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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연구, 삶, 이야기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마음 놓고 털어 놓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공간은 멋지고 영감 넘치는 연구자들의 스토리를 게시하며, 연구자 커뮤니티 

플랫폼 에디티지 인사이트가 주관합니다.  

 

스토리 콘테스트 – 연구자들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고, 상금을 수여하는 콘테스트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콘테스트 세부 내용 및 약관 

 

1. 2019 년 11 월 30 일까지 스토리 제출 시, 1,000 달러 상당의 쿠폰 증정 
 

• 2019 년 11 월 30 일까지 스토리를 공유하시면, 1,000 달러 상당의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 년 11 월 30 일 이후 제출된 스토리는 콘테스트 수상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쿠폰은 이메일로 지급됩니다. 

 

• 쿠폰은 에디티지의 학술 논문 교정 및 번역 서비스 구입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는 에디티지가 제공하는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할인 쿠폰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실 쿠폰 내역의 세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쿠폰 가격 발행 수 발행 총액 
쿠폰 사용 가능  

최소 결제 금액 
약관 

영어 일반 교정 $50.00 4 $200.00 $400.00 • 각 쿠폰은 이메일 

아이디당,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쿠폰은 발행된 

날로부터 18 개월 간  

사용 가능합니다. 

 

• 이 쿠폰은 에디티지에서 

제공하는 다른 할인 또는 

쿠폰 서비스와 함께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프리미엄 교정 $100.00 2 $200.00 $800.00 

번역 서비스 $100.00 3 $300.00 $1,000.00 

저널 투고 서비스 $150.00 2 $300.00 $1,200.00 

에디티지 패키지 총액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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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우수상: 선정된 스토리 5,000 달러 상금 수여 

• 스토리가 게재되고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최우수상 5,000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3. 일반 약관 및 조건 

• 제출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본인이 유일한 소유자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은 어떤 형태의 

종이 또는 디지털 출판물로도 출간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한국어를 포함하여, 원하는 언어로 스토리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여러 개의 스토리를 제출할 수 있으나, 수상 자격은 한 번만 부여됩니다.  
 

• 제시된 기간 이후에 제출된 스토리는 콘테스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극적이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에디티지 또는 에디티지 인사이트는 불법적으로 재생산된 콘텐츠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제출된 스토리는 에디티지 인사이트의 홍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자는 이메일을 통해 통보됩니다.  
 

• 에디티지와 에디티지 인사이트는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수상자의 이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콘테스트의 수상자는 에디티지 인사이트 플랫폼에서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 5,000 달러 상금 수상자는 2020 년 1 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를 지금 공유해 주세요! 

* 스토리 공유 사이트는 영문 ‘에디티지 인사이트’로 연결됩니다. 

링크된 사이트에서 ‘SHARE YOUR STORY’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언어로 스토리를 공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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