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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Machine 이용 시 주의 사항 

이용 시 주의 사항 -1- 

아래와 같이 해당 PC의 인터넷 설정을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단의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을 
선택하세요. 

2. "이 웹 사이트 추가" 난에 "218.234.21.58"을 입력 후 추가버        
튼을 클릭하세요. 웹 사이트 추가 후 화면 하단의 "호환성 보기에
서 모든 웹 사이트 표시(E)" 를 체크 후 " 닫기"버튼을 클릭하세요. 



 

1.정확한 수정 및 평가를 받으시려면? 

    되도록 최대한 정확한 영어 문장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문법 교정의 

    정확도란, 작성자가 주어 및 목적어와 술어(동사, 형용사 등) 등 최소한의 

    의미 전달에 필요한 구성 요소를 이용하여 문장을 구성하였을 때, 

    그 구성 요소의 문법적 결함과 오류를 교정하는 확률을 말합니다. 

    따라서, 테스트를 위해 주어, 동사 및 술어를 임의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는 

    올바른 결과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Writing Machine 이용 시 주의 사항 

이용 시 주의 사항 -2- 



▶ Login 후 Start 버

튼을  클릭                                   

   

Service Site 접속 

 

 

 Writing Machine 서비스 이용법 

sktc0526@naver.com 



▶  서비스 메뉴 에서  

    Essay Writing 

    e-Mail Writing /  

    FAX Writing 중 

    택일 ! 

  Service Mode 선택 

 

 

 

 

 

 

 

 

 

 Writing Machine 서비스 이용법 



▶ Essay Writing 이용법① 

Writing Helper 

 

•Essay, 초록, 자기소개서 등 

주제에 알맞은 문장을 검색하

여 클릭 후 Send  

  Writing Helper로 손쉽게 작문 가능! 

영작문 입력 
문서파일 TEXT 붙여넣기 가능 

 

 

 Writing Machine(Essay Writing) 서비스 이용법 



▶ Essay Writing 이용법② 

Spell Checker 

철자 오류 수정(주황색) 

+ 

Word Enhancer 

알맞은 어휘 및 구문 선택가능 

(초록색) 

-> 어휘 및 구문 Upgrade! 
 

 Spell Checker + Word Enhancer Service !  

 

 

 

 

 

 

 

 

 

 

 

 

 

 

 

 

 

 

 

 

 

 

 Writing Machine(Essay Writing) 서비스 이용법 



▶ Essay Writing 이용법③ 

Revised (자동 첨삭/교정) 

 각종 문법(Grammar) 및 어법 

(Usage) 오류 교정 

  Grammar & Usage Checking ! 

첨삭/교정된 결과문 

 Writing Machine(Essay Writing) 서비스 이용법 



▶ Essay Writing 이용법④ 

Revised (자동 첨삭/교정) 

 각종 문법(Grammar) 및 어법 

(Usage) 오류  

-> 푸른색 어휘 클릭 시  

오류에 대한 Popup 해설 및 

 심화 학습 서비스 제공 

첨삭/교정된 결과문 

 Writing Machine(Essay Writing) 서비스 이용법 

클릭 

교정된 영작문을 
Text 파일로 저장 

심화학습 

  Feedback Study ! 
참고) 문법 및 어법 오류에 대한 교정율은 70~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된 내
용에 대한 해설을 통해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맞는지 아니면 교정한 내용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오류없는 문장을  완성해 갑니다. 



  e-Mail Writing Helper를 통한 신속/정확한 e-Mail작성 

 Writing Machine(e-Mail Writing)서비스 이용법 

Helper를 통한 신속/
정확한 e-Mail작성 

▶ 표준적이고 활용도

가 높은 상황에 따른 

주제/인사말/본문/끝

인사말 등의 Helper를 

통해 정확한 e-Mail작

성  



 ①100자 이내의 단

문 입력 

Grammar Checker 

▶ 빠른 문법 

Checker  
 

 

빠른 문법교정 서비스 

 Writing Machine(문법 Checker)서비스 이용법 



② 신속하게 첨삭/교정  

 > 한국어 /영어 / 일본어 

  해설 (첨삭/교정) 안내  

  Grammar Checker 

일본어 해설 

영어 해설 

한국어 해설 

 Writing Machine(문법 Checker)서비스 이용법 

▶ 빠른 문법 

Check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