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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메뉴얼 



1. 접속하기 

메일로 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ID는 UNIST 메일 입니다) 



2. 표절검사 

1. ‘UNIST Self Check’ 이라는  
    Class를 선택합니다. 
 

2. Submit 버튼을 선택하여 검사 할  
   문서를 업로드 합니다  



2. 표절검사(Student 권한을 이용한 단순 검사 시) 

4. 내용 확인을 마치셨으면 ‘Go to 
Portfolio’를 선택해서 초기 화면으로 돌
아갈 수 있습니다. 

3. 업로드가 완료되면 ‘Submit’ 하시고 내
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검사 결과는 ‘View’를 통해 확인 가능
합니다 

6. 다른 문서를 검사하시려면 
‘Resubmit’을 통해 같은 방법으로 검사
가 가능합니다 



3. Turnitin 주요 기능 

표절방지 

피드백 효과 

학생들의  
참여도 증진 

과제와  
공동작업 가능 

완벽한 온라인 피드백  
과정을 실현시키는  
웹 기반 통합 솔루션  



(1) Originality Check : 기본 화면 

원문 내용과 유사한 
Article 자료의 출처가  
번호로 나열되어 표시 원문에서 발견된 유사 부분은  

하이라이트 된 색상 및 번호로  
표시되고 있으며 이 부분을 클릭 
하면 화면 오른쪽에 해당 부분과 
유사한 Article이 제시됨 

- 유사성이 발견된 부분은 색깔 별로 하이라이트와 번호가 표시됨  

- 본문에 표시된 번호와 오른쪽 sidebar에 나와있는 유사 소스들과 연결됨 

* 왼쪽에 하이라이트 되어있는 글씨를 클릭하거나 오른쪽 sidebar의 소스를  

  클릭하면 중복자료 확인 가능 



(1) Originality Check : 사용 순서 

 
3-1. 중복 소스 내역 화면 

3. 오른쪽 sidebar에 매치되는 소스 
   위로 마우스를 이동시키면 활성화 
   되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기타 중복 
   소스 내역을 확인 가능 

2. 제출된 과제 옆의 색깔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과제의 Original 
   Report를 볼 수 있는 Document 
   Viewer가 새로운 창으로 뜸  

1. 클래스 홈페이지에서 보기(View) 
   클릭하여 Inbox 열기 



6. 제외할 소스 목록 선택 후 목록의  
   하단에 나타난 ‘Exclude’ 버튼을 클릭 
    소스 제외 시, 유사성 지표 수치가 
   동시에 변경됨 

 
5. 소스 목록의 왼쪽에 체크박스가  
   활성화되면 제외하고자 하는 소스의 
   체크박스 클릭 

4. 중복소스 목록에서 특정 소스를  
   제외하려면 소스 목록의 하단에 있는 
   ‘Select Sources to be Excluded’ 
   탭을 클릭 

(1) Originality Check : 사용 순서 



(1) Originality Check  

 ‘Text Only’환경에서의  
 Originality Report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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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데이터넷 
 
      TEL: 02-326-3535 (내선206) 
      FAX: 02-326-0219 
      E-MAIL: e-delta@shinwon.co.kr 
      http://www.shinw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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