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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west University
▣ Application Procedure ▣
MISSION AND PURPOSE STATEMENT
Midwest University exists to provide men and women with a biblically-based higher education designed to prepare them for success in their
careers in ministry and in secular service by enhancing their spiritual, social and intellectual gifts and abilities.
(Midwest University는 학생들에게 성경에 기초한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영적, 사회적, 지적 재능과 능력을 향상시켜 기독교 사역 및 일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의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We are pleased that you are interested in applying for admission to Midwest University. This packet contains all of the information
and materials you need for the application process. If you have any questions, the Admissions Office will be happy to help you.
Let us know how we can be of service.
(Midwest University는 귀하의 입학지원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입학원서에서는 귀하의 본교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학원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혹시 작성하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QUIREMENTS(제출서류): ① Application for Admission(본교 소정 양식의 입학원서)
- Personal Statement(required for religious studies applicants only) (개인 신앙간증서)
- Application Essay (입학논술시험)
- Reference(추천서)
② A $100.00 non-refundable application fee(입학전형료 100불)
③ All original transcripts from previous institutions.
(High school transcript required for the Bachelor Program)
(학사학위 이상의 모든 영문 성적증명서 원본- 단 학사학위 프로그램인 경우 고등학교 영문 성적증명서 원본)
④ 2 Photographs taken within the past six months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 장)

1. COMPLETING THE APPLICATION FORM
(입학원서 작성 요령)

Please complete the application form. This will not only provide the
Admissions Committee with important information about you as a prospective
student, but will also demonstrate your writing ability. Return your completed
application with the fee and two passport-sized photos. (본 입학원서는 입학결정에
필요한 지원자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Midwest University의
일원으로서 지원자의 논술력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오니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NOTIFICATION REGARDING ACCEPTANCE
(수시 편.입학 가능)

Midwest University will accept your application at any time. As soon as your
application is complete, your file will be submitted to the Admissions Committee
for review, and you will subsequently be notified of its decision. (본교는 수시
편.입학이 가능하므로 입학원서 기재를 마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하시면 본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3. REFERENCES(추천서)
Midwest University requires a reference from a former professor or the
applicant's pastor for each program.
(본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교수 추천서 또는 목사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Application Essay(입학논술시험)
The Writing ability of the applicant will be assessed through this essay. The
essay should be 500-700 words (Bachelor), 750-900 words (Master), and
1,000-1,200 words (Doctor).
이 논술 시험을 통하여 학생의 쓰기 능력이 평가될 것입니다. 이 논술의 분량은 학사
과정의 경우는 500-700 단어, 석사과정의 경우는 750-900 단어, 박사과정의 경우는
1,000-1,200 단어가 되어야 합니다.

5. HOUSING(학교 기숙사 이용)
Housing applications will be mailed to all interested applicants, and housing
assignments will be made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housing units.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이용 가능한대로 통보해
드립니다.)

For additional admission information, see the Midwest University Catalog.
(입학에 관한 기타사항들은 본교 카다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turn all forms to:
Admissions Office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issouri 63385-0365
Office: (636) 327-4645 Fax: (636) 327-4715
www.midwest.edu
E-mail:usa@midwes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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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Location Options

APPLICATION FOR ADMISSION

□ Main Campus
□ Online
□ Washington D.C

* Please print in English
1. Name:

Year of Admission
□ Spring
□ Summer

(Year)
□ Fall
□ Winter

(English)
First Name

Middle Name

Last(Family) Name

2. Address:
Street

Attach 2 recent 2x2
sized photos of
yourself here

Apt

City

State

Zip

Country

3. E-Mail:
4. Cell:

Home:

5. Date of Birth:

/

Work:
7. Gender:

6. Place of Birth:

/

□ Male □ Female

City & Country

Month/ Day/ Year

8. Mailing Address, if different from above
Street

9. Citizenship:

Apt.

□ U.S. Citizen

If Foreigner: Your Nationality (

City

State

□ U.S. Permanent Resident
)

Zip

Country

)

(SS#

Visa Status (

10. Educational History: High School, College/University, Graduate School
Name and Location of School
Major

)

Visa Expired or Other (
Dates of Attendance

11. Ability in English (Rate your ability by H=High, M=Middle, L=Low)
Speaking:
Hearing:
Writing:
12. Current Employer
Name of Business:
Job Title:
13. Church Background
Church Name:

Reading:

Telephone:
Location:
Telephone:

Church Address:
Senior Pastor:

Date of Baptism:

Denominational Affiliation:

How long have you attended this church?

14. Recommender
Name:
Telephone:
15.Emergency
Contact

16. Applicant
Signature:

Date:
E-Mail:
1. Name:

Relationship:

Phone #:
2. Name:
Phone #:

E-Mail:
Relationship:
E-Mail:
Date:

/

/

)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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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Location Options

APPLICATION FOR ADMISSION
입

학

원

Main Campus
Online
Washington D.C

서

* 한글 인쇄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시오.
1. Name:

□ Spring
□ Summer

First Name(이름)

Middle Name Last(Family) Name(성)

Attach 2 recent 2x2
sized photos of
yourself here

2. Address:
(주소)

년도
□ Fall
□ Winter

(한글이름)

(English)

(이름)

Year of Admission

Street

Apt

City

State

Zip(우편번호)

(최근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 매)

Country

3. E-Mail:
(이메일)

4. Cell:

Home:

(핸드폰)

5. Date of Birth:
(생년월일)

Work:

(집)

/

/

(직장)

7. Gender: □ Male

6. Place of Birth:
City & Country (출생지-도시 & 국가)

Month/ Day/ Year

□ Female
(여)

(남)

8. Mailing Address, if different from above(우편주소, 상기주소와 다를 때)
Street

Apt.

9. Citizenship(국적): □ U.S. Citizen(미국시민)
If Foreigner : Your Nationality(

City

State

□ U.S. Permanent Resident(영주권자) (SS#
) Visa Status(
)

(외국인 경우: 자신의 국적이름)

(비자종류)

Zip

Country

)
Visa Expired or Other(

10. Educational History(학력사항): High School, College/University, Graduate School(고등학교, 대학/대학교, 대학원)
Name and Location of School (학교명 및 소재지)
Major (전공) Dates of Attendance (재학기간)

11. Ability in English (Rate your ability by H=High, M=Middle, L=Low; 영어독해능력 - 상, 중, 하로 표시하시오.)
Speaking(말하기):
Hear ing ( 듣 기 ) :
Writing(쓰기):
Reading ( 읽 기 ) :
12. Current Employer(직장관계)
Name of Business (직장명):
Telephone(전화):
Job Title(직책):
Location(위치):
13. Church Background(교회배경)
Church Name(교회명):
Telephone(전화):
Church Address(교회주소):
Senior Pastor:
Date of Baptism:
/
/
(담임목사)

(침(세)례일자)

Denominational Affiliation:

How long have you attended this church?

(소속교단)

(출석년한)

14. Recommender(추천인)
Name: (English)

Date:

(한글이름)

(이름)

(일자)

Telephone:

E-Mail:

(전화)

15.Emergency
Contact
(긴급연락처) .

(이메일)

1. Name(이름):
Phone #(전화):
2. Name(이름):
Phone #(전화):

Relationship(관계):
E-Mail(이메일):
Relationship(관계):
E-Mail(이메일):

16. Applicant(신청자)
Signature:

Date:

(사인)

(일자)

)

(비자만료 또는 기타)

Degree (학위명)

Midwest University

Application
For Admission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E-mail: usa@midwest.edu www.midwest.edu

▣ Academic Programs ▣
ESL Program

One-Year Program

2 Year ESL + Pilot Certificate

Two-Year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Arts in Business Administration (123 Credit Hours) (경영학)
Date Science (데이터사이언스)

Marketing (마케팅)

Areas of Emphasis

Global Business Management (글로벌 비즈니스경영)
Finance/Asset Management (재무/자산 관리)
eSports (e스포츠)
Sports Science & Health Care Management (스포츠과학, 건강관리)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부동산투자경영)

Bachelor of Arts in Theology (123 Credit Hours)

Areas of Emphasis

Biblical Studies (성서신학)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and Future Transportation Technology (123 Credit Hours) (항공.미래교통기술학)
Aviation Management and Engineer (항공정비)
Flight Attendant (Cabin Crew) (승무원)

Areas of Emphasis

Aviation Management and Helicopter Flight (항공경영, 헬기조종사)
General Aviation Management and Flight (항공경영, 조종사)

UAS (드론)

Flight Dispatcher (항공 운항사)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Arts in Counseling (48 Credit Hours) (상담학)

Areas of Emphasis

Christian Counseling (기독교 상담)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결혼과 가정상담)

Life Design Counseling and Coaching (라이프 디자인 상담과 코칭)
Mental Health Counseling (정신건강 상담)

Master of Arts in Education (48 Credit Hours) (교육학)

Areas of Emphasis

Brain/Gifted Education (두뇌개발, 영재교육)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

Master of Arts in TESOL (36 Credit Hours)

Practical English Education (실용영어교육)

English Education (영어교육)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36 Credit Hours) (경영학)

Areas of Emphasis

Asset Investment Management (자산투자)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Management (항공안전,보안관리)

Defense Fusion System Management (국방융합경영)
Health Care Management (보건의료경영)

Leadership (리더십)

Global Business Management (글로벌비즈니스경영)

Management Innovation Strategy (혁신경영전략)

Pubic Policy and Administration (공공정책, 행정)

Real Estate Investment Management (부동산투자 관리)

Public/Safety/Emergency/Security Management (공공, 안전, 응급, 보안 관리)

Sports Management (스포츠 경영)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력개발전략과관리)

Master of Divinity (96 Credit Hours) (신학)
Master of Music (48 Credit Hours) (음악)

Areas of Emphasis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현대기독교음악)
Church Music (교회 음악)
Music Coaching/ Musical Arts Convergence (음악 코칭, 뮤지컬 아트 컨버전스)

Composition (작곡)

Conducting (지휘)

Music Education (음악교육)

Instrument (악기)
Voice (성악)

Piano (피아노)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Leadership (48 Credit Hours) (리더십)

Areas of Emphasis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리더십)
Crisis Management leadership (위기관리리더십)
Management Innovation Strategy (혁신경영전략)
Health Caer Management (의료경영)
Organizational Ministry/Mission Leadership (조직목회,선교 리더십)
Real Estate Management and Auctions (부동산경영관리,경매)
Practical English (실용영어)
Sports Management (스포츠경영리더십)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Doctor of Ministry (39 Credit Hours)

(목회학)

Areas of Emphasis

Educational Ministry (교육목회)

Counseling Ministry (목회상담)
Inter-Cultural Ministry (선교학)

Pastoral Theology (목회신학)

Doctor of Music Arts (60 Credit Hours) (음악)
Church Music (교회 음악)

Areas of Emphasis

Conducting (지휘)

Composition (작곡)

Music Coaching/Musical Arts Convergence (음악코칭,뮤지컬융합예술

Doctor of Philosophy in Music (60 Credit Hours)

Music Education (음악교육)

Instrument (악기)
Piano (피아노)

Voice (성악)

Music Education (음악교육)

(음악)

Doctor of Philosophy in Counseling Psychology (60 Credit Hours) (상담심리학)

Areas of Emphasis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결혼과가정상담)

Life Design Counseling and Coaching (라이프디자인상담과코칭)
Mental Health Counseling (정신건강 상담)

Doctor of Philosophy in Education (60 Credit Hours) (교육)

Areas of Emphasis

Brain Development and Gifted Educational (두뇌개발,영재교육)

Doctor of Philosophy in Leadership (60 Credit Hours)

Brain Counseling Educational (두뇌개발,영재교육)

Higher Education Leadership (고등교육리더십)

(리더십) Areas of Emphasis

Defense Fusion System Leadership (국방융합)
International Aviation Management Leadership (국제항공경영리더십)
Management Innovation Strategy (혁신경영전략)
Organizational Ministry/Mission Leadership (조직목회,선교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리더십) )
International Culture and Arts Leadership (국제문화예술리더십)
Political Leadership (정치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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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 Statement (Attach an additional sheet of paper if necessary.)
1. Give a brief account of your personal conversion and ongoing relationship with God.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동기와 그 후부터 현재까지의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2. Give a brief account of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God’s call to Christian Service.
(하나님으로부터 크리스찬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았다고 느끼게 된 계기나 동기, 또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State briefly your educational goals for attending Midwest University and your intentions concerning your future ministry.
(Midwest University 를 지원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 당신의 사역에 관한 계획과 목표를 서술하시오.)

Applicant
Print Name:
Signature:

Date:

Midwest University

Application
For Admission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E-mail: usa@midwest.edu www.midwest.edu

Application Essay (Attach an additional sheet of paper if necessary.)
The writing ability of the applicant will be assessed through this essay.
The essay should be 500-700 words (Bachelor), 750-900 words (Master), and 1,000-1,200 words (Doctor).

1. Explain your vision and purpose and describe how you plan to accomplish them.
(당신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이며 이것을 위한 당신의 노력과 실천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How does your worldview inform your vision and your purpose?
(당신의 세계관이 당신의 비전과 목표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습니까?)

Applicant
Print Name:
Signature:

Date:

▣ Letter of Reference (Professor or Pastor) ▣
(교수/목사 추천서)
□ Professor □ Pastor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give your evaluation of this applicant. It will help the Admissions Office to understand the applicant's potential
qualifications for graduate studies at Midwest University. The form, when completed, should be mailed directly to the Admissions Office. Please feel free to
provide further statements or explanations on a separate sheet of paper. (시간을 내어 지원자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신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추천서는 지원자가 저희 Midwest University의 수학에 합당한 자인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추천서를 모두 기재하신 후 학교로 직접 발송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의 소견이 있으시면 별지에 기술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Student is applying to Midwest University degree program:

□ ESL

□ Bachelor(학사)

□ Master(석사)

□ Doctor(박사)

Applicant Name(지원자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dress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plete the following waiver: (optional)
I waive my right to see this recommendation. □
I understand that this waiver is NOT required as a condition for admission to Midwest University. □
Signature of Applica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VALUATION(평가)
Relationship to
The Applicant??

1. How long have you known the applicant?
(귀하는 지원자를 얼마 동안 알고 지내셨습니까?)

(어떤 관계?)

2. Please rate the applicant o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지원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표기하십시오.)
Very High

High

Average

Low

Very Low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Leadership Ability (지도력)
Self Confidence (자신감)
Amiability (호감도)
Maturity (성숙도)
Common Sense (분별력)
Consecration to God's Will (소명감)
Moral Character (도덕성)
Physical Health (신체적 건강)
Mental Health (정신적 건강)
Responsibility (책임감)

3. Do you recommend this applicant for Christian ministry? (귀하는 지원자를 Midwest University에 어느 정도 추천하십니까?)
□ Highly Recommend(강력히 추천함)
□ Recommend(추천할 만함)
□ Recommend with Reservation(조심스럽게 추천함)
□ Do Not Recommend(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음)

Name:
Address:

Signature:

Position:

E-Mail/Phone number:
City:

Date:

Please send completed information to: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State:

Zip code:

Midwest University

Application
For Admission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E-mail: usa@midwest.edu www.midwest.edu

재학생 규정사항
▣ 반드시 본인이 읽고 서명한 후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성명:

(영문)

(한글)

과정:

전공:

본인은 Midwest University 재학 중 학칙과 제반 규정을 이행하고 학생으로서의 품위와 윤리, 도덕을 준수하겠으며, 특히 아래의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

1.
2.
3.
4.

재학 시 학업분위기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각, 결석, 또는 교직원, 교수에게 도전적인 언행 등)
성실한 학업 자세를 통해 지적, 영적 개발에 노력 하겠습니다. (과제물준비, 학업준비, 출석교회사역, 실습 학점이수)
본인은 학생의 신분으로 정직하게 모든 학습과정을 이수하겠습니다.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 후에도 입학이 취소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6.

복장(가능한 정장), 언어, 청결에 대하여 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다.
입학원서 제출 후 및 학업을 진행하지 않고 휴학이나 자퇴할 경우:
➀ 입학전형료 100 불(한화 12 만원)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➁ 수업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본교 카탈로그 환불 규정에 의하여 반환됩니다.

* 학기 시작일 기준: 15 주 – ◆ 1 주까지: 90% ◆ 3 주: 70% ◆ 5 주: 50% ◆ 7 주: 30% ◆ 7 주 이후는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8주 - ◆ 1주까지: 90% ◆ 2주: 70% ◆ 3주: 50% ◆ 4주: 30% ◆ 4주 이후는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 반환 수수료 : U$ 30.00

7.

장학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매 학기에 최소 학사과정 12 학점, 석사과정 9 학점, 박사과정 9 학점 이상을 각각 등록을 해야 하고

8.
9.

매 학기에 등록한 모든 교과과정을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하며 모든 과목은 B 학점 이상을 받아야만 혜택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휴학할 경우에는 휴학과 함께 장학혜택이 취소되어 복학 시에는 장학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타 장학혜택 규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usa@midwest.edu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에 수업료를 송금할 때 (한국 측과 미국 측) 모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 하여야 합니다.
매년 졸업자는 미국 본교 졸업식에 필히 참석해서 필수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본교 졸업식에 참석 못하면 졸업이

다음으로 보류 될 수 있습니다.
10. 음악과 학생 별도규정(졸업 연주회 및 심사비)
* 음악 학사, 석사, 박사 과정자: 모든 졸업예정자는 본교의 규정대로 졸업연주회를 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일정 및 장소는 본교 음악과 담당 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장소 대관은 학생의 비용으로 합니다.
* 졸업연주회 심사: 학교가 지정하는 심사교수 2 인이 심사하며, 심사비용 및 행정비 50 만원을 별도로 납부합니다.
(졸업연주회 심사교수들의 교통 여비를 심사비 외에 학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By signature of the student below, the student hereby subscribes, without mental reservations, to the Biblical Foundations
Statement as written in the catalog.

Midwest University 귀중
* Applicant 본인서명
성명
Print Name:

서명
Signature:

일자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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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Essay 작성에 관한 사항
1. Application Essay를 작성하실 때는 아래 평가기준을 참조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Application Essay는 20점 만점을 기준하며 8점 이만일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Writing 강의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3. Application Essay 논술 분량은 학사과정 500~700단어, 석사과정 750~900단어, 박사과정 1,000~1,200단어를 기준합니다.

CRITERIA/SCALE

5 Exceeds

4 Meets

3 Needs

Expectations

Expectations

Improvement

2

* 문장력

▪ 주제와 관련된 글을
탁월하게 작성함

▪ 주제와 관련된 글을
잘 작성함

▪ 주제와 관련된 글을
작성함

▪ 주제와 거리감이 있는
글을 작성함

▪ 주제와의 관련성

▪ 어휘사용 능력이
탁월함

▪ 어휘사용 능력이
적절함

▪ 어휘사용 능력이 다소
부족함

▪ 어휘사용 능력이
부족함

▪ 주제와 관련된 주장을 ▪ 주제와 관련된
논리적 근거를 통해 잘 주장을 잘 기술함
기술함

▪ 주제와 관련된 주장을
함

▪ 주제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데 미숙함

▪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전개로 아주 잘
기술함

▪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전개가 다소
미진함

▪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전개가 전혀 없음

▪ 어휘사용의 적절성
▪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근거

* 논리성
▪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전개
▪ 단락간의 유기적인 연결성

▪ 단락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돋보임

▪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전개로 기술함
▪ 단락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으로 기술함
▪ 단락별 분량의
적절성을 가지고
기술함

▪ 단락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다소 부진함

▪ 단락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전혀 없음
▪ 단락별 분량의
적절성이 전혀 없음

▪ 단락별 분량의 논리적 분배

▪ 단락별 분량의
논리적 분배가
뛰어남

* 형식성

▪ 주제의 전개에 따라
전체 분량 이상으로
작성함

▪ 전체 분량에 다소 못
미침(90% 이하)

▪ 전체 분량에이 못
미침(80% 이하)

▪ 전체 분량에 아주 못
미침(70% 이하)

▪ 맞춤법(4-7 개 이하)

▪ 맞춤법(8-10 개 이하)

▪ 맞춤법(11 개 이상)

▪ 맞춤법(3 개 이하)

▪ 띄어쓰기(4-7 개
이하)

▪ 띄어쓰기(8-10 개
이하)

▪ 띄어쓰기(11 개 이상)

▪ 띄어쓰기(3 개 이하)

내용/창의성/정보

▪ 독창적인 내용이
풍부함

▪ 독창적인 내용을
쓰려고 노력함

▪ 독창적인 내용이
부족함

▪ 독창적인 내용이 전혀
없음

▪ 독창적인 내용

▪ 정보/지식(상식)의
인용/기술이 풍부함

▪ 정보/지식(상식)의
인용/기술을 하려고
노력함

▪ 정보/지식(상식)의
인용/기술이 부족함

▪ 정보/지식(상식)의
인용/기술이 전혀 없음

▪ 전체 분량
▪ 맞춤법
▪ 띄어쓰기

▪ 정보/지식(상식)의 인용/기술

▪ 단락별 분량의
적절성이 다소 미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