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신청안내(학생용)
1. 2020-2학기 학위청구논문 신청일정
❙ 논문 신청 (입력) : 2020. 9. 1.(화) ~ 11. 12.(목) 23:59

(HY-in 입력)

❙ 논문 신청서/기타서류 제출 : 2020. 9. 1.(화) ~ 11. 16.(월)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논문을 신청하고 논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지 논문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논문신청 마감일(11. 12.(목)) 이전에도 논문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HY-in에 입력한 후 바로 소
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석사과정

· 4기 이상 등록
· 졸업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
- (이번학기 수강신청 포함)

· 선수강과목 이수완료자

· 어학시험 합격자
· 단과대학 내규 및 학과 내규 충족자
· 연구계획서 입력 및 승인완료자
· 재학연한이내: 휴학제외 입학 후 7년
- (99학번 이전은 수료후 5년)

· ‘연구지도1,2’ 이수 혹은 이번학기 이수가능한 자
- (인문․사회계열 2009학번~2015학번)
- (이번학기 수강신청 포함)

박사/석박통합과정

· 박사 : 4기 이상 등록
석박통합과정 : 6기 이상 등록

· 졸업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
- (이번학기 수강신청 포함)
· 선수강과목 이수완료자

· 어학시험 합격자
· 단과대학 내규 및 학과 내규 충족자
· 연구계획서 입력 및 승인완료자
· 재학연한이내: 휴학제외 입학 후 9년
- (99학번 이전은 수료후 7년)

· ‘연구지도1,2’ 이수 혹은 이번학기 이수가능한 자
- (인문․사회계열 2009학번~2015학번)
- (이번학기 수강신청 포함)

3. 논문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학위청구논문 신청절차
[HY-in] 로그인 ➜ [HY-in] 학위청구논문 제목(국문‧영문) 입력 ➜ [HY-in] 심사위원 입력 ➜
논문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지난 학기 인쇄본 제출포기자(논문심사 합격 후, 인쇄본 제출을 포기한 자)가 이번학기에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을 재신청해야 함(논문심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종합시험을 합격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학위청구논문 신청 및 심사는 진행할 수 있으나 논문인쇄
본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논문인쇄본은 종합시험 합격 후 졸업을 하는 학기에 제출해야 함)

☞ 학위청구논문 심사비 납부 제도는 폐지되었음(2017-1학기부터)

4. 학위청구논문 제출 서류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제출기간 : 2020. 11. 16.(월)까지
❙제출서류
석사과정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박사/석박통합과정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 1부

※ ①항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에 지도교수 도장 또는 서명이 필히 기재되어야 함

5. 학위청구논문 신청방법
1) 연구제목 입력
<그림 1> 논문>청구논문 신청/조회 화면

▶ 한양인(HY-in) 로그인 후 상단메뉴 [신청] ➜ [논문] ➜ [청구논문신청] 메뉴 클릭
▶ 연구윤리 서약서 안내문 내용확인
- 청구논문신청 화면 클릭 시 ‘연구윤리서약서’ 안내문이 표시됨
- 연구윤리 서약서 내용을 읽고 확인버튼을 눌러야 학위청구논문신청 가능

▶ 한글•영문 연구제목 입력 및 저장
- 논문 한글/영문 제목 입력 (영문성적증명서 발급 시 영문연구제목이 표시되므로 영문제목 필히 입력)
- 외국어여부 체크박스: 외국어논문 작성 시 체크박스 클릭 후 해당언어 선택 (한국어는 체크박스 클릭안함)
* 화면 우측 상단의 [연구계획서 불러오기] 혹은 [이전내역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입력 가능
(공동지도교수가 있는 학연산 학생은 연구계획서 불러오기 기능으로 입력해야함)
* 연구제목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혹은 편의에 따라 화면 직접입력도 가능함

▶ 청구논문신청서 출력/제출
- 화면 우측 상단의 [청구논문신청서출력]을 클릭하여 청구논문신청 내역을 출력
- 출력물에 본인•지도교수의 도장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학과주임교수/학장도장은 행정팀에서 처리)

✰ 연구제목 입력 관련 주의사항
- 연구계획서에 입력했던 제목은 수정 또는 재입력이 불가합니다. 연구계획서 상의 제목과 학위청구논문
의 제목이 상이할 경우, 연구계획서의 수정절차 없이 변경된 제목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신청하면 됩니다.
- 연구기간은 자동 설정되므로, 변경 혹은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논문심사위원 입력
❙심사위원의 자격과 구성
-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학위과정별로 아래와 같이 구성 석사는 3인
(0명~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은 5인 (0명~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전원
내부교수로 구성 가능>
-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일 (박사학위 소지자를 권장하며,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
가로 판단되는 자를 위촉함)
[참고] 심사위원 내부/외부 기준
* 내부 심사위원 : 본교에 "소속"을 두고 있는 모든 교원 및 강사 포함 (소속 캠퍼스 구분없음)
- 전임교원
- 비전임교원 (석좌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 정년후석좌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수 등)
- 기타 (강사, Post-Doc)
* 외부 심사위원 : 본교에 소속이 없는 순수 외부교강사

❙심사위원 입력방법
<그림 2> 논문>청구논문 신청/조회>심사위원 등록 화면

- 학위청구논문 신청화면 하단 ‘심사위원 등록’ 부분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입력
- [교수구분] ‘심사위원’ 선택 후, [입력]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창에서 추가희망 교수를 조회 (동명이인 유의!)
- 본교에 등록되지 않은 외부인사(심사위원, 공동지도교수 등)는 ‘6. 외부심사위원 등록’ 방법에 따라 처리
한 후, 심사위원을 등록함

6. 외부심사위원 등록 (외부교강사 입력)

❙ 신규 외부심사위원의 개인정보 입력
- 한양인(HY-in) 로그인 후 [신청]→[논문]→[외부교강사 입력] 메뉴
- [추가]버튼 클릭 후 심사위원의 정확한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한 뒤 [저장]버튼 클릭
❙ ✔ 본교 외부교강사정보 등록절차이며 추후 논문지도‧심사비 정보로 사용되므로 필히 정확한 정보를 기입할 것
✔ 학위, 성명(한글,영문), 전공,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번호), 근무처, 전화, 핸드폰, 은행명,
예금주명(심사위원 성명과 반드시 일치),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등 입력

- 외부교강사 입력완료 이후, 위의 ‘심사위원 입력방법’에 따라 추가 희망교수를 조회하고 입력

<그림 3> 외부교강사 입력 화면

❙ 외부교강사 정보의 수정 및 삭제
- 본인이 직접 입력한 외부교강사의 정보는 수정 및 삭제가 가능 함 (그림 3. 외부교강사 입력)
- 본인이 직접 입력한 교강사 정보는 아니나 해당 외부교강사의 인적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소속 단과
대학 행정팀에 요청하여 정보를 수정한 뒤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오류 시, 논문심사비 지급 못하는 상황 발생)

【★외부교강사 입력오류시 대처방법★】
외부교강사의 동일주민번호가 DB에 존재하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있을 경우에는 별도 안내메
세지가 표시되면서 외부교강사 입력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메세지에 따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연락하여 해당 외부교강사의 필수정보(계
좌번호, 연락처, 주소, 취득학위 등)을 변경한 후 [신청] ➜ [논문] ➜ [청구논문신청/조회] 심사위원
등록 부분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기타 논문 관련 궁금한 사항은 학위청구논문 FAQ를 참고바랍니다.

단과대학(학과) 전화번호 안내
★서울캠퍼스 학과의 경우 2220국번 (02-2220-XXXX)이고, ERICA캠퍼스 학과(#표시)의 경우 400국번(031-400-XXXX)입니다.
단과대학 내 학과별 가나다순
순번

1

단과대학

공과대학

2

WCD건설환경공학과

3

WCD에너지공학과

4

공과대학
소프트웨어

담당(행정팀/학과)

연락처

순번

단과대학

담당(행정팀/학과)

연락처

건축공학과

3120

행정팀 대학원담당

0584

건축학과

3120

국제의료개발학과

0666

나노반도체공학과

3121

아동심리치료학과

0618

도시공학과

3120

보건학과

0715

디지털의료융합학과

3123

맞춤의료학과

0630

산업공학과

3124

6

간호학부

행정팀 대학원담당

3163

생명공학과

3122

7

인문과학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0730

신소재공학과

3122

8

사회과학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0840

원자력공학과

3123

9

자연과학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0883

유기나노공학과

3122

10

법학전문대학원

행정팀 대학원담당

0967

융합국방학과

3123

행정팀 대학원담당

2762

융합기계공학과

3123

과학기술정책학과

2762/2764

융합전자공학과
(전자컴퓨터통신공학과)

3121

자원환경공학과

3120

12

전기공학과

3124

정보디스플레이공학과

5

11

의과대학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0830

경제금융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1020

13

경영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1060

3121

14

사범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1095

지능형로봇학과

3121

15

생활과학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1175

파워엔지니어링공학과

3124

16

음악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1224

화학공학과

3122

17

예술˙체육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1316

건설환경공학과

1344

18

산업융합학부

행정팀 대학원담당

2249

에너지공학과

2390

행정팀 대학원담당

#5116

미래자동차공학과

3135

바이오나노학과

#4688

블록체인융합학과

3134

컴퓨터공학과

#1005

인텔리전스컴퓨팅학부

2342

20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1005

자동차전자제어공학과

2682

21

약학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5794

정보보안학과

3135

22

과학기술융합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5453

정보시스템학과

3135

23

국제문화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5306

지능융합학과

3134

24

언론정보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5395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3134

25

경상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5600

컴퓨테이셔널사회과학과

3134

26

디자인대학

행정팀 대학원담당

#5686

27

예체능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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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청 구 논 문 FAQ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뒤, 추가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01. 이전에 연구계획서 입력을 완료하였으나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구계획서를 수정해야 하나요?
A 01. 입력 및 승인된 연구계획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연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므로, 변경사
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제목으로 학위청구논문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Q 02. 학위청구논문을 신청 가능한 점수를 알고 싶습니다.
A 02. 일반대학원 전체 규정에는 신청 가능한 점수 관련 기준이 없습니다. ‘A학술지 200% 이상’과 같은
규정은 ‘학과 내규’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대학원 학과별 점수 및 학술지 기준이 모두 다를 수 있
으므로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Q 03. 논문 심사위원 자격과 수가 궁금해요.
A 03. 논문 심사위원은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를 모두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은 5인 이어
야 합니다. 석사과정은 3인 중 0~1인, 박사과정은 0~2인까지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
다.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7조(논문심사위원회 구성) 외부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 대학 교수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인사로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소속의 비전임
교원은 내부 심사위원임)
Q 04. 논문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04.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논문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심사위원 변경이 가능하며, 심사위원 변경
은 학사일정에 명시되어 있는 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 접수기간 (11월 30일까지) 에 가능합니다.
한양인(HY-in) 상단메뉴 [신청] ➜ [논문] ➜ [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 화면에서 ‘변경’ 클릭 후 입
력한 후 해당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이용하여 양식 출력 후 신청자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합니다.
Q 05. 논문제목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05. 학사일정에 명시되어 있는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제목수정기간 (12월 17일까지) 에 학생 본인이
한양인(HY-in)에서 변경하면 됩니다. 학생 한양인(HY-in)에 등록된 논문제목과 논문인쇄본 제목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Q 06. 학위청구논문 작성 요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06. 논문의 “규격, 지질, 인쇄방식, 표지색깔, 제본식”, “제본순서”, 그리고 “표지양식, 제출서양식, 인준
서양식, 목차양식, 요지 및 본문 양식, 서약서양식”은 학칙 시행세칙 제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문 작성요령에 해당되는 “편집용지, 용지여백, 들여쓰기, 줄간격, 정렬방식, 글씨체 및 크
기”는 대학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HY-in > 신청 > 논문 > 논문양식자료실 : 학위청구논문 작성법 (체제,
형식)-한글,영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파일에 없는 내용 (예. 논문 본문에 그림 삽입 시 그림크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Q 07. 학위청구논문 샘플 양식을 참고하고 싶어요.
A 07.

HY-in > 신청 > 논문 > 논문양식자료실 → “학위청구논문 작성법(체제,형식)-한글,영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08. 논문 심사 취소는 언제 가능한가요?
A 08. 학사일정에 명시되어 있는 석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접수 (11월 30일까지) 기간 중 ‘심사
취소신청서’ (대학원홈페이지 > 게시판/자료실 > 자료실 > 논문 > #10번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
소신청서”) 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예. 영어영문학과 학생은 인문과학대학 행정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09. 논문심사는 몇 점 이상이 합격인가요?
A 09. 논문심사평가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70점 이상으로 평가될 경우 합격 처리됩니다. 심사
위원 개개인이 부여한 점수는 대학원에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Q 10. 연구윤리서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A 10. 한양인(HY-in) > 신청 > 논문 > 논문심사결과보고서 화면에서 출력하면 연구윤리서약서가 함께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므로 본인논문에 포함될 복
사본 1부를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후 논문인쇄본 제본시 필요함)
Q 11. 논문심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 논문 결과보고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11. ①논문인쇄의뢰를 하신 뒤, ②백남/ERICA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업로드 하시고, ③그
이후 도서관에 내방하시어 논문 인쇄본을 제출(석사 4부, 박사 4부)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는 일
반대학원 행정팀 및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담당하지 않으므로, 관련사항은 디지털학위논문 접수관
련 (02-2220-1363), 책자학위논문 접수관련 (02-2220-1359, 031-400-4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12. 논문 인쇄업체를 알려주세요.
A 12. 대학원팀 및 각 단과대학 행정팀은 논문 인쇄업체를 중개하지 않습니다. 인쇄의뢰는 학생 본인이
진행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Q 13. 논문 인쇄본을 도서관에 모두 제출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절차가 있나요?
A 13. 논문 인쇄본 제출 완료 후, 제출창구에서 확인도장 받은 ‘인쇄본 제출 확인서’를 소속 단과대학 행
정팀에 제출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며 졸업대상자에 포함됩니다.
Q 14.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했지만, 인쇄본 제출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14. 인쇄본 제출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학사일정에 명시되어 있는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제출
마감’ 기간 내에 “대학원홈페이지 > 게시판/자료실 > 자료실 > 논문 > #6번 학위청구논문 A 09.
인쇄본제출포기서”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인쇄본제출포기서를 제출하면, 당해학기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수료’상태로 남습니다.
✔ 당해학기 인쇄본제출포기 이후 다음 학기에 인쇄본을 제출하고 졸업을 하려면, 다음 학기 학
위청구논문신청기간에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심사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 논문 표지 및 인준서의 날짜는 졸업학기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Q 15. 학술정보관에 제출한 논문인쇄본을 교체하고 싶습니다.
A 15. 학술정보관에 제출한 논문인쇄본 중 교체/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

HY-in > 신청 > 논문 > 논

문양식자료실 : 학위논문 교체수정확인서(도서관제출용)” 를 작성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의 확
인을 받아 `교체/수정본`과 함께 학술정보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논문 교체 및 수정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울 02-2220-1359 / ERICA 031-400-4246 로 연락바랍니다.
Q 16. 논문제출기한(재학연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16. 학칙 제11조에 따라, 2000학번 이후의 경우 석사과정은 입학 후 7년, 박사/석박통합과정은 입학
후 9년 이내 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 때 휴학기간은 논문제출기한에서 제외됩니다.
- 예시1. 2012. 03 입학 (휴학없음) 박사학생 : 2021. 02까지 졸업해야 함
- 예시2. 2011. 03 입학 (휴학 1년) 박사학생 : 2021. 02까지 졸업해야 함
✔ 1999학번까지의 경우 석사는 수료 후 5년까지, 박사는 수료 후 7년까지 재학연한입니다.
-

예시1. 1999. 03 입학 박사학생 수료처리(2002. 02) : 2009. 02까지 졸업해야 함

✔ 재학연한이 만료되면 학적상태는 "영구수료"이며, 2009년 3월부터 시행되는 영구수료자 재입
학 시행에 따라 영구수료자는 1회에 한하여 "영구수료자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영구수료자 재
입학자는 재입학 이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 2년, 박사 3년이 연장됩니다.
Q 17. 외부 심사위원 등록시 오류가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7. 외부교강사의 동일주민번호가 DB에 존재하나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있을 경우에는 별도 안내메
세지가 표시되면서 외부교강사 입력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메세지에 따라 소속 단과
대학 행정팀으로 연락하여 해당 외부교강사의 필수정보(계좌번호, 연락처, 주소, 취득학위 등)을
변경한 후 [신청] ➜ [논문] ➜ [청구논문신청/조회] 심사위원등록 부분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Q 18. 인준서는 도장을 받아야 하나요 사인을 받아야 하나요?
A 18. 국문 논문의 경우 도장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 논문의 경우 사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
로 합니다.
Q 19. 종합시험에는 불합격 하였으나 학위청구논문 신청을 해도 되나요?
A 19. 종합시험은 졸업요건이기 때문에 종합시험에 불합격 하셨어도 학위청구논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
니다. 학위청구논문 신청 후 심사까지 완료하실 수 있으나 이번학기 졸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종
합시험 불합격으로) 인쇄본 제출을 하시면 안됩니다. Q14번 인쇄본 제출 포기 경우를 참조하시어
인쇄본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시고 종합시험 합격한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재신청 한 후 (심사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인쇄본을 제출하고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논문표지 및 인준서의 날짜는 졸업하는 학기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Q 20. 저번학기 인쇄본 제출 포기를 한 학생입니다. 이번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은 하였고, 단과대학
행정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A 20. 인쇄본 제출 포기하신 학생이 이번학기에 졸업하고자 한다면, 학위청구논문 신청을 이번학기에
다시 하여야 합니다. (심사는 다시 받지 않습니다.) 저번학기에 심사받으신 논문심사결과보고서
사본과 논문표지(이번 학기 년월 기재), 인준서(이번 학기 년월 기재)를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합
니다. (12월 21일까지) 그 후 논문 인쇄본을 백남학술정보관에 제출하고 인쇄본제출확인서를 다
시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21. 학위청구논문 표절 방지를 위하여 카피킬러(CopyKiller) 검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피킬러로 검사를 해보았더니 표절률이 10%가 나왔는데 이정도면 학위청구논문으로 제출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그리고 표절검사 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21. 카피킬러 검사결과 표절률은 상대적인 점수이고 카피킬러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비교한 수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몇 % 이하는 안전하고 몇 % 이상
이면 표절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 결과 상세 확인을 통해 다른 문서와의 동일 영역을
검토하시어 출처 표시를 하거나 수정하여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본교에서는 표절검사 결과확인
서를 제출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