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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Tel. 02-2228-2914 

Email. tclickdami@yuhs.ac 



 

Turnitin 들어가기 :  

의학도서관 홈페이지 검색창 아래의 ‘표절방지시스템’ 선택  

※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에서만 정상 작동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기타 

웹브라우저 사용시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1단계. 이용자 등록하기 

Turnitin을 이용하려면 먼저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방법 1. 의학도서관 담당자 ( tclickdami@yuhs.ac ) 에게 이름, 직번/학번, 소속,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세요. 담당자가 등록을 완료하면 Turnitin에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메일 내용에 따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기타 사항을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방법 2. Turnitin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①  먼저 https://ymlib.yonsei.ac.kr/research-support/thesis-writing-guide/turnitin/  

페이지에서 Class ID / Password를 확인하세요. (의학도서관 ID로 로그인하고 확인)  

②  Turnitin 홈페이지의 우측상단에 ‘회원 가입’ → 사용자 프로파일 만들기의 ‘학생’ 

선택 → 앞에서 확인한 Class ID/Password를 ‘클래스 ID/클래스 등록 키’에 입력 → 

개인정보 입력 → ‘동의합니다-프로파일 작성’ 를 선택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2단계 

Turnitin에 로그인하면 그림과 같이 등록된 클래스 정보가 보입니다. 자세한 포트폴리오를 

보려면 클래스명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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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클래스 포트폴리오 화면에서 강사(Instructor) 권한자가 미리 만들어 둔 과제리스트와 

논문제출 가능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을 제출하려면 ‘제출’을 선택합니다 

 
 

 

4단계. 논문 제출 방법 1 

아래 화면에서 제출 과제명을 입력하고, 제출할 논문파일을 선택한 후 업로드버튼을 

선택합니다. Turnitin은 텍스트만 비교 가능하고, 이미지는 비교대상이 아니므로 파일 내 

이미지를 삭제하고 반입하시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4-1단계 

이 단계에서 제출하려는 논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논문내용이 맞는 지 확인한 후, 

최종 제출하려면 ‘제출’ 버튼을 선택하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려면 ‘취소’ 버튼을 

선택합니다. 잘라 붙여넣기 방식에서는 이 단계가 생략됩니다. 

 
 

4-2단계 

이 단계에서 제출논문의 보고서 ID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등록된 이메일로 디지털 

수령증이 발송됩니다. 나중에 이 논문을 삭제하려면 이메일로 디지털수령증을 강사권한자 

(담당교수, 공용클래스는 도서관 담당자)에게 보냅니다. ‘과제리스트로 돌아가기’를 선택하면 

논문제출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단계. 논문 제출 방법 2 

논문 제출방식에는 파일 업로드 방식(4단계) 외에 잘라 붙여넣기 방식도 있습니다. 잘라 

붙여넣기 방식은 Turnitin에서 반입할 수 없는 파일 형태인 경우에 이용합니다. 잘라 붙여 

넣기 방식으로 업로드하면 4-2단계로 바로 이동합니다. 

 

 

 

6단계 

파일이 등록되어 Originality Report가 완성되려면 데이터 양에 따라 0분~30분 정도 소요되

며,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까지 ‘처리 중’으로 표시됩니다. 보고서가 완성되면 %가 표시된 유

색막대가 나타나며, ‘보기’를 선택하면 Originality Report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Originality 

Report에서는 제출보고서와 Turnitin DB의 data와의 비교결과를 유사성 지표와 정확한 문구

위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개의 과제공간에는 1건의 논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논문을 제출한 과제공간에 

다시 다른 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다시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기존 

보고서가 삭제되므로 미리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트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제출하기’는 보고서 완성시간이 최대 24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7단계 

Originality Report의 왼쪽 면은 이용자가 제출한 논문으로 논문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유사문구를 유색 줄로 표시했고, 오른쪽 면은 Turnitin DB에 있는 유사문구의 source정보 

입니다. Source(오른쪽)의 숫자를 클릭하면 제출논문(왼쪽)의 해당 유사문구가 보여지며, 

제출논문(왼쪽)의 유사문구를 클릭하면 Source의 해당 문구가 새 창으로 보여져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① 유사도결과%: 총 단어수 대비 Turnitin DB 일치 단어수. 클릭하면 우측에 일치개요 보기 

② 모든출처보기: 일치하는 자료 출처와 1:1 대조 결과 보기 

③ 필터링: 직접인용, 참고문헌 목록 일정 단어 이하의 일치를 제외하는 기능 

④ 다운로드: 검사결과를 PDF 보고서 형태로 다운로드 

 

 

 



 

8단계 

7단계 Report형식의 오른쪽 밑에 있는 ‘Text-only Report’를 선택하면 다른 형식의 

Originality Report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7단계의 보고서와 달리 논문 형식 없이 

텍스트만 보이는 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urce(오른쪽)의 박스

숫자를 클릭하면 제출논문(왼쪽)의 해당 유사문구가 보여지며, 제출논문(왼쪽)의 유사문구박

스를 클릭하면 Source(오른쪽)에 있는 해당 문구가 보여져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인용리스트 제외’를 선택하면 인용정보를 제외한 유사도%가 나타나고, 

‘서지리스트 제외’를 선택하면 제출논문의 reference를 제외한 유사도%가 나타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의 모드에서 ‘최상위 일치사항과 함께 표시’를 선택하시면 좌측에 

업로드한 원문, 우측에 검출 된 Turnitin DB의 문서가 나타납니다. ‘보고서 

빠른보기(클래식)’은 일치한 기존의 텍스트를 먼저 리스트업한 후, 검출된 업로드문서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1. Originality Report의 Source에서 삭제하고 싶은 논문이 있으면 디지털수령증을 도서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삭제 완료 후 확인메일을 보내드립니다. 

2. 제출한 논문은 일정 시간을 지나면 Turnitin DB의 데이터 증가로 유사성 지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논문을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도서관담당자에게 디지털수령증을 

이메일로 보내며 최신 지표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수정 완료 후 확인메일을 

보내드립니다. 

TIP 

 


