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

4

4

4

4

4

4

3

4

지명지명 번호번호: AMKRCK-1551

서비스서비스: Premium Editing

평가일평가일: November 01, 2019

평가평가 점수점수
1 :초급
2 :발전가능
3 :중급
4 :유창함
5 :고급

언어언어 평균평균 점수점수 : 4.0

문장 구성

흐름 및 전환

단어 및 구의 선택

General Tip! An ellipsis is a series of three periods that are used to replace missing or
purposely omitted text. If you want to know the basic guidelines for using an ellipsis in the
APA format, click here: https://www.enago.com/academy/how-to-use-ellipses-in-apa-style/

문법문법 평균평균 점수점수 : 4.0

주술 호응

관사 사용

시제

Helpful Resource! An essential aspect of academic writing is arguing and discussing. This
involves proposing a claim and offering a rational reason with help of evidence that
strengthens an author’s point of view. To read about Developing an Argument in Academic
Writing, visit https://www.enago.com/academy/developing-an-argument-in-academic-
writing/

역학역학 및및 표기법표기법 평균평균 점수점수 : 3.7

문장 부호

참조문헌

학술적 표기법

Quick Read! Several idioms are used in both formal and informal usage. Idioms add color
and imagery to the writing, but they could be seen as too informal. So, how should they be
used in academic writing? Click here to read the full article:
https://www.enago.com/academy/idioms-improve-or-detract-from-academic-writing/

편집편집 요약요약

편집편집 전전

원고는 평균 수준이며 일부는 그리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완성된 원고이나 일부 재작성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태그 및 리마
크 참조)

편집편집 후후

구조구조 확인점확인점

제목제목: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간결한가?

예. 정보가 담겨있으며 간결합니다.

초록초록: 논리적 구조를 따르고 있는

가?

예. 정확합니다.

방법방법: 과정의 논의가 연구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들인가?

“선택하신 서비스하에 이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결과결과: 표와 그림의 주요 결과가 원

고 본문에 요약되어 있는가?

“선택하신 서비스하에 이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토론토론: 모든 주요 결과가 가설을 지

지하였는지 여부에 비추어 논의되

었는가?

“선택하신 서비스하에 이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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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논문 평가평가 카드카드 (단순단순 버전버전)

주의 : 이 카드는 각 에디터의 주관적인 의견과 영어의 관점으로만 평가되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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