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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 % 이상이면표절인가요?

A : 유사도 %에대한절대적인기준은없습니다. 유사도 %가높으면표절인지의심할수
있으나, 반대로유사도%가낮더라도타인의창작물을인용과출처없이도용했다면표절로
간주될수있습니다.  따라서유사도 %가낮더라도다시한번본문에체크가된문장들을
재확인하여수정하는것을권장드립니다. 

Q. Turnitin에서표절이발견되지않는다면문제가없나요?

A : Turnitin은 제출물과유사문장으로체크된출처및데이터를제시하여프로그램이며
표절여부를판가름해주는프로그램은아닙니다. 
또한, 전세계에있는모든 자료와비교할수없기때문에유사도 %가나오지않는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컨텐츠는지속적으로증가및축적되고있으므로현재는표절이
발견되지않더라도추후에표절문제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 따라서동료연구자와 Peer 
review를통해좀더정확하게확인, 검토하시는것을권장합니다.

Q. 검사결과화면에서연관출처에다른기관에서제출된자료와유사하다고나왔습니다. 
해당자료의원문을볼수있나요?

A : 타기관자료와유사하다고판단되면기관명, %, 유사부분확인이가능하지만, 지적재
산권보호목적으로원문확인이불가능하며해당기관의관리자에게허락이있어야만원문
이확인된다는메세지가나타납니다.

1) 로그인 관련 문의 (2p)
2) 파일 제출 관련 문의 (3-4p)
3) 결과 확인 관련 문의 (4p)
4) 결과 관련 기타 문의(5p)



1. 최적화된브라우저환경설정
[인터넷익스플로러 낮은버전사용시특유의버그로오류발생가능성이있습니다.
크롬브라우저를다운로드하여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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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크롬다운로드 URL : https://www.google.co.kr/chrome/browser/desktop/

1) 로그인에불편이있으신가요?

4. 비밀번호를분실했어요
1) 로그인창하단의 [패스워드재설정] 클릭
2) Turnitin 계정에이메일주소기입-성 (Last name) 기입-[다음]클릭
3) 답변을입력하거나, [답변을잊어버리셨습니까?] 클릭
4) 기입된메일로비밀번호(PW) 재설정메일발송되므로, 24시간내확인후재설정

2. 소속기관등록키를모르겠어요

- 대학및기관의도서관혹은대학원에문의해주세요 (홈페이지해외 DB 섹션검색)
- 소속기관턴잇인담당자정보를알고자하시면, koreasales@turnitin.com으로 [소속학교,
이름, 직함] 포함해문의해주세요.

3. 계정등록후턴잇인으로부터자동 Welcome 메일을받지못했어요

- 메일의스팸함을확인해주세요. 없으시면 koreasales@turnitin.com으로 [소속학교, 이름,
직함]을포함해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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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일제출관련해어려움이있으신가요?
1. 소속기관명(클래스)을누르면여러칸(과제)이나옵니다. 예를들어, [논문및과제검
사 – 지적재산보호목적 DB 저장], [논문및과제검사 – 유사도검사시 DB 미저장]등
여러개가나오는데어디에다제출하면되나요?

-제출파일의턴잇인 DB 저장여부를희망하시는바에따라원하는곳에제출하세요.
(DB 저장옵션은오직저작권보호목적입니다)
-여러칸(과제)이있는이유는연속적으로검사가능한횟수를늘려드리기위함입니다.
한칸당총 4회의연속검사가가능하고, 5회차부터는결과확인에 24시간이 소요됩니다.
빠른확인을위해서한칸에서 4회다사용하신경우, 다른칸에제출하여검사하세요.

2.파일업로드시넣어야할항목은뭔가요?

1) 파일업로드방식: 기본 [단일파일업로드] 선택
2) 이름, 성, 제출물제목: 저자명및논문제목기입 (한/영가능)
3) [이컴퓨터에서선택하기] 클릭하여검사하고자하는논문선택후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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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시 이런에러메시지가뜨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4. 제출가능한최대용량이몇인가요?
- 단일파일용량 40MB (400p)미만입니다. 초과시, 논문내이미지삭제나문서압축하세요.

- 제출하신파일이한글 hwp 파일이신경우, 워드로변환하여검사해주세요.
- 스캔한이미지나워터마크 pdf는읽을수없습니다.

2) 파일제출관련해어려움이있으신가요?

3) 결과확인관련해어려움이있으신가요?

1)

2)

3)

4)

5)

6)

1. 결과확인은어떻게하나요?
- 파일제출후 5~10분후페이지새로고침(F5)하시거나다시엔터누르셔서 <유사성>
아래색깔막대를눌러결과를확인하세요.

2. 대학원이나학교에제출해야되는파일은어디에서찾나요?

1) 유사도결과% = 총단어 수대비 턴잇인DB 일치단어수

2) 모든출처보기

3) 필터링: 직접인용및 일부참고문헌 제외가능

4) 복구: 필터링으로제외한 출처다시 포함

5) ETS: E-rater engine을 통한자동 문법검사한 결과

6) 다운로드: 결과 [현재보기] 및 [디지털수령증] 다운로드

3. 결과확인창을눌렀는데세션만료에러메시지가뜨면어떻게하나요?

- 한글폰트업그레이드시기에랩스발생시, 폰트인식장애로결과읽어들이기에에러가발
생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제출하신파일이한글 hwp 파일이신경우, 워드로변환하여
검사해보세요. 결과가 0프로가나오는경우도워드로변환하여재검사해보시길권합니다.

- 스캔한이미지나워터마크 pdf는읽을수없습니다.

6)번버튼(아래화살표모양)을누르시면 [현재보기(Current view)]와 [디지털수령증(Digital 
receipt)]을누를수있습니다. 두개의버튼을눌러 PDF로다운로드하여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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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에제출된페이퍼(보고서)를삭제하고싶어요. 어디에요청해야하나요?
koreasales@turnitin.com 에 [이름, 소속기관, 이메일, 보고서 ID] 정보를포함하셔서페이퍼
삭제를요청하세요. 한국어로작성하셔도됩니다.

4) 결과관련기타문의

참고로, 페이퍼 ID 확인방법은교수자용(강사용)과학생용이다릅니다.
1) 교수자용 – 페이퍼 ID 확인방법

- 클래스선택후 ‘보기’ 선택후보이는위페이지상 ‘보고서 ID’확인

2) 학생용 – 페이퍼 ID 확인방법

- 유사도검사이후 <보기>버튼옆 <다운로드> 버튼선택하여 ‘디지털수령증’ 다운받기

디지털수령증에서 <제출아이디>가 페이퍼 ID이므로, 이것을기재하여
koreasales@turnitin.com에삭제요청이메일을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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