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도 확인 프로그램 turn it in

Self-Check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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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it in 이란?
• www.turnitin.com
• 저작물의 독창성을 확인하고
표절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 각종 학술자료 및 웹 자료와 비교하여 저작물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유사도 검사 대상 자료
: 학술지 논문, 도서, 백과사전 등 참고자료, 웹
자료, turn it in에 제출된 학생 과제 등
• 관련 정보 및 가이드
: UNIST Library
→ 연구 & 학습 지원 (Research Supports)
→ 표절예방 (Plagiarism Prevention Tool)

Turn it in Quick Start Training Video (English)
https://youtu.be/AC3GB-FOM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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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it in 계정 생성: Self-Checking
① Turn it in 접속 (www.turnitin.com) → Create Account
② Create a New Account → Student 선택

③ 계정 생성을 위한 Class ID 및 이용자 정보 입력
※ Class ID 및 Enrollment key: 도서관 웹사이트 > 연구&학습지원 >
‘표절 예방’ 메뉴에서 확인 (웹사이트 로그인 시 확인 가능)
※ e-mail Address: UNIST e-mail 계정 입력
※ 강사용 계정: 도서관 문의 (내선 1405, kyl7539@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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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검사를 위한 파일 제출
① Self-Check용 Class 선택

② Submit: 검사 가능한 Assignment 선택

※ turn it in 검사용 파일은 turn it in Repository에 저장되지
않음. 즉, 추 후 타인이 유사도 검사 시 본인이 기 제출한 파일은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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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검사를 위한 파일 제출
③ 검사 대상 파일 제출
• Submission title: 유사도 검사명 (자유 기입)
• 검사 대상 조건
: 40MB 이하, 20단어 이상 수록, 최대 400페이지
• 등록 가능 파일 유형
: Microsoft Word, Excel, PowerPoint, WordPerfect,
PostScript, PDF, HTML, RTF, OpenOffice (ODT),
한글 (HWP), Google Docs, and plai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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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검사를 위한 파일 제출
④ 파일 제출 결과 확인 → Confirm

⑤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

• Similarity: 유사도 검사 결과
※ 첫 제출 시 약 5~10분 후 결과 확인 가능, 저작물에 따라 다름
※ 첫 제출 후 24시간 이내에는 최대 3회까지 재 제출건의 유사도 검사
결과를 즉시 확인 가능, 그 이후 재 제출 시 결과는 24시간 후 확인 가능
※ 장시간 경과 후에도 검사 결과가 미 않을 경우 문헌정보팀 문의
(파일 오류, 삭제 후 재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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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
상세 메뉴 열기

• 유사도 검사 결과(%)
: turn it in의 검사 대상 자료와의 유사도,
전체 단어를 100단어로 가정 시 일치 정도

유사도 검사 결과
영문법 검사 결과

검사 결과 출력

• 검사 결과 출력: Download → Current View
※ 결과지: 다운로드한 PDF 파일 내
본문 다음 페이지부터 결과 확인 가능

<유사도 검사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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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영문법 검사
상세 메뉴 열기

• e-rater Grammar Check
: ETS 제공 자동 영문법 검사 시스템,
문법, 구조 규칙, 문체, 맞춤법 등 검사
turn it in 유사도 검사 결과에서 확인 가능

영문법 검사 결과

※ ‘영어’로만 작성된 파일만 검사 가능, 한/영 혼용 시 검사 불가
※ 최대 64,000글자까지 검사 가능

※ 영문법 검사 환경: Advanced level (최고 수준),
US & UK English Dictionaries

Turn it in 사용 관련 문의
UNIST Library 권유리
(☎1405, kyl7539@unis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