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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가능한브라우저
크롬, 인터넷익스플로러, 사파리, 파이어폭스등가능하나크롬에서가장안정적입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 낮은버전사용시특유의버그로오류발생우려가있으므로, 크롬
브라우저를다운로드하여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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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크롬다운로드 URL : https://www.google.co.kr/chrome/browser/desktop/

2. 이용가능한대표적문서종류

워드(.doc/.docx), PDF,텍스트파일(.txt),구글 docs,파워포인트 (.ppt/.pptx), 엑셀(.xls, .xlsx)등
[한글 HWP 문서의경우, 워드로변환후검사해주세요]

이용전 Check 사항

[스캔한이미지나워터마크 PDF는읽을수없습니다]
[오류는소속, 이름, ID, 원문, 오류스크린샷포함하여메일보내주세요]
한국지사이메일: koreasales@turnitin.com

3. 소속기관둥록키와계정문의는학교의턴잇인관리자에게이메일을보내주세요.
- 보통학교도서관이나대학원이관리하므로해당홈페이지를체크해보시되, 정확한관리자
정보는 koreasales@turnitin.com으로 [소속기관, 이름, 직함] 포함해이메일보내주세요.
- 소속기관턴잇인담당자에게 [소속학과, 직급, 이름, 학교메일주소]를포함하여
[턴잇인계정생성지원요청] 메일을보내주세요.

4. 계정신청후이메일받은편지함[Inbox]을확인하여턴잇인으로부터온 Welcome 메일
을열어비밀번호를설정하시고, 로그인하세요.
- 혹시받지못하셨으면메일의스팸함을확인해주세요. 없으시면 koreasales@turnitin.com
으로 [소속학교, 이름, 직함]을포함해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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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생성
1. 신규학생계정만들기를작성해주세요.

1. 클래스 ID와클래스등록키는

턴잇인구독학교에부여된고

유값입니다. 학교턴잇인관리

자나 koreasales@turnitin.com

에문의해주세요.

2. 이름과성은영어/한국어가능

합니다. 학교에서미리단체등

록한경우, 로그인>비밀번호

찾기를이용해주세요.

3. 학교계정을사용하세요.

4. 마지막에 <I’m not a robot/로봇

이아닙니다>에체크(v)해주시

고, 지시사항에따라이미지를

선택한후 [동의합니다-프로파

일생성]을눌러주세요.

owner
텍스트 상자   
클래스 ID와 등록키는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Turnitin 안내 화면 제일 하단에서 확인 가능

owner
강조

owner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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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제출

1. 로그인하시면보이는클래스중하나를골라, 검사하고자하는파일을제출합니다.

1) 로그인하면보이는과제들중하나를골라 [제출 ] 버튼을누르세요
(여러개의과제가생성되어있는이유는제출편의성을위해서입니다)

2.파일업로드를위한정보를작성합니다.

1) 파일업로드방식선택. 기본 [단일파일업로드] 선택
2) 이름, 성, 제출물제목: 저자명및논문제목기입 (한/영가능)
3) [이컴퓨터에서선택하기] 클릭하여검사하고자하는논문선택후 [업로드]
* 단일파일용량 40MB (400p) 미만검사. 초과시, 논문내이미지삭제하거나
용량축소압축하여검사 (이외, 허용문서 type은매뉴얼 3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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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확인 (유사도 & 자동영문법체크)
1. 파일제출 5~10분 후페이지새로고침(F5)하셔서결과를확인하세요.

2. 유사도검사결과수치를클릭하면, 자세한내역을볼수있습니다.

유사성이회색에서색깔칸으로변경되면결과(%)를보실수있으며, 연속 4회에한해결과를
즉시보실수있습니다. 5회차재제출부터는결과보기에 24시간이소요됩니다. 단, 같은설정
의과제를여러개만드시면한과제에서 4번의즉시보기를다사용하시면, 다른과제를눌러
검사하시면됩니다.

6)의 [다운로드]시, [현재보기]는일치부분과출처등자세한내역이포함되고,
[디지털수령증]은유사도검사를시행했음을증명하는간단한문서입니다.
수회다운로드가능하며, 제출처에 [현재보기]와 [디지털수령증] 다운로드한문
서를제출하세요.

1) 유사도결과% = 총단어 수대비 턴잇인DB 일치단어수 (ex. 44: 100단어당 44단어일치)

2) 모든출처보기 : 일치하는 자료의출처 내역 (본문 하이라이트번호와 비교검토)

3) 필터링: 직접인용및 일부참고문헌 제외가능

4) 복구: 필터링으로제외한 출처다시 포함

5) ETS: E-rater engine을 통한자동 문법검사한 결과

6) 다운로드: 결과 Pdf로다운로드 ([현재보기] 및 [디지털수령증] 다운로드 )

1)

2)

3)

4)

5)

6)



7

3. 빨간색 [숫자]버튼을누르시면유사도결과를확인할수있습니다.
[다운로드]버튼을누르면 [현재보기] 및 [디지털수령증]다운로드할수
있습니다.

결과확인 (유사도 & 자동영문법체크)

4. [ETS] 버튼을누르면, ETS사가제공하는자동영어문법체크결과를확인할수있습니다.
Grammar, Style, Mechanic에대해문법오류가의심되는부분과그에대한설명을제공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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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시 이런에러메시지가뜨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 제출하신파일이한글 hwp 파일이신경우, 워드로변환하여검사해주세요.
- 스캔한이미지나워터마크 pdf는읽을수없습니다.

1) 파일제출관련해어려움이있으신가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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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0 프로가나오거나, 세션만료에러메시지가뜨면어떻게하나요?

- 한글폰트업그레이드시기에랩스가발생하는경우, 폰트인식장애로결과읽어들이기에
에러가 발생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제출하신파일이한글 hwp 파일이신경우, 워드로
변환하여검사해주세요.

- 스캔한이미지나워터마크 pdf는읽을수없습니다.

6)번버튼(아래화살표모양)을누르시면 [현재보기(Current view)]와 [디지털수령증(Digital 
receipt)]을누를수있습니다. 두개의버튼을눌러 PDF로다운로드하여제출하세요.

자주묻는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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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제출된페이퍼(보고서)를삭제하고싶어요. 어디에요청해야하나요?

koreasales@turnitin.com 에 [이름, 소속기관, 이메일, 보고서 ID] 정보를포함하셔서페이퍼
삭제를요청하세요. 한국어로작성하셔도됩니다.

3) 결과관련기타문의

페이퍼 ID 확인방법

학생용 – 페이퍼 ID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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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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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잇인 코리아
www.turnitin.com

www.turnitin.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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