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에세이리뷰 국민대 전용 페이지 접속

• 신규 또는 기존 고객은 본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 국민대 전용 페이지(http://essayreview.co.kr/kookmin)에서 교정의뢰를 클릭합니다.

클릭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 후 “계속”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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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고객 또는 기존고객 비밀번호 입력 화면

• 신규고객은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존고객은 이전에 설정하신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규고객: 개인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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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고객: 이전에 설정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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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정 주문 제출(주문내용 작성하기)

• 단어수, 소요 시간, 문서 종류, 작문형식(Formatting) 등을 선택하여 문서파일과 함께 제출합니다.

ü 최단 9시간 내로 교정 완료가가능합니다.

ü 365일 24시간실시간 접수가능하며,공휴일도교정시간에포함됩니다.

ü 프로젝트 매니저가 문서를 검토후 문서 종류,영어 종류,전공에따라 가장 적합한 전문에디터에게

교정을 요청합니다.

ü 선호 에디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에디터에게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에디터에게 남길말”에

남길 수 있습니다. (교정 중에도 에디터와커뮤니케이션 가능)

(선택사항)

ü 제출자 외에도 추가적으로 의뢰인을 지정하여 교정완료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과 문자 알림을

여러명이 동시에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ü 기존에 입력한 의뢰인들의 정보는 자동완성 기능을 이용하여 손쉽게 재입력 하실 수 있습니다.

ü 교정될 논문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국민대전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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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는철저히 보완되며추후 주문시 자동으로입력됩니다)

ü 문서 교정 완료 후 휴대폰으로 알림메시지가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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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완료시 문서 제출자 및 추가 수신인에게 교정 완료 이메일 및 문자 발송

–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교정 완료 문서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 로그인하여 교정 완료 문서를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4. 교정 완료 문서 수신

국민대전용서비스



• 마이페이지 편의 기능

– 교정 진행 상태 확인
– 교정 완료된 파일 다운로드

– 해외 유수 저널에서 인정되는 교정증명서 발급

5. 서비스 이용방법 – 마이페이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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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정을 진행하는 에디터명이 나타납니다

국민대 전용 서비스

국민대 전용 서비스

국민대 전용 서비스

국민대 전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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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비스 이용방법 – 마이페이지

• 원어민 에디터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가능
– 마이페이지에서 주문번호 클릭 후 담당에디터에게 메세지 전송 가능

– 24시간 내 에디터 피드백 보장

– 설명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문서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