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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Turnitin 

표절검사 과제 

5.1 Turnitin 과제 생성하기 

5.2 Turnitin 과제 결과 확인 

 



5.1 Turnitin 과제 생성하기 

[과제 > 평가 > Turnitin Direct Assignment]를 클릭합니다. 

Turnitin 은! 

• 크롬(Chrome) 사용을 권장합니다. 

• 제출자의 email 주소가 학교메일(@korea.ac.kr)일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직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추후 한국어 서비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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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Turnitin 과제 생성하기 

과제 제목을 입력합니다.  

내용 및 지시사항을 입력합니다. 

제출 방식을 선택합니다. (파일/텍스트/둘 다 허용) 

배점을 설정합니다. 

파트 개수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논문의 서론/본론/결론을 나누어 제출한다면 파트 개수

는 3개로 설정)  

표절검사 과제의 시작일을 설정합니다. 

표절검사 과제의 마감일을 설정합니다. 

교수자가 첨삭한 결과를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합니다. 이 기한은 [Due Date]

이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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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Turnitin 과제 생성하기 

표절 검사 제외 유형을 설정합니다. 

• Do not exclude small matches(Default): 작은 일치도 표절 검사에서 제외하지 않음 

• Exclude by word count: 기준 단어 개수까지 표절 검사에서 제외 

• Exclude by percentage: 기준 퍼센트까지 표절 검사에서 제외 

제외할 최소값을 설정합니다. 

• 표절 검사 제외 유형을 ‘Exclude by percentage’으로 설정 후, 최소값을 30으로 했을 경우, 

30% 이하의 일치는 표절 검사에서 제외 

서지 정보 제외 여부를 선택합니다. (Default는 ‘No’로, 표절 검사에 포함됨) 

“쌍따옴표” 안의 직접인용 부분을 제외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Default는 ‘No’로, 표절 검사에 

포함됨) 

점수를 채점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Default는 ‘Yes’로, 점수를 채점하도록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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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Turnitin 과제 생성하기 

표절 검사하려는 문서를 다음 표절 검사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것인지의 선택합니다. 

• Standard Repository(Default): 포함함 

• No Repository: 포함하지 않음 

표절 검사 범위를 선택합니다. (Default는 ‘Yes’) 

• 제출한 학생들의 문서 

• 인터넷 

• 저널과 출판물 

점수 공개를 바로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Default는 ‘Yes’) 

문서에 대한 점수를 무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 No(Default): 점수를 블랙보드에 포함함 

• Yes: 점수를 블랙보드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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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Turnitin 과제 생성하기 

표절검사 결과 보고서의 산출 속도를 선택합니다. 

• Immediately, first report is final(Default): 표절 검사 결과 보고서가 즉시 산출되며,  이후 

학생은 문서 제출 불가(Default 이외의 값 선택 시, 마감일까지 보고서가 산출되지 않음) 

• Immediately, reports can be overwritten: 결과 보고서가 즉시 산출되며, 학생은 마감일까

지 문서를 중복 기록하여 제출 가능(단, 이전의 내용은 삭제됨) 

• On due date: 결과 보고서가 마감일에 산출되며, 학생은 마감일까지 재제출 가능 

표절검사 과제가 공개될 그룹을 선택합니다. 

• No Group(Default): 그룹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개됨 

• 특정 그룹 선택할 경우, 그 그룹에 속한 학생에게만 공개됨 

점수 표기 방식을 선택합니다. 

학생에게 원본 문서를 공개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늦게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한 설정을 이후의 Turnitin Assignment의 Default 값으로 설정할 것인지 선택합니

다. 

클릭하면 과제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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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Turnitin 과제 결과 확인 

학생들이 과제물을 제출한 뒤, 표절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Submissions Inbox]를 클릭합니다. 

제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Turnitin DB상에서 매칭 정보를 찾는 중임을 나타냅니다. 

•  일정 시간 경과 후 매칭 정도 확인 가능 (파일의 크기나 기타 상황에 따라 다름) 

표절검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DB와의 일치율)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 문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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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Turnitin 과제 결과 확인 

각 레이어를 체크하면 문서에 해당 내용이 표시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마크를 선택합니다. (클릭 후 드래그하여 문서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음) 

피드백을 작성합니다. 

채점표를 생성하고 관리합니다. (반드시 과제에 연결 옵션을 ‘켜짐’으로 해야 적용됨) 

일치율 및 일치하는 내용의 출처를 확인합니다.  

일치하는 소스를 확인합니다. 

필터를 설정합니다.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 문서 다운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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