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 본 양식은 참고용입니다. This form is for your information only. *
1. 추천서 2부 모두 100% on-line 제출: 지원자는 접수기간에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추천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추천서 요청
하기 (“요청” 버튼 클릭)
→ 추천인이 이메일 링크에 접속하여 5.12 (금) 16:30 전에 on-line 으로 추천서 제출
100% Online Submission: Applicants are supposed to fill up your referees’ contact details on the application portal and make a
request (Click “Request” button) for references during the application period.
→ Referees will receive an email with a link that will provide them with instructions on how to submit their letters of
recommendation. (Deadline for submission: 2017. 05. 12 (Fri) 16:30)

2. 지원자는 원서 접수시간 전부터 미리 추천인에게 연락하여 추천서 양식과 온라인 제출 기간을 공지하고, 추천서가 누락되
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망
Applicants are advised to inform their referees of this process and show them the form in advance. It is applicants’
responsibility to check if their referees have received the email.

* 질문 Questions *

아래 질문에 영어 혹은 한국어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You are kindly request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in English or Korean.
1번 2번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3번의 경우 해당란에 직접 작성해주시거나, 미리 써두신 추천서를 업로드 해주
시면 됩니다.
Questions 1 and 2 are compulsory; however, for question 3, you have the option of either writing your answers
in the field or uploading a pre-written reference.

1. 지원자를 어떠한 계기로 알게 되었으며, 얼마 동안 알고 지내왔습니까?
How long and in what capacity have you known the applicant?

2. 아래 항목에 대한 지원자의 능력을 솔직하게 평가해주십시오.
Please provide an honest evaluation of the applicant’s performance based on the criteria listed below.

Criteria 평가기준

Academic Achievement 학업성취도
Academic Potential 잠재력
Integrity 진실성
Responsibility 책임감
Creativity 창의력
Communication Skills 의사소통능력
Interpersonal Skills 대인관계능력
Leadership 리더십

Truly Exceptional

Excellent

Good

Average

Below Average

최상

탁월

우수

보통

미흡

Top 상위 2%

Top 상위 10%

Top 상위 25%

Middle 50%

Lower 하위 25%

3.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지원자의 학업능력, 잠재력, 장점, 단점, 혹은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
오.
Please comment on the applicant’s academic performance, potential, strengths, weaknesses, or personal qualities
which you believe would be helpful for us to consider their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