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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잇인 코리아
www.turnitin.com
www.turnitin.com/ko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7, 타워8빌딩 16층 (03157)
이메일 문의: koreasales@turnitin.com

이용 전 Check 사항
1. 이용가능한 브라우저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가능하나 크롬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낮은 버전 사용시 특유의 버그로 오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구글 크롬 다운로드 URL : https://www.google.co.kr/chrome/browser/desktop/
2. 이용 가능한 대표적 문서 종류
워드(.doc/.docx), PDF, 텍스트파일(.txt), 구글 docs, 파워포인트 (.ppt/.pptx), 엑셀(.xls, .xlsx) 등
[한글 HWP 문서의 경우, 워드로 변환 후 검사해주세요]
[스캔한 이미지나 워터마크 PDF는 읽을 수 없습니다]
[오류는 소속, 이름, ID, 원문, 오류 스크린샷 포함하여 메일 보내주세요]
한국지사 이메일: koreasales@turnitin.com
3. 소속 기관 둥록키와 계정 문의는 학교의 턴잇인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 보통 학교 도서관이나 대학원이 관리하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체크해보시되, 정확한 관리자
정보는 koreasales@turnitin.com으로 [소속기관, 이름, 직함] 포함해 이메일 보내주세요.
- 소속 기관 턴잇인 담당자에게 [소속학과, 직급, 이름, 학교 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턴잇인 계정 생성 지원 요청] 메일을 보내주세요.
4. 계정 신청 후 이메일 받은편지함[Inbox]을 확인하여 턴잇인으로부터 온 Welcome 메일
을 열어보세요.
- 혹시 받지 못하셨으면 메일의 스팸함을 확인해주세요. 없으시면 koreasales@turnitin.com
으로 [소속학교, 이름, 직함]을 포함해 문의해주세요.
5. 비밀번호 분실하신 경우, 다음 페이지 안내(4쪽)를 참고해서 재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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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Check 사항: 비밀번호 재설정
패스워드 재설정은 아래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2)
3)
4)

로그인 창 하단의 [패스워드 재설정] 클릭
Turnitin 계정에 이메일 주소 기입-성 (Last name) 기입-[다음] 클릭
답변을 입력하거나, [답변을 잊어버리셨습니까?] 클릭
기입된 메일로 비밀번호(PW) 재설정 메일 발송되므로, 확인 후 재설정

패스워드 재설정 요청 후 이메일 받은편지함[Inbox]을 확인하여 턴잇인으로부터 온 메일을
열어보세요.
- 혹시 받지 못하셨으면 메일의 스팸함을 확인해주세요. 없으시면 koreasales@turnitin.com
으로 [소속학교, 이름, 직함]을 포함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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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용 계정 생성
1. 담당자에게 계정 요청한 후, 본인 메일의 수신함을 확인해주세요.
본인 메일에 로그인해 Welcome 메일 확인해주세요. (발신자 : Turnitin No Reply)
[받지 못하셨으면, 스팸함을 확인하세요]
1) 담당자에게 전달한 본인 메일을 열어 턴잇인으로부터 온 Welcome 메일을 열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2) 팝업창이 뜨면 하단의 [비밀번호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3) [계정 설정] 창이 뜨면 이메일을 넣고, 성(ex. Kim, Lee, 김 등)을 넣어주세요.
4) 다시 접속해, [Turnitin 비밀번호 만들기] 이메일을 수신하고,
[Turnitin 계정 설정을 완료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비밀번호를 생성하십시오]를
눌러주세요.

2. 비밀번호 및 계정 생성 완료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1) 6~12자로, 하나 이상의 영문과 숫자가 포함된 비밀번호 기입 후 [비밀번호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계정 설정 완료 메시지가 나옵니다.
2) [Turnitin의 로그인]에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해주세요.
3) 보안용 질문을 선택하시고, 질문 답변을 작성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 ex. 읽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첫번 째 작가는 누구입니까?/현진건)
4) [사용자 동의] 페이지를 읽고, [동의합니다—계속]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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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용 계정 생성 continued
2. 비밀번호 및 계정 생성 완료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주세요.

3. www.turnitin.com/ko 에서 [로그인]하셔서 목적에 따라 Self checking (셀프체킹)
vs. Online class (온라인클래스)를 따로 만드세요.
1) Self checking(셀프체킹): 교강사/연구자가 논문 및 보고서 유사도 검사시 사용
2) Online class(온라인클래스): 교강사가 온라인클래스를 만들어, 학생들 과제 유사도
검사 및 첨삭 지도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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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체킹용 이용 안내: 클래스 개설
1. 로그인 후 보이는 화면에서 [+클래스 추가] 버튼을 눌러 클래스를 만드세요.

2. 클래스 환경을 설정합니다.

2018년 05월 01일
2019년 04월 30일

1)
2)
3)
4)
5)
6)
7)
8)

클래스 유형 : [표준] 선택
클래스 이름 : 원하는 클래스명을 기입 (ex.논문검사, 2018 논문검사 등)
등록 패스워드 : 4~12자의 숫자나 영문으로 임의 선택 (ex. 1234, research 등)
과목 분야 : 해당 논문의 분야 선택 (ex. 없을 시 [기타] 선택)
학생 소속 교육기관 : 석사 또는 박사 선택
클래스 종료일 :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고자 할 경우, 기본값 그대로 설정
기입 후 하단의 [제출] 버튼 클릭
[클래스 생성] 팝업 창 [계속하기] 클릭

3. 생성된 클래스 이름을 누르면 [+과제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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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체킹용 이용 안내: 클래스 개설 continued
4. 과제 환경을 설정합니다.

2018년 05월 01일

2018년 05월 30일

2018년 05월 30일

1)
2)
3)
4)

과제 제목: 원하는 과제명을 임의로 기입 (ex. 논문검사_국내용)
점수값: 0~100 사이 숫자 기입 (필수 항목)
마감일, 게시일: 같은 날짜로 지정하되, 클래스 종료일보다 이전 날짜로 설정
[+옵션 환경] 클릭

5. 옵션 환경을 설정하세요 (셀프체킹과 온라인 클래스 설정 상이)

아래 선택 항목 외에는
기본값 유지
1) 독창성 보고서 생성 옵션:
[즉시첫번째보고서가최종적임]
2) 보고서 제출 대상:
[보관소 없음] 선택
3) ETS e-rater 사용 기관에만
보이는 기능: [예]를 선택, 서브
항목 옵션은 기본값 유지하고,
[제출] 버튼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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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체킹용 이용 안내: 파일 제출
6. 클래스와 과제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유사도 검사하고자 하는 파일을 제출합니다.

2018년 05월 01일

2018년 05월 30일

2018년 05월 30일

1) [옵션환경] 설정 완료 후 보이는 홈화면에서 [클래스명 ](ex. 논문검사) 클릭
2) 과제명 (ex. 논문검사_국내용)에서 게시일 우측 [보기] 클릭
3) [파일 제출] 탭 클릭
7. 파일 업로드를 위한 정보를 작성합니다.
1) 파일 업로드 방식 선택. 기본 [단일 파일 업로드] 선택
2) 이름, 성, 제출물 제목: 저자명 및 논문 제목 기입 (한/영 가능)
3) [이 컴퓨터에서 선택하기] 클릭하여 검사하고자 하는 논문 선택 후 [업로드]
* 단일 파일 용량 40MB (400p) 미만 검사. 초과시, 논문 내 이미지 삭제하거나
용량 축소 압축하여 검사 (이외, 허용 문서 type은 매뉴얼 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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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클래스용 이용 안내: 클래스 개설
1. 로그인 후 보이는 화면에서 [+클래스 추가] 버튼을 눌러 클래스를 만드세요.

2. 클래스 환경을 설정합니다.

2018년 05월 01일
2019년 04월 30일

1)
2)
3)
4)
5)
6)
7)
8)

클래스 유형 : [표준] 선택
클래스 이름 : 원하는 클래스명을 기입 (ex.경제의 이해 등)
등록 패스워드 : 4~12자의 숫자나 영문으로 임의 선택 (ex. 1234, 2018class 등)
과목 분야 : 해당 클래스의 분야 선택 (ex. 없을 시 [기타] 선택)
학생 소속 교육기관 : 학사 또는 석사 선택
클래스 종료일 : 종료일을 특정하지 않고자 할 경우, 기본값 그대로 설정
기입 후 하단의 [제출] 버튼 클릭
[클래스 생성] 팝업 창 [계속하기] 클릭

3. 생성된 클래스 이름을 누르면 [+과제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경제의 이해
경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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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클래스용 이용 안내: 클래스 개설 continued
4. 과제 환경을 설정합니다.

중간고사 레포트
20

2018년 05월 01일
2018년 05월 14일
2018년 05월 21일

1) 과제 제목: 원하는 과제명을 임의로 기입 (ex. 중간고사 레포트)
2) 점수값: 0~100 숫자 기입 (필수 항목) (ex. Syllabus에 정한 레포트 점수)
3) 마감일, 게시일: 학생들은 [마감일]까지 과제를 제출하고, 교수자가 페
이퍼를 평가하면 학생들은 [게시일]에 평가 내용을 볼 수 있음
4) [+옵션 환경] 클릭
5. 옵션 환경을 설정하세요 (셀프체킹과 온라인 클래스 설정 상이)

②

③

아래 선택 항목 외에는
기본값 유지
1) 독창성 보고서 생성 옵션:
[마감일에] 선택 (제출된 모든
학생 페이퍼 유사도결과가 마
감일에 한번에 나타나며, 학생
페이퍼 간 매치 여부도 표시)
2) 보고서 제출 대상:
[Turnitin 데이터베이스] 선택
3) ETS e-rater 사용 기관에만
보이는 기능: [예]를 선택, 서브
항목의 옵션 기본값 유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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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클래스용 이용 안내: 학생 등록
6. 클래스와 과제 생성이 완료되었으면, 학생들을 등록시킵니다.

경제의 이해

1) [옵션환경] 설정 완료 후 보이는 홈화면에서 [클래스명 ](ex. 경제의 이해) 클릭
2) 상단 네모 탭(Tab) 중 [학생] 탭을 클릭
3)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의 이름, 성, 이메일을 엑셀(.xls)로 저장하여 준비
4) [학생목록 업로드하기] 버튼 클릭하여 준비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
* [학생 추가]는 단일 학생을 추가하고자 할 때 사용
7. 학생들이 마감일전에 과제를 제출하게 독려하고 (매뉴얼 홈페이지 다운로드), 마감
일 후 제출된 과제를 확인하세요. [클래스명] 클릭, [보기] 클릭, [과제명] 클릭

경제의 이해

경제의 이해

2018년 05월 01일

2018년 05월 14일

중간고사 레포트 1
중간고사 레포트 2
중간고사 레포트 3
중간고사 레포트 4
중간고사 레포트 5
중간고사 레포트 6
중간고사 레포트 7

2018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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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클래스용 이용 안내: 첨삭(feedback)
8. 본 매뉴얼 pp. 9-10을 통해 유사도 체크 방법 확인. 빨간색 바(Bar) 버튼을 이용
9. 피드백 툴을 이용해 과제에 피드백 가능. 파란색 바(Bar) 버튼 이용

1) 퀵마크(QuickMarks): 첨삭시, 자주 사용하는 코멘트를 저장해놓고, Dragand-drop 방식으로 간단하게 코멘트를 남길 수 있음.
2) 보이스 코멘트/텍스트 코멘트(Voice comment/Text comment): 간단한 3분 음
성 코멘트 및 전체 논평을 남길 수 있음.
3) 루브릭(Rubric): 탑재되어있는 루브릭을 통해 글쓰기 각 요소에 대해 점수를
주고 평을 남길 수 있으며, 본인의 루브릭을 업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음.

10. 두번 째 과제 생성부터는, 과제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2)
3)
4)

Paper Assignment: 기본 선택
Peer Mark Assignment: 강사가 질문 선택, 학생들이 과제에 Peer feedback
Revision Assignment: 첫번째 제출 과제 기본, 수정 과제를 추가로 제출
Reflection Assignment: 일련의 작문 과정 통해 배운 점에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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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결과 확인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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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 제출 5~10분 후 페이지 새로고침(F5)하셔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유사성이 회색에서 색깔칸으로 변경되면 결과(%)를 보실 수 있으며, 연속 4회에 한해 결과를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5회차 재제출부터는 결과 보기에 24시간이 소요됩니다. 단, 같은 설정
의 과제를 여러 개 만드시면 한 과제에서 4번의 즉시 보기를 다 사용하시면, 다른 과제를 눌러
검사하시면 됩니다.

2. 유사도 검사 결과 수치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1) 유사도결과% = 총 단어 수 대비 턴잇인DB 일치 단어수 (ex. 44: 100단어당 44단어 일치)
2) 모든출처보기 : 일치하는 자료의 출처 내역 (본문 하이라이트 번호와 비교 검토)
3) 필터링: 직접인용 및 일부 참고문헌 제외 가능
4) 복구: 필터링으로 제외한 출처 다시 포함
5) ETS: E-rater engine을 통한 자동 문법 검사한 결과
6) 다운로드: 결과 Pdf로 다운로드 ([현재보기] 및 [디지털수령증] 다운로드 )

6)의 [다운로드]시, [현재보기]는 일치 부분과 출처 등 자세한 내역이 포함되고,
[디지털수령증]은 유사도검사를 시행했음을 증명하는 간단한 문서입니다.
수회 다운로드 가능하며, 제출처에 [현재보기]와 [디지털수령증] 다운로드한 문
서를 제출하세요.

유사도 결과 확인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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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치 결과 중, 특정 소스를 제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 허용 여부 확인 요망)
[모든출처보기] 버튼을 누르고, 맨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보이는 [소스 제외] 버튼 클릭.
제외하고자 하는 소스를 선택[v]한 후, [제외] 버튼 클릭.

4. 제출처에서 인용문이나 참고문헌 제외를 허용하는 경우, 필터링 기능을 설정하세요.
파일 내 직접인용문 (쌍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과 참고 문헌 제외:
[필터 및 설정]에서 [인용문 제외]와 [참고 문헌 제외]를 선택[v] 후, [변경 사항 적용] 클릭
Cf. 업로드한 파일을 장기간의 간격을 두고 재검사를 하기 원할 때 [새보고서] 버튼 클릭
단, 그 사이에 DB 자료 축적으로, 유사도 결과 수치 상승 가능성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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