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고(Enago) 영어논문교정 서비스 안내
크림슨인터랙티브는 학술 언어 서비스계의 선두주자로, 2005년에 설립된 이 후 125개국 저자
의 성공적인 논문 게재를 돕고 있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와 영어논문교정 서비스 업무협약
을 체결하여 가톨릭관동대학교의 교수님들의 연구결과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전용 논문교정 신청 URL :

https://www.enago.co.kr/cku

1. 이나고 제공 서비스 내용
가. 이나고만의 핵심역량
• 2명의 에디터 교정
Twin –Editor System 이란 명칭으로 교정작업에 두 명의 에디터를
배정합니다.
첫 번째 에디터는 전문학문분야에 대한 교정을 하고 두 번째 에디터는
언어에 대한 교정을 함으로써 고객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드립니다.

• 논문의 주제에 맞는 전문 에디터 배정
최상의 품질을 위해 이나고는 논문 교정작업을 수행할 에디터를 선정할 때 3단계를 거쳐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교정작업을 배정합니다.
주제분야는 상위 , 중간, 하위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관리되며 의뢰 원고는 먼저 5개의 상위 카테
고리로 분류되고(Level1), 이후 중간 카테고리(Level2), 하위 카테고리(Level3)로
좁히면서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후 가장 적합한 에디터를 배정합니다.

나. 에디터 현황
영문교정 업체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얼마나 좋은 에디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나고는 평균 20년의 편집경력을 가진 에디터를 2,000명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에디터는 모두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 출신입니다.

• MIT나 하버드와 같은 명문대학 출신으로 대부분 박사
학위 및 그에 준하는 학위를 소지하여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00명이상의 에디터

• 네이쳐(Nature), 셀(Cell), 사이언스(Science) 등과 같은
저명한 저널에 논문 게재 및 출판 경험이 있는 분들이
며 대부분이 권위있는 편집학회의 회원들입니다.
• 여러 종류의 저널 및 학회 등에서 편집위원(editorial
boards)으로서 피어리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2. 프리미엄 VS 수퍼 프리미엄 서비스
프리미엄 교정

수퍼 프리미엄 교정

철저하고 완벽한 언어 확인

프리미엄 교정 서비스 + 포괄적 구조 리뷰

총 2명의 전문 원어민 에디터 교정
1명의 학술분야 전문가 + 1명의 언어 전문가
영어의 정확성, 표현의 적합성, 문장의
가독성 향상 등 저널 투고에 맞춘 교정

논문 전체의 구조, 전반적인 형식 확인 등
전 부분에 걸친 완벽한 교정

일반 논문 평가 카드(MRC) 제공

어드밴스 논문 평가 카드(AMRC) 제공

최대 10% 무료 단어 축소 서비스

최대 20% 무료 단어 축소 서비스

3. 서비스 이용가격

부가세 별도

단어당 요금
프리미엄 교정
수퍼프리미엄 교정

납기기한
3-4일 (1~5000단어까지 3-4일이내 납기)
2일 (1~5000단어까지 2일이내 납기)
1일 (1~5000단어까지 1일이내 납기)
24시간 이내 (1~4000단어까지 24시간이내 납기)

39 원
62 원
85 원
100 원

90 원
95 원
108 원
120 원

문의전화:이나고 가톨릭관동대학교 전용담당자: 1577-2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