠୁඇுܑ֜
۩ ڍଭࠜ ઼ճ ోԮઽฃࠜ ীԹଞߦਭ ୪ੲ
ోԮઽฃਏਆഗଭԹڄଡ۳఼֜ฃ઼ֻۗ߇ي
ోԨঃୁଡ  ోԨୋ౿ଭ ஂࠑԧ ճ ۗࠛ
ోԨনଡ ୍෮ ࢂݡ ׆ ۗઑ ోԨଡ ׆قھ
ැ ߇ ోԨୋ౿݅ ۩ କন ଼ ۀഉൾଲਆ
ୀଲ ୪ਏܣઘઉ ් Փଲۗ  ށ߇
ోԨಟക౷ ۩ ॷୀ ඌԧ ݊ଡ ധැ ตրୡ
ઽฃోԨ ಟക౷ ୪ୁଡ  ԧଲ݁ޭଡ ୪ਏۀ
Փܑ ண૬ ր୪ߦ ْբ୲ ଼ۗ ଲ߇ ඹߑହ૾ࠜ
ࢱ׆ଞߦ ࠤۗ ۀઑ ઽฃଭ ోԮ܁ଲഉࠜ
ตրୡଞߦ নճ ਏୀ՚ ୪վ ࡪԮ ଼ճ
ਓԮي՚ ઽฃࠜ ࣮  ଼ ۀฅլଡ ୪վ ් 
଼ଞࠤޭۗ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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ఞճࢂෝ

<>IUUQXXXXJOEPXTNPWJFNBLFSTOFU





<>0Í.PEISBJO4BOE0BLMFZ* Î5PVDI57"EEJOH



'FFMJOH UP #SPBEDBTU .FEJBÏ *O 1SPD TU &VSPQFBO
$POG *OUFSBDUJWF 5FMFWJTJPO GSPN 7JFXFST UP "DUPST 
QQ_ 
<>0Í.PEISBJO4BOE0BLMFZ* Î5PVDI57"EEJOH
*OUFSBDUJWJUZ "DUJWF 5PVDI JO #SPBEDBTUJOH .FEJBÏ
*O 1SPD *OU 4ZNQ )BQUJD *OUFSGBDFT GPS 7JSUVBM
&OWJSPONFOU BOE 5FMFPQFSBUP TZTUFNS  QQ _ 

<> $IB +  4FP :  ,JN :  3ZV +  Î"O
"VUIPSJOH&EJUJOH'SBNFXPSLGPS)BQUJD#SPBEDBTUJOH
1BTTJWF )BQUJD *OUFSBDUJPO VTJOH .1&( #*'4Ï *O
1SPD8PSME)BQUJDT QQ_ 
<> -FF #  -FF +  $IB +  4FP $  3ZV + 
Î*NNFSTJWF -JWF 4QPSUT &YQFSJFODF XJUI 7JCSPUBDUJMF
4FOTBUJPOÏ *OUFSOBUJPOBM DPOGFSFODF PO )VNBO
$PNQVUFS*OUFSBDUJPO QQ_ 
<> 6OJUFE 4UBUFT 1BUFOU   Î)BQUJD BVUIPSJOH
5PPMÏ
<> 4FP :  -FF #  ,JN :  ,JN +  3ZV +  Î,
)BQUJD.PEFMFS5.")BQUJD.PEFMJOH4DPQFBOE#BTJD
'SBNFXPSLÏ  *&&& *OU 8PSLTIPQ PO )BQUJD "VEJP
7JTVBM&OWJSPONFOUTBOEUIFJSBQQMJDBUJPOT )"7& QQ
_ 
<>IUUQWJCFUPO[DPN
<>IUUQXXXUPPMCPPLDPN
<>IUUQXXXBVUIPSXBSFDPN
<>IUUQXXXBEPCFDPNQSPEVDUTEJSFDUPS
<>IUUQXXXBEPCFDPNQSPEVDUTQSFNJFSF
<>IUUQXXXVMFBEDPN
<>IUUQXXXWJSUVBMEVCPSH
<>IUUQNBHJDPOFDPLS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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