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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 에세이리뷰

GPF 교정 접수 가이드

Enhance

Your Writing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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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리뷰 경북대학교 GPF 전용 페이지 접속

경북대학교 GPF 전용페이지에서

를 클릭합니다.교정의뢰

경북대학교 GPF 전용 페이지

URL https://essayreview.co.kr/knu-gpf/

https://essayreview.co.kr/knu-gpf/


2 이메일 주소 입력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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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 고객 또는 기존 고객 비밀번호 입력 화면

개인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이전에 설정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신규고객

사용하실 비밀번호를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확인

기존고객

이전에 설정하신 비밀번호를 입력 후 버튼을 클릭합니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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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정 주문 제출(주문내용 작성하기)

단어 수, 소요 시간, 문서 종류, 작문 형식(Formatting) 등을 선택하여
문서파일과 함께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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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단어 수를 입력해주세요. (MS Word 파일 좌측 하단 단어 수)

소요시간은 96시간(학교 협약 납기) 선택해주세요.

*GPF 접수 마감 4일 전부터 24/48시간 교정을 지원해드립니다. 

(96시간과 동일한 가격 )

프로젝트 매니저가 문서를 검토 후 문서 종류, 영어 종류, 전공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전문 에디터에게 교정을 요청합니다.

MS Word 파일로 만 접수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최초 1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회원 정보로 업데이트되며, 마이페이지에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교정 완료 후 해당 휴대폰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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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결제 후 1인당 25만 원 한도 학교 사후 지원 신청 가능 (신청 부서: 산학협력단 연구진흥과)

결제 금액에 대해 원하시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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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완료 시 문서 제출자에게 교정 완료 이메일 및 문자 발송

교정 완료 문서 수신

로그인하여 교정 완료 문서를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교정 완료 문서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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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

경북대 GPF 교정 서비스



7 서비스 이용방법 – 마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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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진행 상태 확인

교정 완료된 파일 다운로드

에디터와 1:1 메시지 기능

마이페이지 편의 기능

교정을 진행하는 에디터명이 나타납니다

에디터 선호/제외 선택 가능

해외 유수 저널에서 인정되는

영문 교정 증명서 발급

경북대전용교정서비스

경북대전용교정서비스

경북대전용교정서비스



8 에디터와 1:1 커뮤니케이션

원어민 에디터와 직접 커뮤니케이션 가능

마이페이지에서 주문번호 클릭 후

담당 에디터에게 메시지 전송 가능

24시간 내 에디터 피드백 보장

설명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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