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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과제물 작성법

- 원격교육연구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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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서관 홈페이지
주요메뉴 안내
1. 메뉴
2.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3.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메인화면
4. 도서관 주요 서비스

NOTE

Ⅰ

도서관 홈페이지 주요메뉴 안내

1. 메뉴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방법 및 주로 사용되는 메뉴에 대한 안내
- 자료검색, 도서관서비스, My Library 등의 항목별 관련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2.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1)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URL(http://library.knou.ac.kr)을 직접 입력하여 접속

2) 학교 홈페이지(http://www.knou.ac.kr)에서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 가능

3.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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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정 로그인 (교외접속 시 로그인 필수)
② 카테고리별 주요 메뉴
③ 소장자료검색 및 통합검색 : 검색 키워드 입력 후 검색 결과로 자료 찾기
④ 공지사항 : 도서관 공지글 게시
⑤ 자주 찾는 서비스 바로가기 모음
⑥ FAQ(Frequently Asked Question) : 자주 묻는 질문 ․ 답변사항 모음
⑦ 전자자료 : 각종 전자자료 서비스 바로가기 모음
⑧ 유관 기관 사이트 바로가기
-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http://www.riss.kr) : 상호대차 이용
- 국회도서관 등 협력체결 도서관
• 우리대학 도서관 협력체결기관 확인 가능
• 방문 시 방송대 전용 서가에서 방송대 발간 자료 이용 가능(방송대 교재 열람 등)
- FRIC(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http://www.fric.kr) : 외국학술지 원문복사 무료 제공
- dibrary(http://www.nl.go.kr)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http://www.ndsl.kr) : 과학기술분야 검색
⑨ 많이 이용하는 자료 소개 / 새로 들어온 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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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서관 주요 서비스
1) 대출
- 1인당 5책 12일 (학부생), 10책 30일 (대학원생) ※ 신분별 적용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소장자료검색
(홈페이지 )

➡

대출가능
여부확인

➡

서가에서 자료찾기
(청구기호 확인 )

➡

대출신청
(학생증 제시 )

2) 연장
- 반납예정일 3일 전부터 1회에 한해 홈페이지 (My Library → 대출/예약/연장)에서 연장
- 단, 연체되었거나 도서가 예약 중일 때는 연장 불가
3) 반납
- 직접 또는 대리 반납, 택배 및 등기우편 가능
- 무인 반납기 이용가능 : 중앙(24시간), 서울/남부(23시까지 )
4) 예약
- 현재 대출중인 자료에 대해 자료 반납시 대출 우선권 요청 (도착시 학습자료실에서 대출)
5) 우선정리요청
- 정리중 자료를 빨리 이용하고자 할 때 요청 (완료되면 3일 이내에 학습자료실에서 대출)
6) 대출/문헌복사 신청 ※ 단, 과제물 작성기간 중 과제물 참고도서는 복사 서비스만 가능
˙ ˙ ˙ ˙ ˙ 자료를 대출/복사하여 집에서 제공받는 서비스(관련 비용은 신청자 부담)
- 서비스 내용 : 중앙도서관
- 대상자료 : 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중 대출/복사 가능 자료(대출불가 도서는 복사만 가능)
- 이용방법 : [연구학습지원 ] → [학습자료지원] → [대출/문헌복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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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희망도서 신청 ※ 신청 자료에 대해서는 신청자에게 대출우선권 3일 부여 (SMS/Email 통보)
- 신청 금액 한도와 신청 제한자료(소장 복본자료, 품절 등) 내용을 확인 후 신청
-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구입 신청할 경우 신청 도서관에서 해당지역 선택 가능
- 소요기간 : 국내서 약 1~2주, 국외서 약 1~2달 소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신청 가능
• (온라인) [도서관서비스] → [희망도서신청] → [신청안내 및 신청] → [온라인도서신청] → 팝업창
• (직접입력 ) [도서관서비스] → [희망도서신청] → [신청안내 및 신청] → [직접입력신청] → 작성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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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서관 홈페이지 주요메뉴 안내

8) 과제물 큐레이션 : 도서관 사서(큐레이터)가 과제물 시험 문제 분석 후 자료 검색과정 및 추천

자료 등을 공유함으로써 학생들의 과제물 작성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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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자료 제공 : 정보활용교육 강의자료를 교육자료 게시판을 통해 다운로드하여 이용 가능
- 도서관 홈페이지 > 연구학습지원 > 학습지원 > 도서관정보활용교육 > 교육자료 게시판

- 게시물 제목을 통해 내용 확인 후 첨부 파일 자료 다운로드 이용

- 다운로드 된 파일 저장 및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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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육영상 제공 : 교육 관련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제공
- 도서관 홈페이지 > 로그인 계정 하단의 유튜브 바로가기 아이콘(도서관 계정) 클릭

- 게시물 제목을 통해 내용 확인 후 영상 파일을 클릭하여 이용 가능

-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전체공개된 영상 반속재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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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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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 안내
특정 자료 찾기
특정 주제 분야 자료 찾기
우리 대학에 없는 자료 찾기
연구윤리 안내
표절예방 안내

MEMO

Ⅱ

자료검색 가이드

1. 자료검색 안내 : 찾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가능
1) 특정 자료 찾기 : 필요한 자료의 서지정보(서명, 저자 등)를 알고 있는 경우
2) 특정 주제 분야 자료 찾기 : 주제 분야만 정해졌으며 , 관련 자료 검색 필요시
3) 우리 대학에 없는 자료 찾기 : 필요한 자료가 우리 대학 미소장 자료 인 경우

2. 특정 자료 찾기 (단행본 검색)
1) 주요내용 : [소장자료검색]에서 키워드 입력 후, 소장처 및 도서상태(대출가능 여부), 청구기호를
확인한 후 소장처를 방문하여 대출 가능
2) 검색방법 : 검색창에서 키워드 입력 후 검색 클릭

- 소장자료검색 : 도서관에서 소장 중인 단행본, 전자도서만 검색
- 통합검색 :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검색
- 검색결과 서명 클릭 시 화면 상단에는 도서의 ‘서지정보’, 하단에는 ‘소장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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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지정보 : 서명 , 저자, 출판사 등 찾는 자료가 갖고 있는 고유정보 확인 가능
② 소장정보 : 소장처 및 청구기호, 도서상태 등 이용에 필요한 정보 확인 가능
- 소장처 /자료실 :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중앙 및 지역대학 도서관 자료실 위치 정보
- 도서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여부, 대출중인 도서의 반납예정일 확인
- 서비스 : 대출중인 자료의 예약, 제자리에 없는 자료는 서가부재도서 신고 가능
- 출력 : 서지 사항 출력 지원
③ 청구기호 의미 : 찾고자 하는 자료의 위치와 주제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중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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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료검색 가이드

한 국 십 진 분 류 법(KDC)
분류

상

주제

000 총류

세

주

제

10

20

30

40

50

도서학
서지학

문헌
정보학

백과사전

강연집
수필집 등

연속
간행물

학회,단체, 신문,
전집,총서 향토자료
저널리즘
기관

경학

아시아
철학

서양철학

논리학

심리학

윤리학
도덕철학

100 철학 형이상학

200 종교 비교종교

형이상학
철학체계
이론

60

70

80

90

불교

기독교

도교

천도교

신도

인도교

회교

기타
종교

300

사회
과학

통계학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법학

교육학

풍속,
민속학

국방,
군사학

400

순수
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학

광물학

생명과학

식물학

동물학

500

기술
과학

의학

농업

공학

전기,
화학공학
전자공학

제조학

가정학

600 예술

건축술

조각

공예

서예

회화

사진술

연극

오락, 운동

700 언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건축공학 기계공학

800 문학 한국문학 중국문학 일본문학 영미문학 독일문학

900 역사

아시아
역사

유럽
역사

프랑스
문학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역사
역사
역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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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기타언어

스페인
문학

이탈리아
문학

기타
문학

양극
지방

지리

전기

쉽게 따라 배우는 도서관 학술정보 활용법

3. 특정 주제 분야 자료 찾기
1) 단행본
- 우리대학 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 방송대 도서관이 보유한 소장자료 검색 및 복사/대출
- 국내외 대학 도서관 : RISS를 통해 국내 ․ 외 대학 소장자료를 검색 및 복사/대출신청 가능
2) 학술지 논문 : 우리 대학이 구독 중인 국내·외 학술DB를 검색하여 원문(PDF, HTML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RISS의 타 기관 문헌복사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
- 주요 DB·웹정보원 ※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구분

DB명
방송대 도서관 통합검색
RIS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내
학술DB·
웹정보원

내용
우리 대학이 구독 중인 대표적인 학술DB(DBpia, KISS,
e-Article, ScienceDirect)에 대한 통합검색
국내 대학도서관 및 일본, 중국대학 도서관의 소장 학술지
검색이 가능하며 , 필요한 경우 원문복사 신청 가능

DBpia (누리미디어 )

국내 490여 개의 학회의 1,000여종 학술지 논문 원문 제공

KISS (한국학술정보)

국내 1,300여 개의 학회의 3,200여종 학술지 논문 원문 제공

학술교육원 (e-Article)
ScienceDirect
국외
학술DB

JSTOR
CAJ

국내 학회의 약 540여 종 학술지 논문 원문 제공
Elsevier에서 발행하는 1,900여 종의 학술지 검색 및
원문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인문, 경영 , 통계 관련 학술지 논문 원문 제공
중국에서 발행된 334만건의 학술논문을 포함한 각종
학술자료의 검색 및 원문 제공

- DB별 이용

① [자료검색] → [전자자료]
② [전자자료] → [국내학술DB] 또는 [국외학술DB] 클릭
③ 개별 DB명을 클릭하여 해당 DB사이트에서 검색
- 통합메타검색을 통한 DB 이용 : 학술지 논문, 기사 자료 등 각 분야의 주요 DB를 일부 또는
일괄 선택하여 검색결과 연결을 통한 원문(PDF, HTML 파일) 이용 및 출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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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검색] → [통합메타검색] 클릭
② 필요한 자료 검색을 위하여 키워드 입력
③ 국내학술DB에서 원하는 DB 선택 : 원하는 DB명에 ⍌체크, 동시에 여러 개 체크 가능

④ 검색대상별 , 연도별 , 저자별 그룹화하여 검색 결과 확인 가능
⑤ 결과 화면에서 학술지명 등 서지정보 확인 및 PDF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문을 열람가능
⑥ 박스안의 10은 검색한 결과를 10개씩 보여주고 있음의 의미
⑦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며 보여진 10건 이외의 자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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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문제공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0
11

9
8

⑧ 목차 확인 가능하며 , 원하는 부분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부분으로 이동하여 열람 가능
하며, 참고문헌을 통해 해당 저자가 참고한 유사 주제의 참고자료에 대해 확인 가능
⑨ 해당 논문의 서지정보를 확인 가능하며, 과제물 작성에 해당자료를 인용한 경우 참고문헌
목록에 해당 서지정보 작성하여 반영
⑩ 필요시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인쇄
⑪ 필요시 ‘파일’클릭 →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통해 원문을 파일로 저장 가능

[잠깐 TIP!~~]
원문이 열리는 자료는 주제별 폴더를 만들어 그 안에 파일로 저장하여 관리하면,
학습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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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 대학에 없는 자료 찾기 : 희망도서 신청과 타 기관 자료 신청
1) 희망도서 신청 : 우리 대학 도서관 미소장 자료에 대하여 구입 요청하는 서비스
2) 타 기관 자료 신청 : 기관 간 소장 자료를 원문복사/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공유하는 서비스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교육부 출연기관인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

- 이용범위 : 국내 대학이 100% 참여 , 모든 유형의 학술정보를 공동으로 이용
- 이용대상 :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 주요내용 : 원문복사 신청/도서대출 신청
- 대상자료 : 단행본, 학위논문, 국내·외 학술지 논문

- 도서대출 제공 조건(중앙도서관 방문 수령)
∙ 대출 책수 및 기간 : 1인 3책 / 15일(반납예정일 2일전까지에 1회 연장가능, 연장일수 7일)
∙ 이용요금 : 1권당 5,000원(소요기간 : 3~4일)
∙ 대출 제공범위 및 유의사항
단행본

- 대출기한은 도착확인일로부터 반납예정일까지 산정
- 연체료는 반납예정일로부터 500원 / 1일

- 문헌복사 제공 조건(중앙도서관 방문 수령)
∙ 이용요금 : 기본료 + 장당 복사비(실제 비용은 제공기관에서 발송 후 확인 가능)
국내/국외

국내

국외(일본)
국외(중국)

배송방법

비용

기관전송

(1~2일 소요)

장당 100원

일반우편

(4~6일 소요)

기본료(1,300원) + 장당 70원

등기우편

(2~4일 소요)

기본료(3,000원) + 장당 70원

팩스

(2~3일 소요)

장당 200원

택배

(2~5일 소요)

기본료(2,500원) + 장당 70원

Air-Mail

장당 ￥35~50 + 우편비용

EMS

장당 ￥35~50 + 특급우편비용

전자배송

기본료(10위엔) + 장당 2위엔

∙ 복사 제공범위
단행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부분복사(50%이내)만 가능

학위논문

저작권 보호를 위해 부분복사(50%이내)만 가능

학술지

학술지 수록 논문 단위 신청 ※ 동일권호의 복수의 논문 => 논문별 개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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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접속 방법 안내

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② RISS 바로가기 클릭

① 회원가입(기관 이용자로 회원가입) ② 키워드 검색
∙ 해외전자자료검색 : 대학라이선스 학술DB 이용(이용시간 범위 : 오후 4시 ~ 익일 오전9시)
∙ RISS Analytics : RISS 서비스 자료에 대한 항목별 분석 결과 및 통계
∙ RISS 이용안내 : RISS 이용 매뉴얼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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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회원가입 방법 안내

① 회원가입 클릭

② 약관에 동의

③ 이메일 인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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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착한 email을 확인하여 email 내용의 링크를 통한 회원가입

⑤ 가입항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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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관회원서비스 항목 작성(소속기관 및 소속도서관 선택 지정) : 소속기관 이용자로 회원가입
∙ (서비스이용구분) : ‘소속기관 이용자’에 클릭
∙ (소속기관) : 찾아보기 클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입력 후 찾기 클릭 → 선택
∙ (소속도서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앙도서관’ 선택

[잠깐 TIP!~~]
회원 가입 후, 소속 도서관의 담당자 승인 필요
후불 결제의 타 기관 자료 복사 및 대출 서비스는 승인 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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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자료 이용하기 : 원문파일 이용

① 자료유형(학위논문, 단행본 등)을 선택 후 검색창에 키워드 입력 (예 : ‘평생교육’ 입력)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RISS 바로가기 클릭 시 기관접속으로 원문파일 이용 가능

② 원문보기 클릭(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RISS 바로가기 클릭 시 기관접속으로 원문파일 이용 가능)

③ PDF 뷰어가 미설치 상태인 경우 상단의 뷰어 설치 아이콘 클릭을 통해서도 설치 가능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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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자료 이용하기 : 타 기관 자료 이용

① 원문보기가 안되는 자료는 복사/대출신청(소속기관 이용자 개인계정 접속으로 신청 가능)

② 소속기관 이용자는 반드시 후불 결제 지정하여 소속도서관을 통해 자료 수령
∙ 결제방법 : 선불은 배송지 변경이 가능 단, 비용 등 제공조건이 불리함(대출은 선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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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송방법 및 제공도서관을 선택하여 지정 한 후 신청(제공도서관 순위 지정 가능)
∙ (복사 신청) : 복사범위 입력 필요, 전자배송(1~2일 ) 및 우편배송(2~3일 ) 소요
∙ (대출 신청) : 택배배송(2~4일 ) 소요 ※ 배송일은 업무일 기준(주말 제외)
• 제공도서관은 최대 5개까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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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IC(Foreign Research Information Center) : 외국학술지 무료 복사서비스(RISS와 연계 운영 )

① FRIC 홈페이지 접속 :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오른쪽 하단의 FRIC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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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키워드 검색 시 외국학술지지원센터 소장 자료가 검색됨(영어 키워드 입력 필요)

③ 복사 신청 : 복사범위 입력 필요, 제공도서관을 [무료]외국학술지지원센터로 선택하여 신청
4) 국회도서관 자료 이용 :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중 우리대학 및 RISS 제공불가 자료에 한해 제공
- 이용대상 : 교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 이용가능 서비스 : 국회도서관 소장된 도서대출 및 원문 출력 신청
- 대상자료 : 단행본, 유료 원문자료
- 도서대출 신청
∙ 대출 책 수 및 기간 : 1개 기관 당 5책 이내 / 15일(1회에 한 해 7일 연장가능)
※ 우리대학 총 대출 책 수가 5책이 초과한 경우 대출이 제한

∙ 이용요금 : 대출/반납 배송비 본인부담 ※ 반납 시 국회도서관으로 직접 반납(선불) 배송
∙ 이용방법 : [연구학습지원] → [학습자료지원] → [(국회)도서대출/원문출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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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출력 신청
∙ (중앙도서관 및 서울지역대학 도서관)검색실내 국회도서관 검색용 PC를 이용하여 원문 출력
∙ 그외 지역대학 도서관 : [연구학습지원] → [학습자료지원] → [(국회)도서대출/원문출력 신청]
※ 유료자료에 한함 (무료자료는 지역대학에서 열람 및 출력 가능)

∙ 이용요금 : 배송비 / 출력비 신청자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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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윤리 안내
1) 연구윤리 : 연구자가 정직하게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할 원칙 또는 행동 양식

2)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① 위조 ② 변조 ③ 표절 ④ 부당한 저자 표시 ⑤ 부당한 중복게재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⑦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3)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저작권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634호, 2017. 3. 21., 일부개정 ]
-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8.]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4호, 2016. 11. 8., 일부개정]
- 학술진흥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63호, 2016. 5. 29., 일부개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 7. 17.]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일부개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전부개정 2016. 9. 21. 규칙 제1013호]
4) 참고 사이트 : 연구윤리정보센터 (http://www.cre.or.kr/)
- 안내 :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로 연구윤리 정보 콘텐츠 제공 및 상담센터 운영
- 대학(원)생을 위한 학습윤리 가이드, 연구윤리 질의 응답집 등을 제공하며,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지침 해설서,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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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절예방 안내
1) 표절예방 프로그램

Turnitin

소개

- 논문 및 과제물 제출 관련 표절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2) Turnitin

주요기능 : 비교 대상과의 일치 정도를 % 기준으로 확인 가능

3) Turnitin

이용 방법

①
-

우리 대학의 Turnitin 클래스 ID, PW 확인
클래스 이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클래스 ID : 교육자료 > "클래스 정보(클래스 ID/PW)" 게시글에서 확인
클래스 PW(등록 키 ) : 교육자료 > "클래스 정보(클래스 ID/PW)" 게시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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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⑤
⑥

Turnitin 접속 [http://api.turnitin.com/ko] 한 후 ‘계정 새로 만들기 ’ 클릭
사용자 프로파일 만들기에서 [학생] 클릭 → 정보 입력 → 동의합니다 클릭
Turnitin 아이디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 후
클래스 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클릭
"제출(submit)" 버튼 클릭 후 파일 업로드를 통한 검사 시행
(버튼당 즉시 도출은 최대 4회까지 )

4) Turnitin

이용 시 주의사항

-

반드시 1인 1계정 생성 및 이용
인터넷 익스플로러 오류 발생 시 크롬(Chrome) 브라우저로 이용
계정 생성 시 email 주소는 학교 email 주소(***@knou.ac.kr) 또는 학교에 등록한 email 기입
학위논문 제출 전 , 학술지 논문 게재 전 활용 권장 : 방송대 과제물 표절검사는 Turnitin
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과제물 제출 전 검사 보다는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게재 전 검
사에 해당 DB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
- 사용 횟수의 제한 : "제출" 버튼당 4회(제출 1회 +재제출 3회 )의 즉시 검사 결과 도출 가능
=> 5회부터는 결과 도출에 24시간 소요되며 , 사용된 "제출" 버튼의 4회 검사 이후의 즉시
검사 결과 도출은 다른 "제출" 버튼 사용을 통해서만 가능
=> 원문 1편당 처리시간 : 3~10분 가량이며 , 수치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른 제출 버튼을
통해 제출하여 확인
- 유사도는 참고사항 : 유사도는 학문 분야와 검사 논문의 특성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절 판단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음

5) Turnitin

이용 매뉴얼

- [연구학습지원 ] → [학습지원] → [도서관정보활용교육] → [교육자료] 게시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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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전자자료 이용 안내
1. 전자도서 이용
2.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
3. 전자학습자료 이용

NOTE

Ⅲ

전자자료 이용 안내

1. 전자도서 이용

※ 이용자선택형 전자도서 운영기간은 관련 공지 참조

1) 대출
- 1인 5책 5일 (1회 연장 가능), 5일 후 자동반납
- 대출 중인 자료에 한하여 연장 및 예약 가능
2) 이용

①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왼쪽 중간에서 [전자자료] → [국내전자도서] 클릭
② 홈페이지 상단 [자료검색] → [전자자료] → [전자도서 ] 클릭

6

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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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자도서를 클릭하면 주제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음
④ 문학을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문학관련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음
⑤ 다시 문학의 상세 주제별 자료를 클릭하여 열람할 수 있음
⑥ 찾고자 하는 자료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음

7

8

⑦ 자료의 서지 정보 확인 가능
⑧ 대출하기 버튼 클릭

9

10

⑨ 내 서재에서 대출한 자료 확인 가능
⑩ 책읽기
※ 전자도서는 제작회사와 제작방법에 따라 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뷰어프로그램이 필요하여, 컴퓨터에 해당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설치 메시지에 따라 업체별 1회만 설치하면 바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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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도서 이용하기 (앱 찾기에서부터 열람까지 )
- 안드로이드 환경 예시

① ‘Play 스토어 ’ 클릭

② 검색창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입력하여 검색 결과
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모바일 전자책 도서관’ 선택

③ 앱 설치 또는 열기

④ 자료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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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색결과 화면

⑥ 대출하기

⑦ 책읽기를 위해 다운로드버튼 클릭

⑧ 책읽기 클릭

※ 아이폰 환경도 앱 다운을 위한 ‘앱 스토어 ’ 접속 외에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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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홈페이지 이용
1) 안내 :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도서관 홈페이지의 주요 메뉴 이용 가능
2) 주요메뉴 : 자료검색, 전자도서 검색, 연구학습지원, My Library 등
3) 이용안내

① 인터넷 아이콘 클릭

② 모바일 홈페이지 (mlib.knou.ac.kr) 입력
또는 휴대폰에서 도서관 홈페이지의 mobile 클릭

③ 모바일 홈페이지 키워드 검색

④ 소장자료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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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료검색 결과 세부 내용

⑥ 전자자료 대출현황 및 전자학습자료 이용

⑦ [My Library] 메뉴 : 대출현황, 희망도서 등

⑧ 대출현황 확인 및 대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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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바일 홈페이지 URL 및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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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학습자료 이용
1) 접속 : [자료검색] → [전자자료] → [전자학습자료]에서 전자잡지, 자격증 관련 강좌 이용 가능

- (PC 접속)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해당 메뉴에서 각 자료명을 클릭시 사이트 이동
- (모바일 접속) 사이트별 안내 된 URL로 이동 또는 관련 모바일 앱 설치를 통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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ŝᱽྜྷ ᯲᪽ᖒ⦹۵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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ⲱ⦺ᚁ⢽⩥Ⲳᮥ ༊ᱢᮝಽ ⦹۵
ɡᥑʑಽ݅ᮭ᮹ʑ⫭ෝᱽŖ⦽݅

ŝᱽྜྷ᯲ᖒ༊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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Ⱂ⦹ӹ᮹ᵝᱽᨱ⧕ݡℕĥᱢᮝಽᯱഭෝᙹḲ ᱶญ⦹۵⬩ಉ
Ⱂྙᕽ᯲ᖒᮥ☖⧕ᔍŁಆŝ⢽⩥ಆᮥʑෝᙹᯩ۵ʑ⫭
Ⱂᯱᝁᯕᗮ⦽⦺ྙŖ࠺ℕ᮹ྙᱽෝ⧉̹ᯙḡ⦹Ł⧕đ⦹ʑ᭥⧕ᔢ⪙᮹ᔍᗭ☖⦹۵ŝ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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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ᘂݡŝᱽྜྷᮁ⩶
ႊᘂݡŝᱽྜྷᮡ݅ᮭ⢽ᨱᱽ⦽ၵ᪡zᯕᯱഭʑၹŝᱽྜྷŝᝅʑၹŝᱽྜྷ᮹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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ŝ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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ŝ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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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ᖅ

ⲱᖅ⦹᪅Ⲳ
ⲱᕽᚁ⦹᪅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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ᯕ᪡ zᯕ ŝᱽྜྷ ᮁ⩶ᯕ ݅᧲⦹ḡอ ʑᅙᱢᮝಽ۵ⲱᕽᚁ⩶Ⲳ
ŝᱽᯕ݅ ᕽ ⇽ᱽᯱ᮹
᮹ࠥෝ ⪶⯩ ❭ᦦ⦽ ⬥  ຝᱡ ᵝᨕḥ ᵝᱽӹ ݡᔢॅᮥ ᨕਜí ᯕ⧕⦹Ł ᯩ۵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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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٩ᨱᅕ۵ŝᱽྜྷ⨹ᱩ₉
ŝᱽྜྷ⨹ᮡ ⨹⧪ ᯝᱥᇡ░ ⦺ᔍᬕᩢŝᨱᕽ b ⦺ŝᨱ ྙᱽ ⇽ᱽෝ ᮹⦹໕ᕽ
᯲ࡽ݅ ⦺ʑ ᯲ŝ ⧉̹ ⦺Ʊ ⪩⟹ᯕḡ᪡ ⦺ᅕᨱ ŝᱽྜྷ⨹ᨱ š⦽ Ŗḡa íࡽ݅
⦺ᔾॅᮡŖḡෝ⪶ᯙ⦽⬥ŝᱽྜྷ᯲ᖒĥ⫮ᮥᖙᬑŁᵡእŝᱶᨱॅᨕaíࡽ݅<əฝ>ᨱ
ᱽ⦽ŝᱽྜྷ⨹⇽ᱽᇡ░⠪aʭḡ᮹ᱩ₉ෝₙŁ⦹ᩍŝᱽྜྷ᯲ᖒĥ⫮ᮥᖙᬭᅕᯱ

⦺ᔍᬕᩢ

⦺ᔾ

ŝᱽྜྷ
⨹
⇽ᱽ

⇽ᱽ
᮹

ĥ⫮
Ⱂ
ᵡእ

ŝᱽྜྷ
⨹
ŖŁ

ɡᥑʑ

ᱽ⇽

ⰒŖŁ⪶ᯙ
Ⱂᱽ⇽ʑe⪶ᯙ
Ⱂŝᱽྜྷྙᱽ❭ᦦ
ⰒƱŝ༊ᄥ
᯲ᖒĥ⫮ᙹพ
Ⱂᯱഭáᔪ ᙹḲ
ⰒⅩᦩ } ᯲ᖒ
Ⱂᅙྙᥑʑ
Ⱂ♕Ł⦹ʑ
Ⱂ⠙Ḳ⦹ʑ

ᦩԕ
Ⱂ
ḡࠥ

₥ᱱ
⠪a

⠪a
⪶ᯙ

Ⱂ᪉ᯙᱱᙹ⪶ᯙ

<əฝ>ŝᱽྜྷ⨹⇽ᱽᇡ░⠪aʭḡᱩ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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Ⱂᱽ⇽ษqᯝ⪶ᯙ
Ⱂ᯲ᖒ❭ᯝ⪶ᯙ
Ⱂ᪉ᯙᜅ▽ᱽ⇽

⠪a
᮹

⦝ऽ႒
Ⱂ
ᦩԕ

Ʊᙹ ⛽░ ᳑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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Ⱂ
ᦩ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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ɡᥑʑᯱᝁqwʑ

ŝᱽྜྷ ᯲ᖒᯕ ᨕಖí ᩍĉḡ۵ äᮡ ݚᩑ⦽ ᯝᯕ݅ ✚⯩ ᝁ᯦ᔾᯕӹ ᪅ ʑe ⦺ᨦᮥ
ᵲ݉⧩݅a ݅ ᯲⦹۵ ⦺ᔾᨱí
 ⲱ⦺ᚁᱢ ɡᥑʑⲲᯙ ŝᱽྜྷ ᯲ᖒᮡ ྕᯕӹ ᔾᗭ⦽
ݡᔢᯝᐱอᦥܩᖒᱢᮥᇡᩍၼ۵ŝᱶᯕအಽᇡݕᯕࡹ۵äᯕᯝၹᱢᯕ݅ə్ӹႊᘂݡ
ŝᱽྜྷᯕ ๅᬑ ᱥྙᱢᯙ ɡᥑʑ ʑᚁŝ ܆ಆᮥ Ǎ⦹۵ äᮡ ᦥܩအಽ ᯲ᇡ░ âບᮥ
⦥۵ ᨧ݅ ⧕ ݚƱŝ༊᮹ ḡᱶࡽ ᵝᱽᨱ ⦺ݡ ⧕ݡᔾᮝಽᕽ ❱݉⧁ ᙹ ᯩ۵ ᔍŁಆŝ
ᯕ⧕ಆᮥᅕᩍᵝ۵ᙹᵡᯕ໕᳒⦹݅

ɡᥑʑaᨕಅᬕᯕᮁ۵ᯱᝁ᮹ɡᨱᕽ݅ಅ۵ྙᱽᨱ⧕ݡḡ༜⦹ᩍᯱᝁᯩí⧁ݖ
ᙹᨧ۵Ğᬑᯝভaฯ݅ᯕĞᬑᨱ۵šಉᯱഭෝ∊ᇥ⯩á☁⦹Łၹᅖ⧕ᕽᯞᮝ໕ᕽ
ԕᬊᮥ⪶⯩❭ᦦ⦽⬥ a⦹܆໕᯲ᖒ⧁ᵝᱽ᮹ჵ᭥ෝ᳢⯩Łԕaᯱᝁᯩíั⧁ᙹᯩ۵
ᇡᇥᮥ ຝᱡ ៉ԕಅ e݅ ᯙ░֘᮹ ᯱഭෝ ᅖᔍ⦹ᩍ ᇺᯕÑӹ ݅ෙ ₦ᯕӹ ྙםᮥ ᄁӝʑ
ᅕ݅۵ ݅ᗭ ᕽ⚕Ł ᨕᔪ⦹ࠥ ɡ ᗮᨱ ᯱᝁ᮹ ᔾbᮥ ᦥݕԕŁ  əäᮥ ᳑ญ ᯩí
ᱥ݅⦽ݍ໕ᳬᮡđŝෝᮥᙹᯩᮥäᯕ݅

ɡᥑʑᨱ⯆ၙaᨧŁᨕಖ݅ŁษՆၙࢱ໕ŝᱽྜྷ᮹ᇡݕŝŖ⡍۵ᬒ⍅ḡʑษಉᯕ݅
⠪ᗭᬭऽ⥥ಽᖙᕽ⥥ಽəఉᮥ⪽ᬊ⦹۵܆ಆᮥʙ్ࢱŁ ᯙ░֘ᯕӹࠥᕽšᮥ☖⧕⦺ᚁᯱഭෝ
۵ႊჶᮥᦥࢱ۵äᯕᮁᬊ⦹݅ əญŁ}vḢ⬥Ŗḡࡹ۵ŝᱽྜྷšಉᱶᅕෝ↽⦽ݡ
ዉญ❭ᦦ⧕ŝᱽྜྷ᯲ᖒeᮥ∊ᇥ⦹í⪶ᅕ⦹Łⲱྙᱽ⪶ᯙᯱഭᙹḲ}᯲ᖒɡᥑʑ
♕Łᱽ⇽Ⲳ
᮹ŝᱽྜྷ᯲ᖒ⥥ಽᖙᜅෝນภᗮᨱəಅᅕŁᱢ⦽ݚe႑ᇥᮥ⦹۵
äᯕᵲ⦹݅

ɡᥑʑᇩᦩɚᅖ⦹ʑ
·ᵥᦊᯕࠥᯱʑᔾbᮥๅᯝɡಽ៉ᅕᯱ
·ԕa༜ᥑŁᯩḡᦫᮡa⦹۵ᇩᦩqᮥਉ⊹ᯱ
·ɡᮥᥙভᨱ۵ᛍᬕᇡᇥᇡ░᯲⦹ᯱ
·ᳬᮡɡᮥᇥᕾ⦹۵šᮥwᯱ
·ɡ᮹ᵝᱽᨱၙ⧕ݡญᯕʑ⧕ᅕᯱ
·⊽Ǎӹᖁ႑᮹Ğ⨹ݕᮥॅᨕᅕᯱ



Ŗḡࡽ݅rᯱʑᄡ࠺ࡹ۵ᔍ⧎ࠥ⦺Ʊ⪩⟹ᯕḡ᮹ⲱŖḡᔍ⧎ⲲᨱŖḡࡹအಽ ᱢᨕࠥᯝᵝᯝᨱ


ŝᱽྜྷ⨹ᮡ⦺ʑ᯲_ᵝᱥᨱŖḡࡹ໑ ᯕভᇡ░ᅕ☖ࢱݍaప ᯝ_ᯝԕ
ŝᱽྜྷᮥ᯲ᖒ⧁ᙹᯩ۵ʑeᯕᵝᨕḥ݅ŝᱽෝᙹ⧪⦽⦺ᔾॅ᮹Ğ⨹ᮥ᳦⧊⧕ᅕ໕ ⦽
⦺ʑᨱ_}᮹ŝᱽྜྷᯕᵝᨕḡ໑ ⦹ӹ᮹ŝᱽෝ᯲ᖒ⦹۵ߑᅕ☖ᵝᱶࠥÙฑ݅Ł⦽݅
✚⯩ႊᘂݡ᮹✚ᖒᔢ⦺ᨦŝᔾᨦᮥᄲ⧪⦹۵⦺ᔾᯕฯᮝအಽeᮥᱢᱩ⯩ᦩ႑⦹۵äᯕ
ᵲ⦹݅

ŝᱽྜྷᱽ⇽ᩑᰆʑe ₉ ₉ᩑᰆʑe ᮥ⇵aಽษಉ⧕ᱶʑeԕᨱᱽ⇽⦹ḡ༜⦽⦺ᔾ
ॅ᮹ŝᱽྜྷᮥᱲᙹ⦹Łᯩ݅ə్ӹᩑᰆʑeᨱŝᱽྜྷᮥᱽ⇽⧁Ğᬑqᱱࡹအಽ ᵝ᮹
⧕⦽݅ᱽ⇽ษqݚᯝᮡ⪩⟹ᯕḡᱲᗮᯕ⡎ᵝ⦹ᩍᱽ⇽ḡᩑ ᜅ▽ᱶḡ॒᮹ ྙᱽa
ၽᔾ⧁ᙹᯩᮝအಽษqeᨱᯥၶ⦹ᩍᱽ⇽⦹ḡᦫࠥಾŝᱽྜྷᮥၙญ᯲ᖒ⦹ᩍᩍᮁ
ᯩíᱽ⇽⦹ʑၵ݅





ᱶʑe↽Łᱱʭḡ
₉⇵aᱽ⇽ʑeᇡᩍࡽᖒᱢᨱᱱqᱱ
₉⇵aᱽ⇽ʑeᇡᩍࡽᖒᱢᨱᱱqᱱ
ᱶʑeᨱᱽ⇽⦹ᩡࠥ⇵aᱽ⇽ʑeᵲᨱ❭ᯝᮥᙹᱶⰒᅕ᪥₉ ₉
⇵aʑeᱽ⇽ᯱ᪡࠺ᯝ⦽᳑Õᮝಽqᱱ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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ŝᱽྜྷⲱྙᱽⲲෝ⪶⯩❭ᦦ⦽݅
ŝᱽྜྷᮡ ⦺ᔾ᮹ ⦺ᨦᖒ≉ࠥෝ a⦹܁Ł ᖒᱢᮥ ⠪a⦹ʑ ᭥⦽ ⨹᮹ ⦽ ႊჶᯕအಽ 
⇽ᱽᯱ᮹ ᮹ࠥᨱ ฿í ྙᱽෝ ⪶⯩ ❭ᦦ⦹۵ äᯕ aᰆ ᵲ⦹݅ ✚⯩ ᕽᚁ⩶ ŝᱽྜྷ᮹
Ğᬑ ⇽ᱽᯱa ᱽ⦽ ᵝᱽᨱ  ⦽ݡᱲɝ ႊ⨆ŝ ྙᱽ⧕đ ႊჶᮥ ❭ᦦ⦹۵ äᯕ ๅᬑ
ᵲ⦹݅݅ᮭ݉ĥᨱŝᱽྜྷྙᱽෝ❭ᦦ⧕ᅕᯱ

݉ĥᨕਅⲱԕᬊⲲᮥ ᨕਅⲱჵ᭥Ⲳಽ⦹ᦥݕӹ 
Ⱂŝᱽྜྷᨱᕽ݅⧁ⲱԕᬊⲲ
ⲱݡᔢⲲ

ⲱᵝᱽⲲ
ෝ❭ᦦ⦽݅
Ⱂ✚ᄥ⯩Ⅹᱱᮥࢱᨕ⦹۵ԕᬊᯕӹ ᯲ᖒⲱჵ᭥ⲲaᵝᨕᲭ۵ḡᔕ⦡݅
Ⱂ݅ᨕ⧁ᵝ}ֱᯕӹԕᬊᯕƱᰍੱ۵ๅℕv᮹᮹ᨕ۱ᇡᇥᨱ⧕⦹ݚ۵aෝ
ၹऽᦥᅕŁ ⧕ݚᇡᇥᮥ⦺⦽݅
݉ĥᵝᨕḥԕᬊᮥⲱᨕਜíⲲ
᯲ᖒ⦹ࠥಾǍ⦹۵a 
Ⱂᵝᨕḥԕᬊᮥᨕਅႊᮝಽ᯲ᖒ⦹ࠥಾǍ⦹۵ḡෝ❭ᦦ⦽݅
Ⱂ⇽ᱽᯱ᮹Ǎᔍ⧎ᮡŝᱽྜྷྙᱽ᮹ⲱᕽᚁᨕⲲෝ⪶ᯙ⧉ᮝಽ៉⪶⯩⧁ᙹᯩ݅

ᕽᚁᨕ

ⲱqᔢྙᮥ᯲ᖒ⦹Ⲳ

₦ ᩢ⪵ Ŗᩑ᯲⣩॒ᨱš⦽᧞ŝᯱᝁ᮹۱ӡᱱᮥ᯲ᖒ

ⲱ᧞⦹Ⲳ
ⲱᱶญ⦹Ⲳ

ᵝᱽ ݡᔢ᮹⧖ᝍԕᬊᮥ❭ᦦ⦽⬥ᱶญࡽԕᬊᮥeఖ⦹íᰍaŖ
⦹ᩍ᯲ᖒ

ⲱᖅ⦹Ⲳ
ⲱᕽᚁ⦹Ⲳ
ⲱʑᚁ⦹Ⲳ

ᙹḲ⦽ᯱഭෝʑᛞí⣡ᨕᕽ᯲ᖒ

ⲱ⦹םⲲ

ᵝᱽ ݡᔢᨱ⦽ݡᯱᝁ᮹᮹čᯕӹᵝᰆᮥၾ⯩ŁɝÑෝǍℕᱢ
ᮝಽᱽ

ⲱእ❱⦹Ⲳ

ᯱഭ᮹ᵲᝍᵝᰆᮥᦥԕᨕᵝᰆ᮹᪔Łəᮥá☁⦹Ł
༜ࡽᱱᮥḡᱢ

ⲱእƱⲲ
ⲱݡ᳑⦹Ⲳ

ᯝᱶ⦽ʑᵡ ᳑Õ ᨱࢱݡᔢ᮹Ŗ☖ᱱ ₉ᯕᱱᮥၾ⯹

ⲱᇥᕾ⦹Ⲳ



Ǎᔍ⧎

ᵝᱽ ݡᔢᮥᩍ్}᮹ᇡᇥੱ۵ᗭಽӹ٥ᨕbᇡᇥ᮹✚Ḷ
݅ෙᗭ᪡᮹šಉᖒ॒ᮥᯱᖙ⯩⣡ᨕᕽ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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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ᱽ❭ᦦᩩⴘ
ⲱ≉ၙ᪡ᩩᚁⲲ

ŝᱽྜྷྙᱽ

Ʊᰍᰆ<≉ၙಽᩍ⧪⦹ʑ>ᨱ۵ǎԕᵝᔾ┽šŲḡaᗭ}ࡹᨕᯩ݅ܩᯕᵲ⦽Ŕᮥᩍ⧪⦽⬥
ᩍ⧪ʑෝ៉ᵝᝎ᪅

Ὤᤌᑯởῷⴷ
ԫᾇᆿ⒏ϰἳᏳಷ᪷ⴴ᪐
િჟᵗ
Ẅᢜ

Ʊᰍᰆ<≉ၙಽᩍ⧪⦹ʑ>ᨱ۵
ǎԕᵝᔾ┽šŲḡaᗭ}ࡹᨕᯩ݅ܩ
ᯕᵲ⦽Ŕᮥᩍ⧪⦽⬥ᩍ⧪ʑෝ៉ᵝᝎ᪅

᷇ⵤિछḃ⺟ϫᢜጓὬᤌ

ྙᱽ❭ᦦᩩⴙ
ⲱᯙeŝᝍญ Ⲳŝᱽྜྷྙᱽ
ݚᝁ᮹ ℎᗭ֥ʑෝ ࡹ࠭ᦥᅕŁ  ℎᗭ֥ʑᨱ aᰆ ⯹ॅᨩ ᱱᮡ ྕᨨᯕᨩ۵ḡ ʑᚁ⦹Ł  Ʊᰍ᪡
ₙŁྙ⨭ᮥ⪽ᬊ⦹ᩍᯱᝁᯕĞ⨹⦽ᨕಅᬡᮥℎᗭ֥ʑ᮹݅᧲⦽ၽ✚ݍḶŝšಉḡᨕᕽᇥᕾ⦹᪅

ݚᝁ᮹ℎᗭ֥ʑෝࡹ࠭ᦥᅕŁ

િჟᵗ
Ẅᢜ

ℎᗭ֥ʑᨱaᰆ⯹ॅᨩᱱ ᮡྕᨨᯕᨩ۵ḡʑᚁ⦹Ł
Ʊᰍ᪡ₙŁྙ⨭ᮥ⪽ᬊ⦹ᩍᯱᝁᯕĞ⨹⦽ᨕಅᬡᮥ
ℎᗭ֥ʑ᮹݅᧲⦽ၽ✚ݍḶ ŝšಉḡᨕᕽᇥᕾ⦹᪅

Ὤᤌᑯởῷⴷ
ԫᾇḛ␓һጓ⃬
Ď⒈ᥧट؋ἳે⪔↰ďᶫӛⴷ
ᕛᕟᏳಷ᪷⸰ὓⴴ᪐

ᕟᢜὓὫ᪻ἳҘⶳһ
⒈ᥧट؋ે⪔↰በⴻ᧳
ὣ੯Ďṯᥧďᅗԫᾇᶫቢϛ↛
ᜬᴟὫ᪻ἳҘⶳ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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ᵝᱽ᪡šಉࡽᯱഭෝᙹḲ⦽݅
ᵝᱽ᪡ šಉࡽ ᯱഭෝ ᙹḲ⦹۵ äᮡ ᪥ᖒࠥ ׳ᮡ ŝᱽྜྷᮥ ᯲ᖒ⦹ʑ ᭥⧕ Ύ ⦥⦽
ᱩ₉ᯕ݅ ŝᱽྜྷ᮹ ᵝᱽᨱ  ᩑǍྙםᯕӹ ᝁྙʑᔍෝ ☖⦹ᩍ ᯱഭෝ ᙹḲ⧕ ⦹۵
Ğᬑa ᯩŁ  šₑᯕӹ ᝅ⨹ ᯱഭ  ☖ĥ ၰ ߑᯕ░ෝ ⪶ᅕ⧕ ⦹۵ Ğᬑࠥ ᯩ݅ ᯱᝁᯕ
݅ಅŁ⦹۵ᵝᱽ᪡ԕᬊᮥ⡍⧉⦹۵݉⧪ᅙŝ↽ɝ᮹⦺᭥⦺ ྙםᚁ⪚ ྙםᮡەᜅʑᔍ 
ᯙ░֘ᯱഭ॒ᱢᱩ⦽ᯱഭෝ۵äᯕᵲ⦹݅
ᬑญ  ⦺ݡᵲᦺࠥᕽš IUUQMJCSBSZLOPVBDLS ᮡ ŝᱽྜྷŝ šಉࡽ ᯱഭෝ ۵ ᵝ⦽
Ǎᯕ݅ ᵲᦺࠥᕽš ⪩⟹ᯕḡᨱᕽ ⦥ಽ ⦹۵ ݉⧪ᅙᯕӹ ₙŁྙ⨭ᮥ áᔪ⧕ ḡᩎ⦺ݡ
ࠥᕽšᨱᕽ⇽ݡa܆ᩍᇡෝ⪶ᯙ⧁ᙹᯩ݅ᬱ⦹۵₦ᯕḡᩎࠥ⦺ݡᕽšᨱǍእᯩḡ
ᦫᮥĞᬑᨱ۵݅ᮭ᮹ႊჶᮥᯕᬊ⧕ᅕᯱ

Ⱂ⯍ࠥᕽǍ᯦ᝁℎᝁℎ⬥ᯝᱶࠥᗭ
ⷍᵲᦺࠥᕽš⪩⟹ᯕḡ.ZMJCSBSZ⯍ࠥᕽᝁℎ
IUUQMJCSBSZLOPVBDLSQVSDIBTF4VHHFTUBQQMZ
Ⱂ3*44ᔢ⪙ݡ₉ᕽእᜅ  ⇽ݡᅖᔍ ᬱྙᯕᬊ 
ⷍᵲᦺࠥᕽš⪩⟹ᯕḡ3*44 IUUQXXXSJTTLS⫭ᬱa᯦
Ⱂ┡ࠥ⦺ݡᕽšᯕᬊ⩲᳑᮹ᕽၽɪ ᩕ௭ၰᅖᔍa⇽ݡ ܆ᇩa
ⷍᵲᦺࠥᕽš⪩⟹ᯕḡࠥᕽšᕽእᜅ┡ࠥᕽšᯕᬊ⩲᳑᮹ᕽ
IUUQMJCSBSZLOPVBDLSDPPQFSBUF
Ⲽ᭥aḡᵲᖁ┾⦹ᩍᯕᬊ⧁ᙹᯩᮭ

}ᯙᬊ ⍕⥉░᪡ ᜅษ✙⡑ᮥ ᔍᬊ⧕ ᱥᯱࠥᕽ F#PPL ෝ ݅ᬕಽऽ ၼᦥ ᯕᬊ⦹۵ ႊჶࠥ
ᯩ݅

ⰒᵲᦺࠥᕽšᱥᯱࠥᕽáᔪᕽእᜅⷍIUUQMJCSBSZLOPVBDLSF#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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ŝᱽྜྷᮥ᯲ᖒ⧁ভ⦺ᚁྙם᪉ᯙߑᯕ░ᄁᯕᜅ %# ᨱᕽšಉྙםᯱഭෝᦥ⪽ᬊ⧕
ᅕᯱ⧕ݚᱥŖᇥ᮹⦺ᯱॅᯕ᯲ᖒ⦽ྙםᯕ⦹ᩍᨕಖíᩍʑḡัŁ ŝᱽ᪡šಉࡽ
┅ᬭऽಽᯱഭෝáᔪ⧕ᅕᯱáᔪđŝᵲᩍ⠙ᮥᩕ௭⦹ᩍᅕ໕əᵲᯱᝁᯕᯕ⧕⦹Ł
⪽ᬊ⧁ᙹᯩᮥอ⦽ྙםᮥ⦽ ࢱ⠙ၽč⧁ᙹᯩᮥäᯕ݅⦺ᚁྙםᮡŝᱽྜྷᨱᕽ݅
⧁ᵝᱽᨱ⧕ݡℕĥᱢᮝಽᱶญࡹᨕᯩᮥᐱอᦥܩ✚⯩ŝᱽྜྷ᮹⩶ ᕽುᅙುđು
Ǎᖒ ᯙᬊᵝᕾญ ݉ᮥǍᇥ⦹Łםญෝᱥ}⦹۵ႊჶ॒ ᮥ⪶ᯙ⦹ŁₙŁ⧁ᙹᯩ۵
ᳬᮡᙹ݉ᯕࢁᙹᯩ݅
ǎԕ⦺ᚁᱶᅕෝáᔪ⧁ভᵲᦺࠥᕽšᔍᯕ✙ᨱᕽྕഭಽᯕᬊ⧁ᙹᯩ۵ᮁᬊ⦽ǎԕ⦺ᚁ
%#۵݅ᮭŝz݅

Ⱂ,*44 ⦽ǎ⦺ᚁᱶᅕ ⷍIUUQLJTTLTUVEZDPN
Ⱂ%#1*" ٥ญၙॵᨕ ⷍIUUQXXXECQJBDPLS
ⰒFBSUJDMF ⦺ᚁƱᮂᬱ ⷍIUUQXXXFBSUJDMFOFU
Ⱂ⦺ḡᔍ⦺ ྙםەḡᔍ ⷍIUUQXXXOFXOPONVODPN
ⰒƱᅕྙŁᜅ⎽ ƱᅕྙŁ ⷍIUUQTDIPMBSELZPCPCPPLDPLS
Ⱂ3*44 ⦺ᚁᩑǍᱶᅕᕽእᜅ ⷍIUUQXXXSJTTLS

ᵲᦺࠥᕽšᗭᰆᯱഭၰ⦺ᚁ%#ෝ⦽ჩᨱ⬉ᮉᱢᮝಽáᔪ⦹ಅ໕☖⧊áᔪੱ۵ີ┡áᔪ
ᕽእᜅෝᯕᬊ⦽݅
Ⱂᵲᦺࠥᕽš☖⧊áᔪⷍIUUQMJCSBSZLOPVBDLS
Ⱂᵲᦺࠥᕽšີ┡áᔪⷍIUUQMJCSBSZLOPVBDLSNFUB4FBSDI

ᕽ⠪ŝᱽ᮹Ğᬑᨱ۵ࠥᕽ᧞ᕽእᜅӹᙹᵡ׳ᮡࠦᯱᕽ⠪ᯕ༉ᦥᲙᯩ۵ŔᮥₙŁ⧕
ᕽ⠪᯲ᖒ᮹ʙᰂᯕಽᔝ۵äࠥᳬᮡႊჶᯕ݅
Ⱂᵲᦺࠥᕽšᱥᯱࠥᕽ᧞ᕽእᜅⷍIUUQLOPVCPPLDPTNPTDPN
Ⱂॹᯙ░֘ᕽᱱ᮹ᕽᰍትಽəⷍIUUQCMPHBMBEJODPLSUPXO



 ࢷѦ۰(eBook)
ʦۛ ۰ݛٸ
 Ѧ۰ࡁߟ ۰ݛٸ

 Ѧ۰˗ ࢠܕՎ
˲ ΰ࠹ ଝܽDB
ଞ  ߾ءʦۛଜ̛

 Ѧ۰˗ ࢽؿࡈˬ ˓ए
ݦ ঐ
 ࢸʦ یԻ̐Ԓ ࢇࡈ߇ΰ

 ஜѦ۰ ݦঐ
 оଝѦ۰˗
ࢇࡈ࣏ࢂՇ۰ ؈̗

 ֻҘ Ѧ۰˗
۰ݛٸЕ
Ի̐ࢉ ୯
ࡈی

 ˲ΰ ଝܽࢽ ؿʦۛ
 ۘо८ ۰ݦ ݛٸঐ
(ୣࡕɼ ୯ ࢇ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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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ɡᥑʑෝ⦽݅
༉ुŝᱽྜྷᯕ࠺ᯝ⦽⩶ᮥw⇽ᙹ۵ᨧāḡอᅕ☖᮹⦺ᚁᱢԕᬊ᮹ŝᱽྜྷᯝĞᬑᨱ۵
ⲱᕽುᅙುđುⲲ᮹݉Ǎᖒᮥ≉⦹۵äᯕᯝၹᱢᯕ݅ ᩍ⧪ʑӹࠦ⬥q॒}ᯙᱢᯙ
qᔢᮥ᯲ᖒ⦹۵ŝᱽ᮹Ğᬑᨱ۵⦺ᚁྙםౝᥙ⦥ᨧᯕᯱᮁಽᬕ⩶ᮝಽᥑ۵äࠥ
ྕႊ⦹݅
 }᯲ᖒ⦹ʑ
ⴈ᮹ ɡᮥ ᥑ໕ᕽ ྕ᯲ᱶ ྙᰆॅᮥ ᯕᨕaʑ ᛍᬕ ᯝᯕ ᦥ ݅ܩᯕভ ⦥⦽ äᯕ
}᯲ᖒᯕ݅}۵ⲱᔾb᮹⮱ᯕᨕॵಽᨕਜíᯕᨕḡ۵aⲲ
ෝऽ్ԕ۵ḡࠥᯕᯱɡ᮹
ᖅĥࠥᯕ݅ɡ᮹ᗭᵝᱽෝᱶ⦽⬥ םญᱢ⮱ᨱbᗭᵝᱽෝ႑ᩕ⦹Łᩑđ⦹໕ᕽ
ᱥℕɡ᮹Ǎ᳑ෝ᪥ᖒ⍽ӹe݅

Ⲽ}᯲ᖒ᮹ᩩ
·ᵝᱽ⪹Ğ᪅ᩝŝəႊḡݡ₦
·ᵝᱽྙ⪹Ğ᪅ᩝᮡᯙe᮹Õvᮥ⧕⊹Ł⏭ᱢ⦽ᔾ⪽⪹Ğᮥ⭝ᗱ⦹အಽ⪹Ğᅕᱥᨱ
⯹៉⦽݅
·}
ྙᱽᱽʑᝍb⧕ḡ۵⪹Ğ᪅ᩝ
⪹Ğ᪅ᩝᝅ┽
 ݡʑ᪅ᩝ
 ᙹḩ᪅ᩝ
 ☁᧲᪅ᩝ
⪹Ğ᪅ᩝᯕᯙeᨱíၙ⊹۵ᩢ⨆
⪹Ğ᪅ᩝႊḡݡ₦
᧞ᱶญ v᳑

 ᕽುᅙುđು݉Ǎᖒ
ᱥℕɡ᮹}ෝǍᖒ⦹ᩡ݅໕b⧎༊ᨱ⦽ݡԕᬊᮥ⦹ӹᦊ₥ᬭӹe݅

ⴘᕽುᥑʑ
ᕽುᮡ ɡᮥ ᅙĊᱢᮝಽ ᯲⦹ʑ ᱥ᮹ ᩩእ ݉ĥಽ  ࠦᯱ᮹ ⯆ၙෝ ᯱᦥԕŁ ᅙುᮝಽ
šᝍᮥᮁࠥ⦹۵ᩎ⧁ᮥ⦽݅eఖ⦽႑Ğᖅ॒ᮥ☖⧕ᦿᮝಽᨕਅԕᬊᯕᱥ}ࢁḡᨱ
 ⦽ݡᱶᅕෝ ᵝ۵ ݉ĥᯕ݅ ᯝၹᱢᮝಽ ŝᱽྜྷ᮹ ᵝᱽ  ᯲ᖒ ႑Ğ  ༊ᱢ ၰ ⦥ᖒ  ם᮹
ႊ⨆ ᯲ᖒႊჶ॒ᯕᵝಽᱽ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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ᕽು᮹ℌྙᰆᮥᨕਜí᯲⧕⧁ḡสส⦹݅໕݅ᮭᮥ⪽ᬊ⧕ᅕᯱ

Ⱂᵝᱽ᪡šಉࡽᵝᔍÕᯕӹĞ⨹ᱢᯝ⪵᮹ᗭ}
Ⱂᔍᱢᯙ⪚ᮡᯝၹᱢᯙᔍᝅ᮹ᨙɪ
ⰒĞǍ⪚ᮡಅḥᱽᯙᬊ
Ⱂ⩥ᝅᱢྙᱽӹᝅ┽ಽ᯲⦹ʑ ☖ĥᯱഭᯙᬊ
Ⱂᵝ⦽}ֱᱶ᮹ಽ᯲⦹ʑ

ⴙᅙುᥑʑ
ᵝᱽᨱ⦽ݡᅙĊᱢᯙם᮹aᯕᨕḡ۵Ŕᮝಽ ⧖ᝍᯕࡹ۵ԕᬊᮥᖙᇡᱢᮝಽᖅ⦹۵
ᇡᇥᯕ݅ԕᬊᮥᱥ}⦹ʑ᭥⧕ᅕ☖ᗭᵝᱽෝⴈ}ᱶࠥಽӹ٥ᨕᖅ⦽݅ɡᮥ᯲ᖒ⧁
ভᨱ۵⦹ӹ᮹ᵝᰆ ᵝᱽྙ ᮥᱽ⦹Łəᵝᰆᮥघၼ⋉⦹۵ྙᰆᮥअᨱᯕᨕᕽ᯲ᖒ⦹۵
ࢱť Ǎᖒᯕ ฯᯕ ⪽ᬊࡽ݅ ݅᧲⦽ ᔍಡෝ ၵ┶ᮝಽ ᵝᰆᮥ ᯕҭᨕԕ۵ ၙť Ǎᖒࠥ
ǭᰆ⧁ ᙹ ᯩ݅ ᨕਁ⦽ ႊᮥ ु ☖ᯝᖒᮥ w⇹ ݉᮹ Ǎᖒŝ ྙᰆ᮹ ᱥ}a
⦥ᙹᱢᯕ݅

ⰒࢱťǍᖒ<ᵝᱽྙ घၼ⋉ྙᰆ घၼ⋉ྙᰆ घၼ⋉ྙᰆ>
ⰒၙťǍᖒ<ᔍಡ ᔍಡ ᔍಡ ᵝᰆ>

ⴚđುᥑʑ
đುᨱᕽ۵ᱥℕԕᬊᮥ᧞ v᳑⦹Łᯱᝁ᮹ᔾbᮥᦥݕษྕญ⦹۵ᇡᇥᯕ݅ᯝၹᱢᮝಽ
ᅙು᮹᧞ŝ⧉̹᮹᮹ ⨆⬥ᱥ॒ᯕ⡍⧉ࡽ݅đುᮥ᯲ᖒ⧁ভᵝ᮹⧁ᱱᮡᦿᇡᇥᨱᕽ
݅ḡᦫᮡᇡᇥᯕᨙɪࡹÑӹᔩಽᬕᵝᰆᯕ⡍⧉ࡹḡᦫࠥಾᯝšᖒᮥᮁḡ⦹۵ä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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ᯕᔢ᮹݉Ǎᖒᮥəฝᮝಽᱶญ⦹໕<əฝ>ŝz݅

ᕽು


Ⱂŝᱽྜྷ᮹᯲ᖒ႑Ğ
Ⱂŝᱽྜྷ᯲ᖒ᮹⦥ᖒၰ༊ᱢᱽ
Ⱂם᮹ႊჶ ႊ⨆

Ⱂᗭᵝᱽ
šಉԕᬊᕽᚁ ᇥᕾၰ⧕ᕾ
ᅙು


Ⱂᗭᵝᱽ
šಉԕᬊᕽᚁ ᇥᕾၰ⧕ᕾ
ⰒᗭᵝᱽO
šಉԕᬊᕽᚁ ᇥᕾၰ⧕ᕾ

đು


Ⱂᵝᱽ ᅙುԕᬊ ᧞
Ⱂᯱᝁ᮹᮹č ⨆⬥ᱥ॒

<əฝ>ᕽುᅙುđು݉Ǎᖒ

݉ Ǎᖒᮥ Łಅ⦹ᩍ ᱽ༊ŝ ᗭᱽ༊ᮥ อॅ໕ ݅ᮭ <əฝ >᪡ zᯕ ᩍ్ aḡ ႊᮝಽ
ჩ⪙ෝᇺᯙ݅

*ᱽ༊ ᕽು
**ᱽ༊ ᅙು
ᱽ༊
 ᱽ༊
 ᱽ༊
ᱽ༊
 ᱽ༊
 ᱽ༊
⋮
***ᱽ༊ đು

ᱽ༊ ᕽು
ᱽ༊ ᅙು
ᱽ༊
ᱽ༊
ᱽ༊
ᱽ༊
ᱽ༊
ᱽ༊
⋮
ᱽ༊ đು

ᱽ༊ ᕽು
ᱽ༊ ᅙು
aᱽ༊
 ᱽ༊
 ᱽ༊
ӹᱽ༊
 ᱽ༊
 ᱽ༊
⋮
ᱽ༊ đು 

<əฝ>ŝᱽྜྷჩ⪙ℕ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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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ᘂ ݡŝᱽྜྷ᮹ Ğᬑ ݡᇡᇥ ᯲ᖒ ᇥపᯕ ᱶ⧕Კ ᯩᮝအಽ ᱽࡽ ᇥపᨱ ฿í ᯲ᖒ⦽݅
ᇥపᮡթྕ༉ᯱࠥྙᱽaࡹḡอչ⊹۵äࠥqᱱᯙᯕࢁᙹᯩᮝܩᮁ᮹⧕⦽݅
݅ᮭ<əฝ>ᨱ"ᬊḡᰆᇥప᮹ŝᱽྜྷᮥ᯲ᖒ⧁ভŝᱽྜྷᙹǍᖒᩩෝᱽ⦹ᩡ݅
ⅾᰆᮥʑᵡᮝಽᕽುᮡၹᰆⴈ⦽ᰆᱶࠥ ᅙುᮡᖙᰆⴈᖙᰆၹᱶࠥ đುᮡᕽುŝ
zᯕၹᰆⴈ⦽ᰆᱶࠥಽ႑ᇥ⦹۵äᯕaᰆ⬉ŝᱢᯕ݅











⢽ḡ ᧲
ŝ༊
⦺ჩ
ᖒ
ᮁ⩶
ŝᱽ



đು

༊₉
ᅙು

ᅙು

ᅙು

ᅙು

ᕽು
ₙŁྙ⨭

ᰆ

ᰆ

ᰆ

ᰆ

ᰆ

<əฝ>ŝᱽྜྷᙹǍᖒ ᯲ᖒᇥపᰆʑ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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ₙŁ⦽ᯱഭෝᯙᬊ⦹ŁₙŁྙ⨭ᮥᱽ⦽݅
ᯙᬊŝ ᵝᕾ  əญŁ ₙŁྙ⨭ᮡ ᯝ᳦᮹ ᱥŖᄥ  ⦺ྙᄥಽ ᔍᬊ⦹۵ⲱšᱢᯙ Ƚ⊺Ⲳᯕအಽ
⦺ݡ᮹⦺ᚁᱢɡᥑʑᨱᯖᙺ⦹ḡᦫᮡ⦺ᔾॅᨱíᯙᬊŝᵝᕾ ₙŁྙ⨭ݍʑ۵ๅᬑᨕಅᬕ
ᯝᯕ݅ ə్ӹ ŝᱽྜྷ ᯲ᖒᮥ ☖⦹ᩍ ᱶ⧕ḥ ᱩ₉᪡ ⩶ᮥ ႑ᬡᮝಽ៉ ᯱᝁᯕ ᗮ⦽ ⦺ྙ
Ŗ࠺ℕ᮹ᯝᬱᯕࡹ۵ŝᱶᯕʑࠥ⦹အಽᯕෝᯖ⯱⦥aᯩ݅ᯙᬊŝₙŁྙ⨭᯲ᖒჶᮥ
ᯖ⯩ʑ ᭥⧕ ⦺ᚁྙםᮥ ₙŁ⧁ ᙹࠥ ᯩᮝӹ  ຝᱡ ႊᘂ「ݡɡᥑʑ」Ʊᰍᨱᕽ ᗭ}ࡹ۵
ᯙᬊႊჶᮥᯞŁ⪽ᬊ⧕ᅕᯱ
 ᯙᬊ
ᯙᬊᯕ ݅ෙ ᔍ௭᮹ םᱡ᪡ ྙ⨭ᨱᕽ ᱶᅕෝ aᲙ݅ ⪽ᬊ⦹۵ äᮝಽ  ᬱᱥ᮹ ⢽⩥ᮥ
əݡಽ aᲙ݅ ᔍᬊ⦹۵ Ḣᱲᯙᬊŝ ݅ෙ ᔍ௭᮹ ᔾbᯕӹ ᯱഭ ॒ᮥ ᧞⦹Ñӹ ᯱᝁ᮹
ัಽᰍḥᚁ⦹۵eᱲᯙᬊ᮹ࢱaḡaᯩ݅
Ḣᱲᯙᬊ᮹ᩩⴘ⧕ݚᇡᇥᮥⓑ᪕⢽ ⲳⲴ ಽྗ۵݅
ⷣⅩ·ᵲ॒Ʊᮂჶ」ᱽ᳑ᱽ⧎ᨱᕽ
ⲳ⦺ᔾᮡ⦺ᯱಽᕽ᮹ᮅญ᮹ᮥ⪶พ⦹Ł ⦺Ʊ᮹Ƚ⊺ᮥ
ᵡᙹ⦹ᩍ ⦹໑  ᵲఖ  ⦺ԕ᮹ ḩᕽෝ ྙ⦹í ⦹ᩍᕽ۵ ᦥⲴ݅ࡽ ܩŁ Ƚᱶ⦹Ł ᯩ݅
zᮡჶᱽ᳑ᱽ⧎ᨱᕽⲳ⦺Ʊ᮹ᰆᮡƱᮂᔢ⦥⦽Ğᬑᨱ۵ჶಚŝ⦺⊺ᮝಽᱶ⦹۵ၵᨱ
⦺ᔾᮥḶĥ⦹Ñӹəၷ᮹ႊჶᮝಽḡࠥ⧁ᙹᯩ݅ⲴŁȽᱶ⦹Łᯩ݅
⇽ᮅᮡĞ 「⦺Ʊ⡎ಆᩩႊၰݡ₦ᨱš⦽ჶශᔢ⦺Ʊ⡎ಆa⧕⦺ᔾᨱ⦽ݡ᳑⊹ᨱš⦽ᗭŁ」
ⷥvᬱჶ⦺ⷦ
  

Ḣᱲᯙᬊ᮹ᩩⴙᔩྙ݉ᮝಽǍᖒ⦹ᩍᅙྙᨱᔞ᯦⦽݅
ᯝᱶᇥప ⧪ ᯱ ᯕᔢᯝĞᬑᔩྙ݉ᮝಽ᭥ᦥ௹⦽ᵥᦊᬑŁɡᯱⓍʑෝ᯲í
⦹ᩍ⢽⦽݅
ᯕ్⦽ᨙᨕ᮹ᩎᖅᱢ✚Ḷᯕऽ్ӽᗭᖅᯕ᳑ᖙ⯍᮹ⷥӽ·ᠹ·Ŗⷦᯕ݅ⷥӽ·ᠹ·Ŗⷦᯕ
ᜅ▭ॵᖡ్aࡹŁྙ⦺ᔍ᮹ྙᱽ᯲ᯕࡹ۵ߑᨱ۵əaёᨕ״ᮡᨙᨕ᮹š܆ᖒᯕၽ⭹⦹۵⯹
ভྙᯕ݅



ᵲఖ ⧨ᔕᮥ॒ᨱ۱ӝ໑ӹ۵ᕽᕽ⯩ᰁᨱᲙॅᨩ݅ᬑญǍ᪡ḡᖎᮥᱽ⦹Łᖙĥ۵
༉ࢱᯕᔢ⧩݅ᦥᦥ݅ܩქḡ᪡ḡᖎᯕษᱡ᳡ᯕᔢ⧩݅ӹ۵⧨ᔕᗮᨱᕽЩᮥЙᨩ݅ᩢ⯍a
➍ḡΤࢱᘂᯕෝŖᰆ⠱ᙹᗮᨱᲙքŁᯩᨩ݅

᭥᮹ᩩྙᮡvᱽ℁Ñෝ⦹్᪉ᔍӹᯕॅᨱ⦹⧎ݡᩍ
ⲱḡᖎⲲᯕᯝᮝ┉⧎᮹᪡⡎ಆᯕᱽᦶࡽ
⬥᮹ᕽᚁᯕ݅

⇽⨩ᱶᯙ「᳑ᖙ⯍aქฑᗭᖅ ⦹ᖒᯕ݅ᵮ݅ᨙᨕ᮹š܆ᖒŝᰍ⩥᮹ྙᱽ」
ⷥᯕ⪵ᨕྙםḲⷦ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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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ᱲᯙᬊ᮹ᩩᬱᱥ᮹⢽⩥ᮥᯙᬊᯱ᮹ัಽᰍḥᚁ⦽݅
יǍ⊹ /PVHVDIJ ۵᯲ྙᮥ᭥⦽ྙჶᮡᥑʑ⨆ᔢᮥ᭥⧕⬉ŝᱢᯕŁᮁᬊ⦽ԕᬊℕĥෝaᲙ
⦹໑ ⦺ᔾॅᯕ᯲ྙŝᱶᨱᕽჵ⦹۵᪅ඹॅᮥ໕ၡ⯩ᔕ⠕ᅝ⦥aᯩ݅Łḡᱢ⧩݅
⇽ᱶ⯍༉「᯲ྙᨱᕽྙჶ᮹ʑ܆ŝᩎ⧁」
ⷥℎ௭ᨕྙƱᮂⷦ  

ᔢ⫊ᨱḢᱲᯙᬊŝeᱲᯙᬊᮥᖁ┾⧕⪽ᬊ⦹Ł ⦽݉ᯕᔢᮥ☖ṙಽaᲙ᪅Ñӹྙᰆ
ᱥℕෝ əݡಽ ᄁӝ۵ ᮹ Ḣᱲᯙᬊᯕ թྕ ฯᦥḡḡ ᦫࠥಾ Ύ ⦥⦽ ᇡᇥอ ↽ᗭಽ
ᯙᬊ⦹ࠥಾ⦽݅ੱ⦽ԉ᮹ɡᮥ᪽ł⧕ᯙᬊ⦹ḡᦫࠥಾᵝ᮹⦹໑ ∊ᇥ⦽ǭ᭥᪡ᖅाಆᯕ
ᯩ۵ ᯱഭෝ ᯙᬊ⦹ࠥಾ ⦽݅ ᇩa⦝⦹í ᰍᯙᬊ⦹۵ Ğᬑ ᬱᱥŝ ᰍᯙᬊ⦽ ⇽ෝ ༉ࢱ
⢽⧕ᵝᨕ⦽݅
 ᵝᕾ
Ḣᱲੱ۵eᱲᯙᬊᮥ⦽अᨱ۵ᯙᬊ⦽ᱶᅕ᮹⇽ෝ⢽ʑ⧕⦹۵ߑ ᯕäᮥᵝᕾᯕŁ
⦽݅ᵝᕾᮡᯙᬊྙ᮹⇽ ᕽḡᱶᅕ ෝၾ⯩Ñӹ םḡᱥ}ᨱᅕ∊ᯕࡹ۵ᖅᮥ⦹۵ߑ
ᯕᬊࡽ݅ᵝᕾᮡ᭥⊹ᨱbᵝ ԕbᵝ॒ᮝಽӹ݅ڽ
bᵝ᮹ᩩᅙྙ᮹⧕ݚҾᇡᇥᨱჩ⪙ෝݍŁ əჩ⪙ᙽᕽݡಽᅙྙၲᨱᵝᕾᮥ݉݅
ʡᩢԉ᮹ⷥᱶ࠺ḥᩎⷦᮡ֥ⷥᖙĥᯝᅕⷦᝁ⇹ྙᩩᨱݚᖁࡽ᯲⣩ᮝಽ᮹ᗭᰍෝᯙᯕ
ᮁ⏭⦹Łၶಆᯩíऽ్ԕŁᯱ⦹ᩡᮝ໑ ⧕᧞ᯕĢॅᩍḥäᮝಽ ᯱ┡aȽᱶ⦹Łᯩ݅ⲳ⪝ᯱ
चǕŁ ᮡ ༉௹ᔍᰆⲴⲳ⧕ᦩᖁᮥ ᰂᦥ քŁ Ҵᯕ۵ ໕ḲⲴ
ⲳ❭ࠥෝ ᮹ᯱᨱ ᦪ⩡ ״Łᮥ

ᵝŁၼʑᳬᮡᗭᵝḲⲴ॒ᯕə౨íᅝᙹᯩ݅

 ʡᩢԉ·⦽ᬊǎⷣᔍ௲ŝ⧕⦺ əญŁᝁ᮹ᨕᬙฝ ݡ⩥ⷥ」 ݕݡⷦ ໕
 ᯕᨕಚᯕ}ֱ⪵⦽ၵᨱ⧕⦺ᮥ~šᱢŉĥ ᗭၶᖒ᮹ŉĥ ᵝšᱢᯙŉĥಽǍᇥ⧁ভ ʡᩢԉᯙ᮹ᯙᬊᨱᕽ
ᅕᯕ۵Ǎॅᮡᯙe᮹aᨧ۵ḥᖒ᮹ၽಽᨱᕽᔾĉӽᗭၶᖒ᮹ŉĥᨱ⧕݅⦽ݚŁ⧁ᙹᯩ݅ ᯕᨕಚⷣ⧕⦺᮹ၙᱢ
ჵᵝ」ⷥᔍᔢĥⷦ  ໕ₙ᳑

⇽ᯕᵝᩕ「ᩎ 䅶 ᮹Ŗeᖒ」
ⷥǎ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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ԕbᵝ᮹ᩩⴘᅙྙᦩᨱᕽ⧕ࡹݚ۵ᇡᇥᨱᯙᬊᮥ⦽݅ ᱡᯱ ֥ࠥᙹ 
a ෝ ☖⧕ᕽ۵ ᯝᕾᯕ ᨙᨕ᮹ ʑ⪙۵ ᯦ᮝಽ ᔑ⇽⦹۵ ᮭᖒʑ⪙ᯕᯱ ℎbᮝಽ ᯙḡࡹ۵
ℎbʑ⪙ᯕʑࠥ⦹݅۵ᱱᮥᯙ⦹Łᯩᨩ݅۵äࠥᙹᯩ݅ᯕ۵ᯝᯕᵝĞᨱíᕽࠥᅝ
ᙹᯩᨩᯙᯕᨩᮝအಽ ᘂ℁᮹  ᯝᕾᨱí۵Ñ᮹ᔢᨱᗮ⦹۵äᯕᨩᮥäᯕ݅
⇽ᘂ℁᮹「ᯝᕾᯕ⯍ᖁᔾ᮹ᨕྙšŝ⦽ɡ฿∅ჶ」
ⷥᧁᔑ⦺ᅕⷦḲ  

ԕbᵝ᮹ᩩⴙᅙྙᦩᨱᕽ⧕ࡹݚ۵ᇡᇥᨱᯙᬊᮥ⦽݅
ᵝၝₙᩍ᮹ᱶ᮹᪡Ǎᇥᮡݡӹᗭᗮࡽ⦺ĥᨱ݅݅ ᱶᖙᬒ  "SOTUFJO  ᮹
ⲱᵝၝₙᩍ᮹ᔍ݅ญⲲ}ֱᮡᵝၝₙᩍ᮹ᙹᵡᮥᖅ⦹۵ߑaᰆᯝၹᱢᮝಽᔍᬊࡹŁᯩ݅ ᪅ᖒ
⬩·ԉǢḡ⯍ ᨱᕽᰍᯙᬊ 
⇽⨩ᯱᩑ ᱶྕ ʡᔢᯝ「ᔢᨦŖe᮹ᲁ✙ญ⦝⍡ᯕᖹŝḡᩎᔢᯙŖ࠺ℕᨱš⦽ᩑǍ」
ⷥŖeŝᔍ⫭ⷦ
ǭ⪙  

bᵝ᮹ႊᯕ᪅ఌ࠺ᦩᥑᩍ᪵ᮝӹ ⇽ᱥ⢽ෝbᵝಽญ⦹۵äᯕࠦᕽᨱᇩ⠙ᮥ
Ⅹ௹⦹۵॒᮹ྙᱽaᯩᨕ↽ɝᨱ۵ԕbᵝႊᯕฯᯕᔍᬊࡽ݅
 ₙŁྙ⨭
ₙŁྙ⨭ᮡ ŝᱽෝ ᯲ᖒ⦹ʑ ᭥⧕ ₙŁ⧩ ᯱഭॅ ᱡᕽ    ྙםᝁྙʑᔍ  ᯙ░֘ ᔍᯕ✙
॒ ᮥ༊ಾ⪵⦹ᩍŝᱽྜྷัၙᨱᯝᱶ⦽⩶ᨱᕽᱽ⦹۵äᮥั⦽݅ₙŁྙ⨭ᮥ
᯲ᖒ⧁ ভᨱ۵ ⦥ᯱa ŝᱽྜྷᨱᕽ ᯙᬊ⦽ ᯱഭอ ᱢ۵݅ ₙŁྙ⨭ᮥ ႑ᩕ⧁ ভᨱ۵
ǎԕᱡᚁᮥຝᱡᥑŁǎᱡᚁᮥӹᵲᨱᥕ݅ᱡᯱᮡǎԕᱡᚁᮡⲱaӹ݅Ⲳᙽᮝಽ⦹Ł 
ᕽ᧲ᨕᯱഭ۵ᱡᯱᯕ ᖒ ᮹ⲱBCDⲲᙽᮝಽᙹಾ⦽݅
ₙŁྙ⨭ᮥ ᱽ⦹۵ ႊჶᮡ ᩍ్ aḡa ᯩᮝ໑  ᱥŖᨱ  ݅᧲⦽ ᧲ᯕ ⪽ᬊࡽ݅
ᯝၹᱢᮝಽ ᯱᝁᯕ ᗮ⦽ ᱥŖᇥᨱᕽ ☖ᬊࡹ۵ ႊჶᮥ ෙ݅ ᩍʑᕽ۵ ᯙྙĥᩕŝ
ᔍ⫭ŝ⦺ĥᩕᨱᕽฯᯕ⪽ᬊࡹ۵ႊᮥᗭ}⦹ā݅



⦽٩ᨱᅕ۵ŝᱽྜྷ᯲ᖒჶ

ₙŁྙ⨭᮹ᩩⴘᨙᨕ⦺ၰb᳦ᯙྙ⦺
݉⧪ᅙ

᳑ᖙ⯍ⷥӽᰆᯕaᠹᦥฑ᯲ᮡŖⷦᕽᬙྙ⦺ŝḡᖒᔍ 

ჩᩎᕽ

יษ⯩ߑ┅ⷥ⦽ɡ᮹┥ᔾⷦʡʑᩑ·ၶᙹḥ·ʡḥᦥʡ ❭ᵝ࠭ᄁ}

⦺ᚁḡ

ᱶ⯍༉「᯲ྙᨱᕽྙჶ᮹ʑ܆ŝᩎ⧁」
ⷥℎ௭ᨕྙƱᮂⷦ

Ḳ 

⦺᭥ྙם

ᮁŲᙹⷥ᪆༞ᩑǍⷦᩑᖙ⦺ݡƱၶᔍ⦺᭥ ྙם

ᝁྙʑᔍ

ᖁᬑᱶⷣᵝ~ᯕअၵѱᔍ⫭ⷤ
ⷥ᳑ᖁᯝᅕⷦ

ᯙ░֘ᯱഭ

᭥┅႒ŝⷥᯙŖḡⷦ܆IUUQTLPXJLJQFEJBPSHXJLJᯙŖḡ  ܆

ǎ݉⧪ᅙ

#FIMFS &
*SPOZBOEUIF%JTDPVSTFPG.PEFSOJUZ 4FBUUMFBOE-POEPO6OJWPG
8BTIJOHUPO1SFTT 

ǎ⦺ᚁḡ

1BKBSFT 'ⲳ4FMGFGGJDBDZCFMJFGT NPUJWBUJPO BOEBDIJFWFNFOUJOXSJUJOH"SFWJFXPG
3FBEJOHXSJUJOH2VBSUFSMZ
UIFMJUFSBUVSFⲴ
 

ₙŁྙ⨭᮹ᩩⴙᝍญ⦺ Ʊᮂ⦺ၰᔍ⫭ŝ⦺



݉⧪ᅙ

᳑ᖙ⯍  ӽᰆᯕaᠹᦥฑ᯲ᮡŖᕽᬙྙ⦺ŝḡᖒᔍ

ჩᩎᕽ

יษ⯩ߑ┅  ⦽ɡ᮹┥ᔾ ʡʑᩑ·ၶᙹḥ·ʡḥᦥʡ ❭ᵝ࠭ᄁ}

⦺ᚁḡ

ᱶ⯍༉  ᯲ྙᨱᕽྙჶ᮹ʑ܆ŝᩎ⧁ℎ௭ᨕྙƱᮂ  

⦺᭥ྙם

ᮁŲᙹ  ᪆༞ᩑǍ ၙe⧪ၶᔍ⦺᭥ ྙםᩑᖙ⦺ݡƱ

ᝁྙʑᔍ

ᖁᬑᱶᵝ~ᯕअၵѱᔍ⫭᳑ᖁᯝᅕ ᯝᯱ

ᯙ░֘ᯱഭ

᭥┅႒ŝᯙŖḡ ܆IUUQTLPXJLJQFEJBPSHXJLJᯙŖḡ ܆áᔪᯝ 

ǎ݉⧪ᅙ

*SPOZBOEUIF%JTDPVSTFPG.PEFSOJUZ
#FIMFS &  4FBUUMFBOE-POEPO6OJW
PG8BTIJOHUPO1SFTT

ǎ⦺ᚁḡ

1BKBSFT '  4FMGFGGJDBDZCFMJFGT NPUJWBUJPO BOEBDIJFWFNFOUJOXSJUJOH"
SFWJFXPGUIFMJUFSBUVSF

3FBEJOHXSJUJOH2VBSUFS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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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ᱥℕɡᮥá☁⦹Łᙹᱶ⦽݅
ɡᮥ ༉ࢱ ᯲ᖒ⦹ᩡ݅໕ ♕Ł᮹ ŝᱶᮥ Ñℱ ⦽݅ ♕Ł ᯲ᖒ⦽ ɡᮥ ݅ ᯞᨕᅕŁ
ᝅᙹ᪡༜ॅᮥᅙ௹᮹ࠥ⦽ᔾbŝႊ⨆ݡಽƱᱶ⦹۵äᮥั⦽݅ᮭอॅᨕḥɡᮡ
םญ ᱥ}ᔢ᮹ ᪅ඹa ᯩᮥ ᙹࠥ ᯩŁ ᔍᗭ⦽ ᪅┡ӹ ⠙Ḳᔢ᮹ ༜ᯕ ᯩᮥ ᙹ ᯩᮝအಽ
ၹऽ♕Ł᮹ŝᱶᮥÑℱ⦽݅
♕Ł⧁ভ۵<əฝ>ŝzᯕɡᱥℕᙹᵡᨱᕽྙ݉ ྙᰆ ݉ᨕಽəᙹᵡᮝಽᱱᱱ᳢⩡a໑
ԕᬊᮥ⪶ᯙ⦹Łᙹᱶ⦽݅ຝᱡɡ᮹⩶ᯕӹ⦥ᯱ᮹šᱱᯕᱥℕᱢᮝಽᯝšࡽ⮱ᮥ
ᮁḡ⦹Ł ᯩ۵ḡෝ ⪶ᯙ⦹໕ᕽ ʕၡᖒŝ ☖ᯝᖒᮥ w⇹ ⩶┽ಽ ्݅ᨕ ⦽݅ ᱶᅕa
ᇩ∊ᇥ⦹Ñӹםḡᱥ}aၙḥ⧕᮹ྙ᮹ᩍḡaᯩᮥĞᬑᨱ۵םḡෝ⪶Ł⦹íᱶพ⦹Ñӹ
Ǎℕᱢᯙᵝᰆᯕऽ్ӹíᗱḩ⦹۵äᯕᳬ݅ੱ⦽ᇥపᯕչ⊹Ñӹ༉ᯱ۵Ğᬑᨱ۵
ᱽࡽᇥపᨱ฿íᇩ⦥⦽ᇡᇥᮥᨕԕÑӹ ᇡ᳒⦽ᇡᇥᮥ⇵a⦹۵äࠥ♕Łᨱ
ᝁĞ ៉ ⧁ ԕᬊᯕ݅ ᯕ᪡ ⧉̹ ྙ݉e ᩑđᯕ ᯱᩑᜅ్ᬕḡ  ᨕᔪ⦽ ྙᰆᯕ ᨧ۵ḡ 
฿∅ჶ ᨕᥑʑ॒ྙჶᱢᝅᙹ۵ᨧ۵ḡෝ⪶ᯙ⦹Łᙹᱶ⦹۵ŝᱶᮥÑ⊽݅

ɡᱥℕ

ྙ݉

ྙᰆ

݉ᨕ

Ⱂᱽ༊ᗭᱽ༊ᯝ⊹
Ⱂᵝᱽ᮹ᯝšᖒ
Ⱂᱥℕɡ᮹Ǎᖒ
Ⱂɡ᮹ᇥప॒

Ⱂྙ݉eᩑđ
ྙ݉ᵝᱽ
Ⱂྙ݉ʙᯕ॒

Ⱂḡᨕ ᱲᗮᨕ
Ⱂᵝᚁšĥ
Ⱂᨕᔪ⦽ྙᰆ
Ⱂྙᰆʙᯕ॒

Ⱂᨕ⭹
Ⱂᨕᥑʑ
Ⱂ฿∅ჶ॒

<əฝ>♕Ł᮹ŝᱶ

ᯙԕ᪡ҩʑෝaḡŁᯱᝁ᮹ɡᮥ~šᱢᮝಽၵᅕ۵┽ࠥa♕Łᨱᯩᨕaᰆᵲ⦽
ᗭᯥᮡࢱั⧁⦥aᨧ݅ə౨ḡอᅙᯙ᮹ɡᮥ݅⪶ᯙ⦹ŁŁ⊹۵ŝᱶᮡᔾbᅕ݅
ᛞḡᦫ݅ᜅᜅಽᇡ᳒⦽ᇡᇥᯕӹ༜ࡽᱱᮥʑaᨕಖʑভྙᯕ݅ᯕౕভ۵࠺ഭ
⪚ᮡa᳒ॅᨱí᪥ᖒࡽŝᱽྜྷᮥá☁⧕ᵥäᮥᇡ┢⧕᳑ᨙᮥǍ⦹Ñӹᯱᝁᯕᥕɡᮥ
ᗭญԕᨕᯞᨕᅕ۵äࠥᳬᮡႊჶᯕ݅ⴈᯝᱶࠥḡӽ⬥ᯱᝁ᮹ŝᱽྜྷᮥ݅ᯞᨕ
ᅕ໕ᙹᱶ⧁äᯕᅕᯕ۵Ğᬑࠥᯩᮝအಽᱽ⇽ʑ⦽ᨱᯥၶ⦹ᩍŝᱽྜྷᮥ᪥ᖒ⦹ʑᅕ݅۵
ⴈᯝᱶࠥᩍᮁෝࢱ۵äᯕᳬ݅



Part
III

1

ⷞὕⳡ؍

ŝᱽྜྷᱽ⇽ᱥ⪶ᯙ⧁ᔍ⧎
᯲ᖒᮥ᪥ഭ⦽ŝᱽྜྷᮥ᪉ᯙᜅ▽ᨱᱽ⇽⦹ʑᱥᨱ݅ᮭ᮹ᔍ⧎ᮥၹऽ⪶ᯙ⧕⦽݅
✚⯩   ŝᱽྜྷ ԕᬊᯕ ᨧ۵ ኩ ❭ᯝᮥ ᱽ⇽⦽ Ğᬑ    ŝᱽྜྷ ⢽ḡอ ᱽ⇽⦽ Ğᬑ   
ḡᱶŝᱽ᪡݅ෙᮁ⩶᮹ŝᱽྜྷᮥᱽ⇽⦽ĞᬑⲱⲲᱱญࡹ۵Ğᬑᯕအಽ ᇩᯕᯖᮥ⦹ݚḡ
ᦫࠥಾษḡสʭḡ⪶ᯙ⧁⦥aᯩ݅

ŝᱽྜྷᱽ⇽ʑeᯙa
ŝᱽྜྷ❭ᯝᮡ⠙Ḳŝ♕Ła᪥ഭࡽ↽᳦❭ᯝᯙa
ŝᱽྜྷྙᱽᨱᕽḡ⦽ԕᬊ ᩩ⍉ݡᇥప ༊₉ ₙŁྙ⨭॒ ᯕ٥ࡹÑӹ᭥႑ࡽ
äᮡᨧ۵a
ḡᱶࡽ⢽ḡ᧲ᮥ⪽ᬊ⦹ᩡ۵a
⢽ḡᨱ᯲ᖒ⧕⧁⧎༊ॅᮥၵí᯲ᖒ⦹ᩡ۵a
❭ᯝᯕၵෙa
ⷍ
ⲱŝ༊ ⦺ჩIXQⲲੱ۵ⲱŝ༊ ⦺ჩEPDⲲੱ۵ⲱŝ༊ ⦺ჩQEGⲲ
❭ᯝŝᝅᱽ᯲ᖒࡽƱŝ༊ᯕᯝ⊹⦹۵a 
ᱽ⇽⦽ŝᱽྜྷ❭ᯝᯕᱶᔢᱢᮝಽᱡᰆࡹᨩᮝ໑ ᯕᔢᨧᯕᩕญ۵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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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ŝᱽྜྷ᯲ᖒ'"2

ŝ༊ษ݅ŝᱽྜྷᮁ⩶ "ⴈ&⩶ ᯕᱶ⧕Კᯩ۵ߑ ᮁ⩶ᮥၹऽḡ⍽⦹ӹ
Ʊ᧲ŝ༊᮹ Ğᬑ ᙹv⦹۵ ⦺ᔾॅᯕ ฯʑ ভྙᨱ ⦺ჩ घᯱญಽ aḡ ᮁ⩶ " # $ % &⩶ ᮥ
Ǎᇥ⧊݅ܩᮁ⩶ᮥᯱᮁíᖁ┾⦹ÑӹŖ☖ྙᱽaᵝᨕḡ۵ŝ༊ࠥᯩḡอݡᇡᇥ᮹ŝ༊ᮡ
ᮁ⩶ᯕ Ǎᇥࡹᨕ ᯩʑ ভྙᨱ ᯱᝁ᮹ ⦺ჩᨱ ฿۵ ᮁ⩶᮹ ྙᱽෝ ᯲ᖒ⦹ᩍ ᱽ⇽⧕ ⧊݅ܩ
ə౨ḡᦫᮥĞᬑqᱱᯕࢁᙹᯩ݅ܩ

ᱽࡽᇥపᮡၹऽḡ⍽⦹۵äᯙa
ᇥపᮡŝᱽྜྷᨱᕽ᧞e᮹₉ᯕaᯩ⦹݅ܩḡอᇥపᨱ✚⦽ݡᄥ⦽ᨙɪᯕᨧ۵Ğᬑ
ݡᇡᇥ⢽ḡෝᱽ⦹Ł_ᰆᮝಽᱶ⧕Ḳ݅ܩᰆ᮹Ğᬑෝᩩಽॅ໕_ᰆᱶࠥaaᰆ
ᱢ⦽ݚᇥప᯦݅ܩᱶ⧕ḥᇥపᦩᨱᕽᯱᝁ᮹ᔾbᮥ⧉⇶ᱢᮝಽ᧞ ᱶญ⦹۵äࠥ⦺ྙᱢ
⬩ಉᯕŁ⧁ᙹᯩ݅ܩ

ŝᱽྜྷ⢽ḡෝΎ᯲ᖒ⧕⦹ӹ ᕽᮡᨕॵᕽǍ⦹ӹ
ŝᱽྜྷᮡᬱ⊺ᱢᮝಽŝᱽྜྷ⢽ḡෝ᯲ᖒ⧕ᕽᱽ⇽⦹íࡹᨕᯩ݅ܩᕽᮡ
⦺Ʊ⪩⟹ᯕḡᨱᕽəฝ᮹ⲳ⦺ᔾᕽⲴยⓍෝⓕฎ⧕ᕽ݅ᬕၼᮥᙹᯩ݅ܩ
ɡᯱⓍʑ ᩍ႒॒ŝᱽྜྷ᯲ᖒᕽᮡ<ᇡಾ>ᮥₙ᳑⦹ᖙ

ŝᱽྜྷᮁ⩶ᯕŖ☖ᮝಽࡹᨕᯩ۵Ğᬑ ŝᱽྜྷ⢽ḡᨱ۵ᨕਜíᱢᮝ໕ࡹӹ
ŝᱽྜྷ ᮁ⩶ᨱⲳŖ☖Ⲵᮝಽ ʑ᯦⦹Ñӹ  እᬭࢱ໕ ࢊ< ݅ܩᇡಾ> ŝᱽྜྷ ⢽ᵡ ᕽᮥ
ₙ᳑⦹ᖙ

℉ᇡ❭ᯝ᮹ᬊపᯕ⦽ࠥ .  ,# ෝⅩŝ⦹ᩡ❭݅ܩᯝⓍʑෝᨕਜíᵥᩍ⦹ӹ 
ᩍ⧪ʑၰᩢ⪵စḡ⍍qᔢʑ॒ᮡᔍḥ ᯕၙḡ ᮥᔞ᯦⦹۵Ğᬑaฯ݅ܩԕᬊᱥݍᔢΎ
⦥⦽ ᇡᇥᨱอ ᔍḥᮥ ᔞ᯦⦹ᩍ ᯲ᖒࡽ ŝᱽྜྷ ❭ᯝ᮹ ᬊపᯕ ᇩ⦥⦹í ۹ᨕӹḡ ᦫࠥಾ
᳑ᱶ⦹۵äᯕᵲ⧊݅ܩᔍḥ ᯕၙḡ ᮥᔞ᯦⧁ভ۵ᔢݡᱢᮝಽᬊపᯕᱢᮡHJG KQH⩶ᮥ
⪽ᬊ⦹Ñӹ  ᯲ᖒࡽ ྙᕽෝⲱ1%'ಽ ᱡᰆ⦹ʑⲲʑ܆ᮥ ᯕᬊ⦹໕ ᬊపᮥ ⓑ ⡎ᮝಽ ᵥᯝ ᙹ
ᯩ݅ܩ



⦽٩ᨱᅕ۵ŝᱽྜྷ᯲ᖒჶ

ŝᱽྜྷྙᱽaჩŝჩᯙĞᬑ bb᮹❭ᯝಽอॅᨕᱽ⇽⦹ӹ
ŝᱽྜྷᮥ᪉ᯙᮝಽᱽ⇽⧁ভ}᮹❭ᯝอᨦಽऽࡹအಽ⦹ӹ᮹❭ᯝᨱŝᱽჩŝჩᮥ
༉ࢱ᯲ᖒ⦹ᩍᱽ⇽⦹໕ࢊ݅ܩ

ŝ༊ᮥၵЙᨕᕽŝᱽྜྷᮥᱽ⇽⧩݅ܩᨕਜí⦹ᵁ
݅ෙ ŝ༊᮹ ŝᱽෝ ᱽ⇽⦹۵ Ğᬑ۵ ᬱ⊺ᱢᮝಽ ᖒᱢᮥ ྕ⬉ญ⦹í ࡹᨕ ᯩ ݅ܩᱱ
ญaࡹ۵Ğᬑ᯦݅݅ܩෙŝ༊᮹ŝᱽᐱอᦥܩ݅ෙᮁ⩶᮹ŝᱽෝᱽ⇽⧩ᮥĞᬑࠥ⧕ݚ
ŝᱽྜྷ ᖒᱢᯕⲱⲲᱱ ญࡹအಽ  ᱽ⇽ ᱥᨱ ŝᱽྜྷ ྙᱽ᪡ ᯲ᖒ⦽ ❭ᯝᮥ ၹऽ ⪶ᯙ⧕
⧊݅ܩ

ŝᱽྜྷᱽ⇽ษqᯕ⬥ᨙᱽ⁅ᱱᙹෝ⪶ᯙ⧁ᙹᯩᮥʭ
ᯝ݉ ŝᱽྜྷ ᱽ⇽ ₉ ᩑᰆ ษq ᯕ⬥ ↽ᗭ ⦽  ݍᯕᔢᯕ ⠪aᨱ ᗭࢊ ݅ܩᯕভᇡ░ b
ḡᩎ⦺ݡᨱᕽ۵₥ᱱ᭥ᬱᯕ₥ᱱᮥ⧁ᙹᯩ۵ၹᮥ⠙ᖒ⦹Ł ၹ⠙ᖒᯕ⬥ᇡ░ᵝ࠺ᦩŝᱽྜྷ
₥ᱱᯕᯕᨕḲ݅ܩ₥ᱱ᭥ᬱᯕ₥ᱱᮥ᪥ഭ⦽⬥ḡᩎݚݕ⦺ݡᯱa₥ᱱ᪅ඹ॒ᮥá☁⦹ᩍ
ᱱᙹෝŖ}⦹໕ ⦺ᬑܹॅᯕŝᱽྜྷᱱᙹෝ᪉ᯙᜅ▽ᨱᕽ⪶ᯙ⧁ᙹᯩ݅ܩ

ŝᱽྜྷᮥᱽ⇽⧩۵ߑᱱᯕӹ᪵݅ܩ
ŝᱽྜྷᮥᱽ⇽⦹ᩡᨕࠥ⢽ḡอᱽ⇽⦽Ğᬑ ❭ᯝᯕˉᲙᕽᅕᯕ۵Ğᬑ ᦵ⪙ᖅᱶᮥ⦹ᩍᩕᨕᅝ
ᙹᨧ۵Ğᬑ ᱲᙹჩ⪙۵ᯩḡอᝅᱽ❭ᯝᯕᨧ۵Ğᬑᨱ۵ᱱᙹෝᯙᱶၼᮥᙹᨧ݅ܩᱽ⇽
ᱥᯱᝁᯕᨦಽऽ⧁❭ᯝᯕᱶᔢᱢᮝಽ᯲ᖒᯕࡽäᯙḡ݅⦽ჩ⪶ᯙ⧁⦥aᯩ݅ܩ

ᱱᙹaթྕӹࠥԏíӹ᪵݅ܩ
ᯕĞᬑ₥ᱱ᭥ᬱᯕ⢽ᱩᯕŁ❱݉⧩ᮥa܆ᖒᯕ׳݅ܩ₥ᱱ᭥ᬱᯕ₥ᱱᮥ⧁ভ⪵໕ᨱᕽ
aᰆຝᱡᅕᯕ۵äᯕᔢᨦᯱഭ᪡᮹ᯝ⊹ᮉ ݅ෙ⦺ᔾॅŝᱽ᪡᮹ᯝ⊹ᮉ᯦݅݅ܩෙ⦺ᔾ᮹
ŝᱽෝ ᄁӝÑӹ  ԉᨱí ክಅᵡ Ğᬑᨱࠥ ⦺ᔾ e ᯝ⊹ᮉᯕ ׳í ӹ᪅ḡอ  ᕽಽ ༉۵
⦺ᔾᯕࠥ ࠺ᯝ⦽ ₙŁᯱഭෝ ⇽⢽ ᨧᯕ ᯲ᖒ⦹ᩡᮥ Ğᬑ ⦺ᔾ e ⢽ᱩᯕ ⢽ࢊ݅ܩ
ᕽ ŝᱽྜྷ ᱽ⇽ ᱥᨱ ݅ෙ ⦺ᬑܹॅŝ ᯲ᖒ⦽ ᯱഭෝ Ŗᮁ⦹Ñӹ }ᯙ ትಽəӹ ⋕⟹ᨱ
ಅᕽ⦝⧕ෝᅕ۵ᯝᯕᨧࠥಾᵝ᮹⧕ᵝᝎ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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ŝᱽྜྷ᯲ᖒᨱࠥᬡᯕࡹ۵ᮁᬊ⦽ᔍᯕ✙

·⦽ǎႊᘂ☖ᝁ⦺ݡƱᵲᦺࠥᕽš
ⷍIUUQMJCSBSZLOPVBDLS
·⦽ǎႊᘂ☖ᝁ⦺ݡƱᬱĊƱᮂᩑǍᗭ్ܾ❢ᜅ
ⷍIUUQJEFLOPVBDLSTVQQPSU)5-FBSOJOH5JQTIUN
·ᕽᬙ⦺ݡƱƱᙹ⦺ᖝ░ɡᥑʑ᪉ᯙv᳭
ⷍIUUQDUMTOVBDLS
·/BWFSḡ႒ŝ ɡᥑʑ᮹ᱥఖ
ⷍIUUQUFSNTOBWFSDPNMJTUOIO DJEDBUFHPSZ*E
·ᩢǎ}ႊ⦺ݡŝᱽྜྷ᯲ᖒჶᦩԕ
ⷍIUUQXXXPQFOBDVLTUVEFOUTIFMQUPQJDTUVEZTLJMMTDBUFHPSZBTTJHONF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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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학년도 ( )학기 과제물(온라인제출용)
교과목명
학
번
성
명
연 락 처

:
:
:
:

o 과제유형 : ( 공통 / A～E )형
o과제명:

- 이하 과제 작성
⠙Ḳᬊḡ"
ᩍ႒ŝᱽྜྷ⢽ḡᕽŝ࠺ᯝ
 ·᪅ෙNN ᭥NN ᦥ௹NN ນญั·ญัNN

I. 장제목 (신명조, 글자크기 12～13, 진하게, 줄간격 180, 가운데 정렬)
1. 절제목 (신명조, 글자크기 11～12, 진하게, 줄간격 180)
1) 항제목 (신명조, 글자크기 10～11, 진하게, 줄간격 180)
본문 작성....(신명조, 바탕체 등 글자크기 10～11, 줄간격 160～180)1)

1)각주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9～10, 줄간격 150)



⢽⢽ᱽ༊ ᵲŁॶ ɡᯱⓍʑⴈ ᵥeĊ aᬕߑᱶ
구분

내용
표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줄간격 130)

əฝᔞ᯦

<əฝ>əฝᱽ༊ ᵲŁॶ ɡᯱⓍʑⴈ ᵥeĊ aᬕߑᱶ

- 참고문헌 -(신명조, 글자크기 11～12, 진하게, 줄간격 180, 가운데 정렬)
가,나,다, A,B,C 순으로 제시 (신명조, 글자크기 10～11, 줄간격 160～180, 내어쓰기 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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