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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센터 논문 영문교열 협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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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세이리뷰 전용페이지 접속 : 연구지원센터 사전 신청 양식에서 전용페이지 주소 확인

본 전용페이지에서 논문교정 주문을 접수하기 전에

대학원 연구지원센터 논문교정 사전 신청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1. 대학원 연구지원센터 논문교정 사전 신청 (필수)

[ 연구지원센터 사전 신청 URL ]

https://answer.moaform.com/answers/Wpj1dy

2. 에세이리뷰 전용페이지 주소 확인 및 접속

연구지원센터 사전 신청 양식에서

에세이리뷰 전용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접속

https://answer.moaform.com/answers/Wpj1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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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메일을 사용하여 회원 가입 (최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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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최초 1회) : 교정의뢰 > 주문 서비스 (주문하기) > 신규고객 이메일 주소 입력 (계속) > 회원 가입

회원 가입 시에 등록한 이메일로 교정 완료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완료 알림메일이 발송되며, 

주문 접수 시에 ‘추가로 교정 파일을 받으실 분’ 메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복수 메일 추가 가능)

회원 가입 이메일 주소를 입력 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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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의뢰 : 간편 로그인 (대학원 연구지원센터 논문교정 사전신청 필수)

회원 가입 이메일 주소를 입력 후 계속

확인회원 가입시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 후

클릭 후 저자 등록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간편 로그인 진행교정의뢰 (간편로그인/가입)



4 교정 주문 제출 (주문내용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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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종류, 영어 종류, 작문형식(Formatting) 등을 선택하여 문서파일과 함께 제출

소요 시간은 저희 쪽에서 단어 수를 확인하여 8천 단어 미만인 경우 96시간, 8천 단어 이상인

경우 168시간을 적용해드립니다. 주문 접수 완료 즉시 소요 시간이 카운트 되며, 주말/공휴일

도 소요 시간에 포함됩니다. (주문 접수 시 단어 수 입력 불필요)

저자 본인 외에도 결과파일을 함께 받으실 분이 있으면 지정해주세요.

교정 완료 알림 메일과 문서가 해당 이메일 주소로 함께 전달되며,

휴대폰으로도 알림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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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접수를 클릭하시면 별도의 결제과정 없이 주문접수가 완료됩니다. 1

1 저자/저널/논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학위 논문인 경우 저널명은 ‘학위 논문’으로 기재하고, 저널구분에서 ‘학위 논문’을 선택해주

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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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파일은 MS WORD 파일로 업로드해주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LaTex 등 MS WORD 외의 파일 형식은 ZIP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가능합니다. 

• 다만, 수식 교정이 필요 없고 영문교정 자체가 중요할 경우 MS WORD 파일로 접수해주시

길 권장 드립니다. 더 넓은 에디터 풀 중에서 최적의 에디터를 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학문 분야, 영어 종류, 포맷팅 정보 등을 입력해주시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문서를 검토 후

가장 적합한 전문 에디터에게 교정을 요청합니다.

‘카피킬러’ 표절검사 원스톱 서비스(무료)가 지원됩니다. 

필요한 경우 ‘에디터에게 남길 말(영문 작성)’이나 ‘기관 전담 매니저에게 남길 말(한글 작

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주문 접수 알림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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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주문 접수 완료 시 문서 제출자에게 주문 접수 알림 이메일 및 문자 발송

주문 접수 알림 메일이 발송됨과 동시에 소요 시간이 카운트 됩니다. (주말/공휴일 포함)

주문 접수 완료

단어 수 업데이트 전의 가격은

임시로 ₩9,680 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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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완료 시 문서 제출자 및 추가 수신인에게 작업 완료 이메일 및 문자 발송

교정 완료 문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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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도

교정 완료 문서를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메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교정 완료 문서를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7 마이페이지 – 편의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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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진행 상태 확인

교정 완료된 파일 다운로드

에디터 선호/제외 선택

해외 유수 저널에서 인정되는

영문교정증명서 직접 발급

리뷰 남기기

에디터와 1:1 메시지 (무제한)

마이페이지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문번호 클릭 > 세부 주문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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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주문의
완료 예정시간



8 마이페이지 - 에디터와 1:1 메시지

24시간 내 에디터 피드백 보장

설명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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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별 교정 작업 에디터와 1:1 메시지 가능 (무제한)



9 마이페이지 - 재교정 주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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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정 주문 접수가 가능한 주문 확인 (최초 교정 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

재교정 주문 접수
(수정/추가된 내용 5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