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 연구부 영문교정 Guidelines and Application Form ▣
구분

서
비
스

내부교정(의과대학 연구부)

외부교정(외부영문교정업체)

연구부 에디터 영문교정

1) E-World Editing

기본교정(Basic)
국제학회 발표자료
교정 및 내용 녹음
(국내학회 지원불가)

기본교정(Basic)
200 단어당
11.2 불

2) Bioscience Writers

3) Editage

3 가지의 단계별 서비스 지원
Basic : Proofreading, Journal
Formatting, Sentence Clarity
Advanced : Basic + Sentence
Style, Sentence Impact
Professional : Advanced +
Document style & organization,
Content Editing

Basic, Premium 2 가지 서비스 지원
단어당 Basic : 50 원,
Premium : 110 원 (부가세 별도)
* 신청서의 요청사항란에 서비스 선택,
관련학문분야, 포맷팅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SCI(E)급 학회지에 심사 중인
SCI(E)급 학회지에 제출하는 초고 논문(교정을 한번도 보지 않은 논문) - 1 회만 교정가능
revision 논문 원칙
학위(석박사)논문 및 revision 논문 불가
(교정을 1 회 이상 본 논문)
최종본(Fianl Draft)의 전반적인 영문교정 가능
지원
교정신청 횟수 제한없음
* 이용시 유의점
내용
학위(석박사)논문, 한영번역 불가
1) SCI(E)급 논문 한편에 대해 1회만 교정가능(동일논문 지원 불가)
* 단, 동일논문을 내부 에디터와
2) 한 논문당 한곳(E-World, Bioscience, Editage)에서만 1회에 한하여 가능(이중 신청 불가)
외부교정 업체에 동시 신청불가 * SSCI 논문일 경우에도 SCI 급 논문에 속하므로 넓은 의미의 학술지 논문은 신청할 시 지원가능함.
교정
기간

7~10 일
(신청이 많을 경우 2~3 주 소요)

교정
비용

무료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문의

7~10 일

5~7 일

$170(약 20 만원)까지는 의과대학에서 지원, 그 이상의 비용은 본인 부담
현재 의과대학 소속의 전임, 비전임 교원이 제 1 저자나 교신저자일 경우에 한함

신청 : 연구부 홈페이지에서 첨부된 해당 신청서를 작성 후 의과대학 연구부(의대 103 호)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논문파일은 mrss@yuhs.ac 로 전송(스캔 후 메일 제출 가능함)
* Bioscience 경우, 연구부에서 발급 받은 코드를 Bioscienc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해야 함.
의과대학 연구부 박다예 (☎82046 / Email: mrss@yuhs.ac)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논문파일(최종본)에는 반드시 저자와 소속을 명시하고 신청서의 해당 항목을 전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교정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연구부 에디터 영문교정 및 외부영문교정업체 신청과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이용안내 및
절차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연구부 에디터 영문교정 : 의과대학 연구부에 있는 에디터를 통하여 교정 지원함.
1) 연구부 홈페이지(http://mrss.yonsei.ac.kr)접속하여 로그인 후 영문교정 신청란에 신청
(*신청 및 업로드가 안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연구부 에디터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논문파일과 함께 의과대학 연구부(mrss@yuhs.ac)로 이메일 전송)
2) 교정완료 후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교정완료파일 송부.
- 교정기간: 7~10일 정도 소요(영문교정 지연시에는 2주, 길게는 3주정도 소요)
3) 영문교정 신청시 협조 사항
 제 1 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현재 의과대학 전임 또는 비전임교원(조교수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SCI(E)급 revision 논문(변경/추가 부분)을 지원해드립니다.
(학위(석박사)논문, 한영번역 불가)
 우선순위 (1 번 우선순위가 제일 높음) :
1. “Submitted and Reviewed”란 말은 논문이 최종본이면서 journal 에 제출된
논문입니다. 이런 논문 journal 의 reviewer comment 의 답변한 파일도 같이
보내시면 모두 교정해드립니다.
2. “Second Draft”란 말은 원어민 또는 외부교정업체에서 한 번 교정한 적 있는
논문입니다.
3. “Second Submission”란 말은 두 번째 제출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을
연구부의 영문에디터가 전에 교정하거나 두 번째 journal 에 제출된
경우입니다.
4. “First Draft”란 말은 초고 논문(한번도 교정을 받지 않은 논문)인 경우인데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경우입니다. (*논문을 보내시기 전에 간단한 맞춤법과
문법을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교정 소요시간 (Turnover time) :
1. 논문 양에 상관 없이 신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논문을
교정해드립니다.
2. 보통은 7 일-10 일 이내에 교정이 완료 됩니다.
3. 단, 영문교정 신청이 많이 밀려있을 경우 2 주-3 주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Word limit :
보통 논문의 단어수가 3,000 자 ~ 5,000 자입니다. 매우 긴 논문(논문 및 논평가의
답변한 파일 같이 보낸 경우)은, 중요한 구문들 및 변경/추가부분에 꼭 하이라이트
또는 코멘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설정 :
교정할 논문에 반드시 cover page 또는 title page(논문제목, 저자 및 소속명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은 영어 서체 (Arial, Times New Roman), double
spaced and 워드(MS-Word)파일형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문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
2. 논문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경우
3. 부적절한 서식 설정
4. 간단한 맞춤법, 대문자와 구두점 오류가 많은 경우
5. 매우 긴 논문(중요한 구문들에 하이라이트 또는 코멘트를 안 한 경우)
6. 이전에 교정 받은 논문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교정 의뢰된 경우

* 영문에디터가 교정한 내용이나 코멘트를 자세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82046으로 연락 주셔서 약속 잡으시고 방문하셔서 에디터와 상담 가능합니다.
* 영문교정의 반려사유는 첨부 파일 “Notice of Returned Manuscript”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외부영문교정
: 초고만 지원 가능. SCI(E)급 논문 한편에 대해 1회만 교정 가능.(동일논문 지원 불가)
교정비용의 $170(20만원)까지 의과대학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1) E-World Editing : 기본(Basic)교정 지원 (US $11.2/200words)
(1) 의과대학 연구부(mrss@yuhs.ac/82046)에 신청서(서면제출 : 의과대학 103 호) 및
논문파일(메일) 제출 (신청서는 연구부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 및 메일 아웃룩
공용폴더-의대 연구부 게시판에 게시)
(2) 교정완료 후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교정완료파일 송부.
- 교정기간 : 문서의 영작 수준과 분량에 따라 교정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보통
페이지 13 장(1 페이지/270 단어)은 기간은 7~10 일 정도 소요.
2) Bioscience Writers : Basic, Advanced, Professional 교정 지원
교정 비용: 시간당 US $80 이며, 서비스에 따라 금액은 상이합니다. 견적 미리 받아보시고
작업요청 가능합니다(교정 신청시-Provide Estimate First)
(1) 의과대학 연구부(mrss@yuhs.ac/82046)에 신청서(서면제출 : 의과대학 103 호) 및
논문파일(메일) 제출 (신청서는 연구부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 및 메일 아웃룩
공용폴더-의대 연구부 게시판에 게시)
(2) 접수 후 신청자에게 Authorization Code 발급
(3) 발급받은 Authorization Code 로 신청자가 홈페이지(www.biosciencewriters.com)
에서 직접 신청
*필수사항 : 신청시 Authorization Code 필수입력 (code 미기재시 $170 지원불가)
- 교정기간 : 7~10일 정도 소요
- 교정금액 납부 :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부담액 US $17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 직접 납부 (신용카드 결재 선택시 자동이체됨)
3) Editage : Basic, Premium 교정 지원 (단어당 Basic: 50 원, Premium: 110 원-부가세별도)
(1) 의과대학 연구부(mrss@yuhs.ac/82046)에 신청서(서면제출 : 의과대학 103 호) 및
논문파일(메일) 제출 (신청서는 연구부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 및 메일 아웃룩
공용폴더-의대 연구부 게시판에 게시)
* 신청서의 요청사항란에 서비스 선택, 관련학문분야, 포맷팅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 교정완료 후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교정완료파일 송부.
- 교정기간 : 문서의 영작 수준과 분량에 따라 교정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보통
기간은 5~7 일 정도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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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science 신청방법 한 눈에 보기>
* 그림대로 따라하시면 진행 가능하십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시면 확대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를 발급받은 후, Bioscience 홈페이지(www.biosciencewriters.com)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My account(ID, Password)을 만듭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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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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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문 논문 영역 - 하리스코
: SCI 학술지에 제출하는 초고만 지원가능(SCIE 불가)- 1회만 지원 가능.
(국문영역 후 동일 논문의 외부업체 영문교정 별도로 지원 불가)
교정비용의 20만원까지 의과대학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1) 의과대학 연구부(mrss@yuhs.ac/82046)에 신청서(서면제출 : 의과대학 103 호) 및
논문파일(메일) 제출(신청서는 연구부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 및 메일 아웃룩
공용폴더-의대 연구부 게시판에 게시)
2) 영역완료 후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영역완료파일 송부.
- 교정기간 : 기간은 2~3 주 정도 소요됨.

<외부업체 추가 무료교정 서비스에 대한 안내>
현재 영문 논문 교정에 대하여 교수님들의 서비스 이용 문의 및 투고 후 저널평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하여 더욱 신뢰도 높은 교정을 제공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외부교정 업체 이용시
교정서비스에 대해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외부업체 교정하신 후 타겟 저널 투고 전, 업체로부터 받으신 최종본에 변경/추가한 부분
이 있으신 경우, 한페이지 미만은 무료 교정 제공하여 드리오니 적극 이용 바랍니다.
변경/추가 부분은 하이라이트로 표시해 주시고 업체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십시오.
2. 추가 교정에 대한 문의 및 파일 전달시 해당 논문의 코드번호 또는 주문번호를 알려주셔
야 합니다. 또한 업체의 교정진으로부터 남겨진 커멘트에 대한 질의 사항이나 변경 후
확인을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메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무료 교정
업체 담당자
추가 교정시

E-World
250 words
최선
(sun@eworldediting
.com)
YS1213-1(코드번호)

Bioscience
300 words
Amanda2017@BioScienceWriter
s.com
24305(주문번호)

Editage
300 words
direct@editage.com
YUCMR_12(코드번호)

3. 영문 재 교정 서비스는 영어 지적이 1 차적인 원인인 경우이며 연구 내용 향상에 대한
커멘트는 저자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외부업체로부터 받으신 최종본에 변경/추가한 문
장을 재교정 받지 않고 저널에 투고하여 영어 지적을 받으시는 경우 책임이 어렵습니다.
4. 영문교정업체를 이용하시고 나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영어에 대한 지적 : 최근 국외저널의 편집자들은 영문 논문에 어색한 영어 문장이
발견되면 영문이 reject 사유의 한 부분으로 지적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어 지고
있습니다. 저널의 편집자가 원어민이 아닌 경우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연구자의 논문일 경우 영어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미국 업체
로부터 이미 교정이 이루어 졌음을 증명하는 영문증명서를 요청해 주십시오.
2) 영문법 선호도 / 요청 스타일의 차이 : 참고로 문제가 없는 교열 결과라 하여도
개인의 영문법 선호도 또는 추구하는 교정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교열 결과가
문제화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정진에게 요청하는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논문 의뢰시 메모란에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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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영문교정(연구부, E-world, Bioscience, Editage) 및 국문논문영역 신청서
최신 버션: 2017년 7월

결

담 당

파트장

부 장

재

의과대학 연구부 에디터(내부교정, revision)
영문교정 신청서
신 청 일:

이름:

직위:

전화:

이메일:

교신저자

이름:

소속:

제 1 저자

이름:

소속:

년

월

일

소속:

신청인

논문/발표 제목
의뢰 구분

[ ] 학술지 논문

[ ] 국제학회관련

[ ] 기타:

특이사항
* Case report, letter 등 논문과 관련된 신청일 경우에도 투고하실 학술지명과 관련 논문제목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지 논문인 경우
투고
학술지

약자가 아닌 Full Name 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SSN No. (print)

선호
영어

□미국식 (US)

□영국식 (UK)

단어수

방식
[ ] Submitted and Reviewed
논문

논문이 최총본이면서 journal 에 제출된 논문입니다. 이런 논문 journal 의 reviewer comment 의

구분

답변한 파일도 같이 보내시면 모두 교정해드립니다.
[ ] Second Draft
원어민 또는 외부 교정업체에서 한 번 교정한 적 있는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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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cond Submission
두 번째 제출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을 연구부의 영문에디터가 전에 교정하거나 두 번째 journal 에
제출된 경우
[ ] First Draft
초고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논문을 보내시기 전에 간단한 맞춤법과 문법을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주) 초고 (한번도 교정받지 않은 논문)일 경우 외부 영문교정업체 (E-world, Bioscience, Editage) 이용하시고 신청은
연구부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학회(Script, 초록) 관련인 경우

발표 학회명

약자가 아닌 Full Name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 예정일
선호 영어 방식

□미국식 (US)

□영국식 (UK)

의과대학 연구부 영문교정 이용 안내



다음과 같은 사항은 꼭 필요한 정보이므로 전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양에 상관 없이 신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및 우선순위에 따라서 논문을 교정해드립니다.
보통은 7 일-10 일 이내에 교정이 완료 됩니다. 단, 영문교정신청이 많이 밀려있을 경우
2 주-3 주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보통 논문의 단어수가 3,000 자 ~ 5,000 자입니다. 매운 긴 논문(논문 및 논평가의 답변한
파일 같이 보내신 경우)은, 중요한 구문들 및 변경/추가부분에 꼭 하이라이트 또는 코멘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할 논문에 반드시 cover page 또는 title page(논문제목, 저자 및 소속명시)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은 영어 서체, (Arial, Times New Roman), double spaced and 워드
(MS-Word)파일형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교정이 완료된 파일은 신청자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의과대학 연구부(mrss@yuhs.ac)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의과대학 연구부에서 제시한 연구부 지침 내용과 이용방법에 동의합니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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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접수번호 : YS

-

E-World Editing 논문 교정 신청서
계

파트장

팀장

결
재

성

명

전 화 번 호

소

속

직

위

논문제목

게재예정
잡 지 명

FULL NAME으로 기재

SCI(E)
등재여부

ISSN
NO(print).

□ 등 재
□ 미등재

게재(접수)
예 정 일
수신 E-mail
선호 영어방식

미국식 (US)

□

영국식 (UK)

□

비고(요청사항)
※ 해당 사항 전부 기재 요청. 논문 한편에 대해 1회만 지원가능, E-World Editing과 Bioscience Writers,
Editage 중 한곳에서만 가능(이중신청불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교신저자 :

(인)

-------------------------------------------------------------▶ 신청서 ; 작성 후 신청인 및 교신저자 날인하여 의과대학 연구부(의대 1층 103호) 서면 제출
논문파일 ; 파일명을 신청인의 성명으로 하여 의과대학 연구부(mrss@yuhs.ac)로 E-mail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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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발급코드 :

Bioscience Writers 논문 교정 신청서

계

파트장

팀장

결
재

성

명

전 화 번 호

소

속

직

위

논문제목

게재예정
잡 지 명

FULL NAME으로 기재

SCI(E)
등재여부

ISSN
NO(print).

□ 등 재
□ 미등재

게재(접수)
예 정 일
수신 E-mail
선호 영어방식

미국식 (US)

□

영국식 (UK)

□

비고(요청사항)
※ 해당 사항 전부 기재 요청. 논문 한편에 대해 1회만 지원가능, E-World Editing과 Bioscience Writers,
Editage 중 한곳에서만 가능(이중신청불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교신저자 :

(인)

-------------------------------------------------------------▶ 신청서 ; 작성 후 신청인 및 교신저자 날인하여 의과대학 연구부(의대 1층 103호) 서면 제출
논문파일 ; 파일명을 신청인의 성명으로 하여 의과대학 연구부(mrss@yuhs.ac)로 E-mail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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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접수번호 : YUCMR -

에디티지(Editage) 논문 교정 신청서
계

파트장

팀장

결
재

성

명

전 화 번 호

소

속

직

위

논문제목

게재예정
잡 지 명

FULL NAME으로 기재

SCI(E)
등재여부

ISSN
NO(print).

□ 등 재
□ 미등재

게재(접수)
예 정 일
수신 E-mail
선호 영어방식
비고(요청사항)

미국식 (US)

□

영국식 (UK)

□

관련 학문 분야 및 포맷팅 여부, 서비스 타입 기재

※ 해당 사항 전부 기재 요청. 논문 한편에 대해 1회만 지원가능, E-World Editing, Bioscience Writers,
Editage 중 한곳에서만 가능(이중신청불가)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교신저자 :

(인)

------------------------------------------------▶ 신청서 ; 작성 후 신청인 및 교신저자 날인하여 의과대학 연구부(의대 1층 103호) 서면 제출
논문파일 ; 파일명을 신청인의 성명으로 하여 의과대학 연구부(mrss@yuhs.ac)로 E-mail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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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YSTR -

국문논문 영역 신청서
계

결

파트장

팀 장

전 결

재

※ 본 신청서는 SCI(Expanded 제외)등재학술지 게재신청예정 국문논문의 영역료 지원사업에 따른 서식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부 기재 부탁드립니다.
성 명

전 화 번 호

소 속

직 위

논 문 제 목

게재신청예정
학 술 지 명

ISSN NO(print).

저 자

□ 제1 저자

구 분

□ 교신저자

게 재 신 청
예 정 일
수신 E-mail
비 고(요청사항)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교신저자 :

(인)

-------------------------------------------------------------▶ 신청인은 의과대학 전임교원(조교수 이상)으로서 반드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합니다.
▶ E-mail로 파일 전송시 의과대학 연구부(mrss@yuhs.ac)앞으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명은 신청자의
성명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역지원을 받은 논문은 영역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게재신청예정학술지에 해당논문을 투고하고 반
드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고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논문별책 1부를 의과대학 연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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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교정 한눈에 살펴보기 (Flowchart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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